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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선진국의 융기 들은 종합 융화 추세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통 인 고유 업무 역 장벽을 허물면서 겸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규모  범 의 경제를 실 하면서 세계 융시장에서 경쟁력

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래스 스티걸법에 의거 융업의 업체제를 견지해온 미국은 1999년 

이후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 방식에 의해 다른 융업의 상호진입이 허용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업주의를 고수하던 일본도 합류하 다.
우리나라도 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 은행

들은  형화되고 융시장의 우월  지 를 확 해 가고 있는 반

면, 보험회사들은 시장  지 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보험회사는 은행업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리와 반론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산업 자본인 보험회사의 은행진출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가 

융산업의 발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

여 실증분석을 하 다. 한 선진 융기 의 어슈어뱅킹(Assurbanking) 
사례를 기 로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 원으로 재직하

던 서울산업 학교 류근옥 교수가 수행하 다. 보고서 출 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류근옥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

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내․외부 문가에 해서도 진심으

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

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 둔다.

2006년 1월

보 험 개 발 원

원 장 김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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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진

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가 융산업의 발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국가별 

제도  차이를 검토

- 아울러 World Bank가 제공하는 53개국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융시스템의 발달 정도에 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

- 한 각국의 어슈어뱅킹(Assurbanking) 사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

유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 로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 

방안을 검토

Ⅱ.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리와 반론

- 국내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진출을 반 하는 기본 논리는 보험회사는 

산업자본계열이며 그 소유  지배구조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임.

- 국내의 산업자본은 규모 기업집단(재벌이라고 보통 부름)을 형성

하고 있는데 그 지배 경 주주는 은 자본으로 피라미드 혹은 순

환형 투자를 통하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무 크고 그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 ( 리 

비용 문제)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임.

 o 따라서 도덕  해이의 가능성이 높은 국내 산업자본이 융자원

의 효율  배분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경제발 을 지원해야

하는 은행업을 하기에는 치 않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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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와 의결권의 괴리가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리 비용 문제

를 래하고 그로 인해 기업 경 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하여는 그 동안 국내외 으로 많은 검증이 있었으나, 실증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음.

 o 쉬라이퍼와 비쉬니(Shleifer and Vishny, 1997)는 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상 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고, 특히 어느 나라 것이 우수하고 

어느 나라 것이 나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함.

 o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인 으로 조정해 나가는 상이 아

니라 시장의 경쟁을 기 로 기업이 알아서 정한 구조를 찾아

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임.

Ⅲ.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규제 국제 비교

- 산업자본과 은행결합 제한에 한 국제규범

  o 국내에서는 융시장의 건 한 발 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은 반듯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철칙으로 믿어 왔음.

  o 세계 각국의 련 규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

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분의 나라가 일반 으로 수용하는 국제

규범(global standard)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 음.

- 오히려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가 오히려 다

수임.

  o 실제 로 국에서는 Sainsbury(백화  체인)가 Sainsbury Bank

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토요카도 백화   SONY가 

각각 은행을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 제한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통 으로 고수해온 핵심  규제임은 틀림없으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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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도 과거 축은행(thrift)의 형태로 산업자본이 하나의 은행을 

외 으로 소유하기도 하 으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 재

무부가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허용하여 은행의 자본을 보강하

자는 방안도 꾸 히 제시되기도 하 음.

  o 게다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향후 불가피한 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미국에서도 지

배 임. 

  o 1999년 융서비스 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이 통과되고 난 후 미국에서는 은행이 부동산업에 진출하려

고 로비 이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개 개발 리 등을 하

는 기업은 산업자본이며 따라서 은행이 진출할 수 없다고 반발하

고 있음.

- 반면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은행이 부동산업에 진출하는 사례

가 많이 있고 게다가 부동산업은 융의 부수업무라는 것이 미국 

은행업계의 주장임

  o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융겸업화를 통한 타 

융권에의 진출은 경제  타당성이나 논리에 기 하기보다는 정치

 로비나 힘(political power)에 의존하는 것도 한 실임을 

시사해 .

Ⅳ. 실증분석 : 규제의 차이가 융발 에 주는 향 분석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융발 에 미치는 향 검증

   o World Bank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

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차이와 융산업의 발  사이에는 

상 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를 제한( :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하는 규제가 오히려 융발 에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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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이유로 은행 진출

을 정부가 차단하는 규제는 그 타당성을 찾기가 일단 어렵고 오

히려 이러한 규제는 잉여 이라고 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미국제도에 편향된 고정 념에 사로 잡  행 규

제를 여 히 고집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포함

한 여러 나라의 규제를 보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o 국내에서 은행은 보험상품을 매할 수 있고 혹은 보험회사를 자

(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은행 업무를 취 하지 못하고 은행을 

자회사로도 소유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 제한

이고 융 산업의 장기  발 을 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o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융 산업 체의 균형  발 (balanced 

growth)을 도모하고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때 소비자의 후생

도 증 되기 때문임.

- 바쓰(Barth,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

하는 장벽을 제거하면 융시장의 경쟁이 진되고 그로 인해 융

상품에 한 효율성이 높아져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임.

  - 한 은행으로 기업의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비효율

인 은행에 한 인수 이 높아져 은행의 경 자는 주주의 

이익을 해 확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는 것임.

Ⅴ.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 방안

- 은행업무의 겸 확

  o 보험회사는 은행업무에 한 겸 을 확 함으로써 은행업을 부분

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에는 외환업무나 

지 결제를 한 종합 리구좌, 신용카드 업, 신탁업의 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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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수 있음.

  o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외국환의 매매를 은행 이외의 자라도 자

유롭게 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에서는 MRF(Money Reserve 

Fund)를 통하여 지 결제 기능을 확 해 가고 있음.

- 보험회사의 단계별 은행진출  방안

  o 국내 산업자본인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 방안으로 도입 기 단계

에서는 출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우체국 융 방식)을 우선 하나

의 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o 보험 소유의 은행은 단계 으로 은행 업무를 확 하는 것이 충격

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임. 

  o 보험사 소유의 은행에 출 기능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출 

등 소매 융에 국한하는 방안과 기업 출을 허용하는 경우 계열

사의 사 고화를 방하기 하여 계사 출은 일정 한도로 제

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경제력 

집 , 사 고화 등)을 차단하기 하여 객 인 은행 주주의 자

격요건 설정, 사외이사제도, 기업경  공시제도, 법감시 제도  

투명한 회계 제도와 법에 한 벌칙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

  o 이는 산업자본 뿐만 아니라 융자본의 은행의 경우도 동시에 

용해야할 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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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 과 배경
 

오늘날 선진국의 융기 들은 세계 인 종합 융화 추세에 따라 은

행, 보험, 증권 등 통 인 고유 업무 역의 장벽을 허물면서 겸업화

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규모(scale)의 경제  범 (scope)

의 경제를 실 하면서 치열한 세계 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려

고 한다. 

통 으로 융 역 간 분리를 견지해온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 

이후에는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 방식에 의해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고 

보험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호진

출 추세에 따라 분리주의를 고수하던 일본도 합류하 다. 국내에서도 

2003년 8월 이후 은행이 융기  리 으로서 보험 상품을 매

(bancassurance)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은행은 보험 자(子)회사

를 설립하는 것도 일 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은행을 자(子) 회사로 소유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겸업화 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은행들은  형화되고 융시장에서 우월  지

를 확 해 가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들은 시장  지 가  약화되고 

있어 보험사의 은행 진출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험업계를 

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융시장에서 자산기 으로 ( )은행의 

유율이 1997년 38.5%에서 2003년 58.6%로 크게 상승한 반면 제2 융

권은 1997년 61.5%에서 2003년말에는 41.4%로 하락하 다.1)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affili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을 허용

1)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통화 융』,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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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 아니면 제한하느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결합을 허용하는 

정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제한 (most 

restrictive)인 나라 에 표 격인 미국식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재무부를 심으로 새로운 자본이 은행으로 유입될 수 있도

록 산업기업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자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 다.2)

국내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진출을 반 하는 기본 논리는 보험회사는 

산업자본계열이며 그 소유  지배구조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이다.3) 즉 

문제의 산업자본은 규모 기업집단(재벌이라고 보통 부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지배 경 주주는 은 자본으로 피라미드 혹은 순환형 투자

를 통하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무 

크고 그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 ( 리 비용 문제)을 하

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  해이의 가능성이 높은 국내 산업

자본이 융자원의 효율  배분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경제발 을 

지원해야 하는 은행업을 하기에는 치 않다는 것이다.

소유와 의결권의 괴리가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리 비용 문제

를 래하고 그로 인해 기업 경 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하여

는 그 동안 국내외 으로  많은 검증이 있었다. 그러나 실증연구의 결

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이 융시장 발달을 해 실

익이 있는지 아닌지에 한 실증분석은 별로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에 한 국가별 규제 차이를 

검토하고 이러한 규제가 각국의 융 산업의 발 에 정 인지 아니면 

부정 인지를 World Bank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으로 검토

함으로써 우리나라 융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다.

아울러 선진국 보험사의 은행 진출(Assurbanking) 사례와 산업자본의 

2) Rogers(1993), pp. 284~285.
3) 국회재정경제 원회(2004),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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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유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토 로 국내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규모 산업기업(재벌)은 그 소유  지배구조가 특이하

다는 이유로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의하여 신규사업 진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재벌은 가족 심의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기업집단에 은 자본을 투여하 음에도 순환출자 등에 의하여 계열사

에 한 의결권은 무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경 주주는 소

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 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는 것이다.4)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혹은 소유와 의결권의 괴리가 

과연 기업의 경 성과 등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 분야에 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다.5)

가. 소유  지배구조의 결정과 기업 성과에 한 기존연구

기업의 이상 인 지배  소유구조가 단일 모델로 존재하는가? 쉬라

이퍼와 비쉬니(Shleifer․Vishny, 1997)는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조사하 는데 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에게 많은 

자본이 흘러들어 온다는 에서 그 지배구조가 상 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역시 이러한 선진국의 지배구조도 개선의 여지가 많고 

특히 어느 나라 것이 우수하고 어느 나라 것이 나쁘다고 단정하기는 어

4) 이러한 문제  극복을 해 도입된 출자총액제한과 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제도

에 하여는 “공정거래 원회 독 국, 2004. 12. 21 보도 자료.”를 참조. 
5) 강병호(2005), pp. 135~138 등에서도 일부 문헌을 정리하여 비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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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한다(p.737).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제 이고 법 인 운  장치로

서 정치  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시장론자들은 어느 기업의 지배구조도 시장경쟁에 의해서 

리 비용 등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여 보다 작은 비용

으로 외부 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발 해 간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인 으로 조정해 나가는 상이 아니라 시장의 경

쟁을 기 로 기업이 알아서 정한 구조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p.738).

뎀세쯔(Demsetz, 1983)과 뎀세쯔와 (Demsetz․Lehn, 1985)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상이한 소유 구조를 가지는 이유도 주어진 환경과 조건

에서 그것이 나름 로 최 이라고 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기업의 소

유구조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내생변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

과 기업성과와 경 자의 지분 사이의 계를 실증 분석할 때 양자의 

계를 직  찰하기보다는 2단계로 구분하여 (ⅰ) 소유지분을 결정하는 

모델과 (ⅱ)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모델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설정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뎀세쯔와 (1985)의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기업( : Fortune 500  기업  223개 기업 표본)의 경 진  5  주

주의 지분은 기업가치(Tobin's Q)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

그 후 미국의 기업(1991년도 Fortune 500에 속하는 기업  일부)

을 상으로 검토한 조(Cho, 1998)의 연구에서 기업의 소유구조를 외생

변수가 아닌 내생변수로 보고 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 회귀분

석을 하 는데 기업가치(토빈의 Q)는 소유구조에 향을 주지만 반 로 

내부 경 소유자의 구조는 기업 가치에 유의 인 계를 보여주지 않았

다. 특히 조(Cho, 1998)는 뎀세쯔와 (Demsetz and Lehn, 1985)의 연구

와는 달리 충가설을 수용하여 경 자 지분을 3구간으로 나 어 검증

하 지만 3구간 모두에서 유의  계를 발견하지 못했다(p.116의 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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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외(Ang, Cole and Lins, 2000)가 미국의 소기업 1,708개를 상

으로 검토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ⅰ) 경 자가 주주인 경우에, (ⅱ) 가

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리고 (ⅲ) 최  주주의 지

분이 높을수록 리인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은행

과 같은 외부감시가 존재하면 리 비용이 감되는 외부경제효과를 발

견하 다(p.104).

한 앤더슨 외(Anderson, Mansi, and Reeb, 2003)의 실증 연구에 따

르면 미국에서는 S&P 500  기업  1/3 정도는 창업자 가족이 기업경

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 가족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자 가족이 여

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하여 차입비용(cost of debt)이 낮고 경 성과도 

더 좋았으며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리 비용도 낮았다.

그러나 쉬툴즈(Stulz, 1988)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을 지배하는 경 자

의 지분이 높아지면 자기지분의 가치증가에서 오는 효용보다는 사 이

익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경 에 안주하려는 

동기(안주가설)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경 주의 지분이 높

아지면 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기업 성과는 하락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크 외(Morck․Schleifer․Vishny, 1988)의 실증 연구에서는 이사회

에서 경 자의 지분이 5%가 될 때까지는 Tobin's Q가 증가하지만 그 

지분이 그보다 많아지면 Q값이 감소하며 Tobin's Q가 25%를 넘어서면 

다시 Tobin's Q가 증가함을 발견하 다. 맥코넬과 서배스(McConnell․ 

Servaes, 1990)의 실증 연구에서도 경 진의 지분이 40~50%가 될 때까

지는 기업가치가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하락하여 경 진의 지분과 기업 

가치는 역 U자형의 계를 가진다.    

결론 으로 이상의 다양한 가설과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는 하나의 이상 인 형태가 존재하여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경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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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소유지분이 증가한다고 경 성과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 소유지

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소유와 지배권의 괴리에 한 연구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

다. 동아시아 8개국의 800개 기업을 상으로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를 검토한 몬과 린스(Lemon․Lins,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지배 경

주는 소유권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의 지배권(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8개국  의결권 승수가 가장 큰 나라는 싱가포르이며 그 승수가 3배가 

넘었다.6) 이어서 필리핀(2.62), 말 이시아(2.48) 순이며, 그 다음 한국 

 만으로 비슷한 수 (2.30 정도)이다. 동아시아에서 의결권 괴리가 

평균 으로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1.49)이다. 

최근 존슨 외(Johnson․La Porta․Lopez-de-Silances․Shleifer, 2000)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소액 주주나 채권자의 부(wealth)가 여러 터

(tunnel)을 통해 지배주주로 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벌과 같은 기업집

단은 지배 경 주주가 은  흐름권을 가지고도 여러 계열사를 지

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지분이 은 계열사에서 자기지분이 많은 다

른 계열사로 부를 이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18개의 신흥시장에서 수집한 1,433개 기업을 상으로 1995년 자료를 

검토한 린스(Lins, 2003)의 연구에서는 경 을 담당하는 주주(5~20% 

사이 범 에서 소유)의 의결권 괴리가 클수록 토빈의 Q에 부정  향

을 주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경 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 집단

이 있는 경우에는 경 자의 리 비용이 크지 않아 오히려 기업 가치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몬과 린스(Lemmon․Lins, 2003)가 동아시아 8개국의 1997년  

1998년 데이터를 기 로 실증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 진의 의결권 승수

(더미변수로 사용)가 주식의 수익률에 부정  향을 주면서 통계

6) 싱가포르는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

지는 않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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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융 기 이 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의결

권 괴리가 주가 수익률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들은 의결권 괴리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회귀 분석하 는데 설

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상호 내생  계를 제어하기 하여 1997년

도 아시아 융 기(1997.7~1998.8)시의 융충격을 외생  요인으로 보

고 주식 수익률을 기업성과로 측정하 다. 이러한 융충격으로 기업이 

투자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지배 경 주주 특히 은 소유지분으로 지배

권을 많이 확보한 경 주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기들의 사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융 기 시 소유지분에 비해 경 권을 많이 장악한 기업일수록 

그 회사의 주가는 낮았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한 조(Joh, 2003)의 연구에 따르면 1993~1997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은 5,829개의 기업에 한 분석에서 소유의 집 도가 낮

은 기업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자산수익률(ROA)을 보이고 있으

며, 한 의결권 괴리도가 크면 자산수익률이 낮아지는 음의 상 계

를 보여 주었다. 주주  그 가족이 차지하는 소유지분은 국내 체 

샘  기업의 평균이 45.19%이고, 모든 상장사의 평균이 31.67%인 반면

에 기업 집단의 소유 집 도는 17.1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미튼(Mitton, 2002) 역시 동아시아 5개국을 상으로 아시아 융 

기시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을 하 다. 

그는 의결권승수를 더수변수로 사용하는 신 연속확률변수(continuous 

random variable)로 사용하 는데, 의결권승수와 주식의 수익률은 모

든 제어변수가 포함되는 일반  회귀분석에서 유의  계를 가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주주의 소유권이나 의결권이 크면  

 주식 수익률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Mitton(2002), p.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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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신 한  장진호(2004)의 공동연구에서는 2003년 9월 한

국개발원(KDI)이 발표한 국내 기업의 지배주주 지배권, 흐름권(소

유권), 의결권승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0~2002년 사이의 3년 평균 기

업가치( : 장부가 비 시장 가치 or Market-to Book Ratio)  경 성

과( : 경상이익 혹은 EBITDA를 총자산으로 나  값)를 분석하 다. 피

어슨(Pearson) 상 계 분석에서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은 기업 

가치와 음의 상 계를 나타냈으나 경 성과와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가치와 괴리도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의결권 괴리도가 높은 기업이 그 가치가 높다는 결

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강원 등의 공동연구(2004) 결과는 괴리도

가 크면 경 성과가 좋지 않다는 소액주주 착취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다. 아울러 지배 주주의 소유권이 높을수록 경 성과가 좋다는 이해일

치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강원 등의 공동연구(2004, p.20)에서는 아울러 

괴리도 신에 기업지배구조 수( : 극 인 공시활동을 통한 경

투명성, 독립 인 사외이사  감사 원회 등의 감시활동 등을 수화

한 것)를 독립변수로 체해 보았는데 기업 가치와 경 성과에 정

으로 향을 주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보 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가치  경 성과에 향을 주는 변수는 공정거래 원회가 문제 삼

는 소유와 지배권의 괴리도가 아니라 극 인 공시활동, 사외이사  

감사 원회의 감사활동 등인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8)

8) 강원 등의 공동연구(2004)에서는 공정거래 원회가 리인 문제의 축소를 해 

괴리도를 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투자를 해하는 결과만 가겨온

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실례로 괴리도가 높은 부분의 기업들은 비상장회사이

면서 기업집단의 신생기업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소유의 괴리도를 증가

시키는 것은 기업의 략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이며, 이는 오히려 기업 가치

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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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 제한과 융시장 발달에 한 선행연구

개별기업의 경 성과가 아닌 좀 더 거시 인 측면에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이 융시장 체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에 한 국가별 

비교와 실증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  

최근 World Bank의 정책연구 논문(Barth, Capiro and Levine or BCL, 

2000)에서는 세계 60개국의 자료를 정리하여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이 

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 는데 이러한 국제  규제의 차

이를 이용해 규제의 타당성을 연구한 논문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해되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이 비 융 산업기업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반 로 비 융 산업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

하여도 (ⅰ) 은행업의 발 , (ⅱ) 증권  기타 비은행 융기 의 발 , 

혹은 (ⅲ) 산업기업 간의 경쟁 진과는 통계 으로 신뢰할만한 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융

산업의 발 을 도모하는 데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은행이 산업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나라에서는 커다

란 은행 기 혹은 심지어는 체계 인 은행 기를 겪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의 안정성을 제고하

기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한다는 규제 논리는 실증분석 

결과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 졌다.

바쓰(Barth․Capiro․Levine, 2000)의 연구에서는 융시장의 발달 정

도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융기 의 자산이익률(총자산 비 세후 순

소득), 융시장의 집 도(Top 3 은행의 자산 기  시장 유율), 민간

부문에 한 여신 공여 정도 등을 사용하 으며, 사용한 데이터의 기간

은 1990   이었다. 

최근 World Bank는 국가별 융시장의 발달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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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GDP 비 은행의 국내 신용 공  비율, 마진, GDP 비 

은행의 유동부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에서 제시하는 융시장의 발달 측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은

행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정부 규제와의 상 계를 분석한다. 

한 데이터도 2003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바쓰(Barth․Capiro․Levine , 

200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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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리와 반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가를 주장하는 경제  논리는 규모의 경제

와 범 의 경제 효과를 통한 경 의 효율성(operating efficiencies) 제고

이다. 아울러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면 은행은 정보창출 기능을 이

용하여 정보의 효율성 (informational efficiencies)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 고객의 정보를 은행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겸업화 추진의 경제  배경과 유사하다. 이러한 장 에 

근거하여 융기  간 겸업화를 일 이 도입한 유럽에서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장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 을 우려하여 미국,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통 으로 차단해 왔

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차단해야 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9)

1. 이해 상충 발생

우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특정 산업자본과 연계된 그 은행

은 그 산업자본의 경쟁기업(competitors)에게는 여신(loans)을 거부할 가

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이 융을 지배하게 

되면 고객자 을 계열사 확장에 이용하고 부실계열기업 지원 등으로 고객 

이해와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10) 

9) 다음의 논문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 다. : John R. Walter, "Banking and 
Commerce : Tear Down This Wall ?", Economic Quarterly, Vol.89, No. 2,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Spring 2003. 국내에서 산업자본의 융지배에 따른 

문제 은 다음 논문에 정리되어 있음: 이건범, “재경부 산업자본의 융지배 방

지를 한 Task Force 구성,” 『주간 융동향』, 제12권 제15호 (2003), 한국 융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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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통  주장에 하여 은행산업 시장이 충분히 경쟁

이면 이러한 갈등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으며 따라서 “이익 충

돌”을 근거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11)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장벽을 고수하는 

것은 “경쟁 자체의 부재”라기보다는 “비경쟁 인 시장의 한 증후군”을 

역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2) 오늘날 무한경쟁 시 에 은

행업 시장이 비(非)경쟁 인 것은 은행업 분야 자체의 문제이고 한 

정부의 은행 정책의 실패로 보이며 산업자본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 산업자본과 연계된 은행은 보험법에 의해 보장된 

자원13)을 싸게 확보하여 계된 산업기업에게는 시장 리 이하로 

렴하게 공 해 주고 반면에 경쟁기업에게는 시장 리 이상으로 높은 

출이자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융시장이 경쟁

이면 해당 은행에 연계된 기업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자원의 차입에 

근할 수 있다. 만일 그 은행이 동일한  험의 고객을 자회사와 경

쟁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등하면 스스로 무덤을 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은행이 이러한 우수 고객을 유치해 가기 

때문이다.14) 

셋째, 특정 산업자본과 연계된 은행은 그 연계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

지 않는 개인에게는 출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0) 국회재정경제 원회, 제17 국회 정책 안(1), 2004. 6, p. 34 참조. 
11) Walter(2003), pp. 10~11.
12) Walter(2003), p. 12.
13) 보험료는 체로 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이러한 보호된 자 은 

“싸게 조달된 자원(inexpensive funding)”이라고 본다.
14) Walter(2003), p.12.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리와 반론 25

2. 경제력 집 과 독과  폐해

미국에서는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the Bank Holding Company Act)

을 만들 때 의원들이 은행의 업활동상 “부당한 지배력 집 (undue 

concentration of control)”을 우려하 다. 1974년 연방 비 원회는 Bank 

America Corporation이 해외에서 Allstate Insurance사와 함께 합작 벤처사

(joint venture)를 만들고자 신청서를 제출하 을 때 국내외 으로 부당한 

경제력 집 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 다.

국내외 으로 융시장의 경쟁이 크게 심화되면 어느 은행이 독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러한 결합 기업의 독 력이 은행 

외의 다른 산업분야로 확장되는 것은 어렵다.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허

용한 Gramm-Leach-Bliley Act(1999)의 제정은 1956년 미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나 1974년 연방 비 의 결정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라는 것이다.15) 

아울러 미국 등에서는 융시장에서 은행의 유율이 차 축소되고 

있고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결합된 은행이 독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16)  미국의 를 보면 융

서비스 기 이 보유하고 있는 체 자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

은 20%도 채 안 되는데, 이는 1950년의 50% 수 과 비교하면 크게 하

락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화하고 양 으로 팽창하고 있는 융산

업 체에서 보면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으로 인한 독과  폐해 우려

는 기우이며 게다가 산업자본 시장과 은행 시장과는 분리되어 있다.    

  

15) Walter(2003), pp. 14~15.
16) Barth․Brumbaugh․Yago(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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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기  등 정부 안 망에 한 

최근 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세 에 의한 은행 구제(bailout)가 불가피하게 되

는 상황이 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은행 구제를 한 정부의 안

망( 자 보호 장치 등)이 산업자본의 채권자들에도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안 망을 통한 융 지원이 확장되면 무나 많은 재원이 결국 

은행을 소유하는 산업자본의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효율성이 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안 망에 한 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1)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기업이 자신의 명 를 보호하기 하여 손

실을 자회사 은행으로 가( : Loss Shifts that Protect Reputation)할 수 

있다. 를 들면 규모가 상 으로 작은 산업 기업이 발생 손실을 떠

안으면 도산을 하지만 자회사 은행에 이 손실을 가하면 상 으로 

큰 자본  규모 덕분에 도산을 피할 수 있는 경우 그룹 체의 명 를 

해 손실을 은행 자회사에 넘길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반 로 은행보다 산업 기업의 다른 자회사가 상 으로 크

면 은행으로의 손실 가는 일어날 가능성이 고 오히려 은행에서 손

실이 발생하면 산업기업으로 가하여 그룹 체의 명 를 지키려고 한

다는 논리도 반 로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기업이 명 보호 때문에 은행으로 손실을 가할 가능성

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

고 한다.17) 이러한 손실 가가 가능하다면 은행 혹은 산업 기업의 채

권 공여자들은 이를 상하고 리스크 리미엄(risk premium)을 요구하

17) Walter(200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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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기업은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여야 하며, 따라

서 시장이 경쟁 이고 효율 이면 이러한 험 가가 사실 곤란하며 이

는 법규 반으로 처벌 상이라는 것이다.  

(2)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진다는 을 이용하여 손실을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에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를 들어 X 기

업집단에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X 생명 (순자산:100조원) + X 은행(순자산 : 5조원) = 105조원

     

그런데 만약 X 생명에 10조원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같은 계열 내 

X 은행에 가하 다고 가정하면 두 회사의 주주가치는 다음과 같다.

X 생명 주주가치 : 100조원

X 은행 주주가치 : Max (+5조원-10조원, 0) = 0 (유한책임)  

  

10조원 손실  5조원만이 기업집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5조원은 

보험에서 지 (정부 안 망 )하게 되어 결국 산업기업에서 창출

된 손실이 보험기  는 국민의 조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에서는 1953년 실제로 이처럼 은행이 도산한 사례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는 이러한 손실 가가 규제 환경 으로 실  가능성이 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자(채권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은

행의 도산 가능성에 하여 심을 게 가지나 산업 기업의 채권자는 

이러한 보호가 없어 기업을 감시하는 수 이 높으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을 잠식하면 조달비용이 즉시 높아지기 때문에 손실을 은행 쪽으로 

가할 가능성이 여 히 있다는 견해도 있다.18)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

이 규제가 강하고 시민연 의 참여가 큰 나라에서는 이러한 손실 가의 

18) Walter(200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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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다고 단된다.

(3) 산업기업은 험자산을 은행 자회사로 가(risk shifts)할 가능성

이 있다는 비 도 있다. 산업기업이 험자산(risky assets)을 은행으로 

떠넘기면 은행의 험이 증가하여 국민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높아질 

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를 들면 X 자는 15%의 리로 자 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외상 매를 확 하여 매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외상매출채

권이라는 험자산(risky asset)이 창출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경제상황의 

악화로 외상매출채권의 험도가 높아지고 X 자도 도산 험이 가시화

되었다고 하자. 이 때 X은행은 자보험 덕분에 자로부터 10%의 

수신 리로 자 을 조달하여 자회사 기업인 X 자의 외상매출 어음

(risky asset)을 낮은 리( : 13%)로 할인하여 높은 가격으로 어음을 매

입( 험자산 인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은 산업기업과 연계가 없는 은행이라도 렴한 

(underpriced) 보험 덕택에 낮은 비용으로 자로부터 자 을 조달

할 수 있으면 다른 산업 기업의 험자산을 매수하여 같이 이익을 취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 차단 자체가 특별히 이

러한 험자산 가 상을 막는 데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논리이다.19) 

게다가 정부 안 망에 의한 보조(subsidy)가 은행을 통해 계열사인 기업

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 미국 부분의 학자나 

규제당국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20)  

이상과 같은 결합 반  논리로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고수해온 

표 인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G10(Group of Ten)  EU 국가 그룹

에 속하는 나라  4 개국 정도(일본, 캐나다, 스웨덴, 이태리)만이 미국

19) Walter(2003), p. 20 참조. 
20) Barth, Brumbaugh, and Yago(1997) 참조: 미국 재무성의 Comptroller Eugene A. 

Ludwig나 FDIC 회장 Ricki Helfer는 이러한 보조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표 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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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21) 그러나 일본 캐나다, 스웨덴  이태

리의 은행들은 일정한 한도까지는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덜 엄격한 편이다. 세계 은행업계의 자산규모로 볼 때 은행

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이 

체의 73%나 된다.

 <표 II-1> 산업과 융의 분리에 한 상반된 기사

재벌 융사 의결권 축소 민족자본을 육성하자

 선진국은 산업  융의 분리 원

칙을 엄격히 수한다. 미국에서는 

은행은 물론 보험사에 하여도 자

회사 출자한도를 제한한다. 한국은

행은 “GE의 경우 여러 융 자회

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모회사가 

간 융지주회사에 100% 출자하고 

간 융지주회사가 다시 다른 

융자회사에 100% 출자하는 형태여

서 융  비 융 계열사들이 순

환출자로 얽 져 있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한다. 일본은 후 재

벌이 해체되었음에도 산업- 융 분

리 원칙을 융업법뿐만 아니라 독

지법에도 용한다.

(한겨 , 2004년 11월 2일/곽정수 기자) 

 우리의 기업(산업자본)은 로 

은행을 못하지만 ‘외국’ 딱지만 붙으

면 투기자본이든 뭐든 간에 자유롭게 

은행도 사고 융기 을 만들 수 있

다. ( 략) 미국을 표하는 제조업체

인 GE (제 럴 일 트릭)나 포드자동

차를 보자. 이들 그룹에서 가장 수익

을 많이 올리는 부문은 계열 융사

다. GE나 포드가 은행, 캐피털, 크

딧 카드, 펀드를 인수하거나 만들어서 

마음 로 투자해도 ‘재벌의 문어발식 

경 ’이라고 비 하지 않는다.( 략) 

기업에 무슨 혜택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도 우리 기업과 외국 투

기자본이 공평하게 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 18일/김수  기자)

바쓰(Barth, 1997)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

하는 장벽을 제거하면 융시장의 경쟁이 진되고 그로 인해 융상품

에 한 효율성이 높아져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이다. 한 은행으로 기

21) Barth․Brumbaugh․Yago(199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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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비효율 인 은행에 한 인수 

이 높아져 은행의 경 자는 주주의 이익을 해 확실하게 일을 하

게 되는 원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은행진출 차

단 문제로 상반된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림 II-1> 국내 은행의 총  비 요구불 의 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의 핵심 업무

인 지 결제기능의 수단으로 쓰이는 당좌 , 별단 (자기앞수표), 

보통  등도 은행의 체 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게 하락(1996

년 24.38%에서 2004년도 9.98%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은행 

의 부분은 축성 이다. 따라서 오늘날 신용카드, 자화폐 등

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통  지 결제 기능이 크게 축소되

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산업자본으로부터 은행의 지 결제 업무를 

사수하려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노력일 뿐이다. 

미국에서도 은행의 요구불 이 지 결제 기능으로서의 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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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와해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지 결제 체수

단이 부상하고 있다.22)  

다른 한편 국내 은행들의 기업 출은 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계

출은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에는 가계 출이 기업 출보다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 2> 국내 은행산업의 출 구성  

      자료: 융감독원, 『 융통계월보』, 2005년 5월호.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계열 기업에 

한 출을 편 으로 많이 하는 신 계열사와 경쟁하는 타사 기업에

는 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반처럼 과거 은행 출이 기업 융 심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이 기업 융을 부당하게 배분

하면 경제 체에 미치는 왜곡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22) Barth․Brumbaugh․Yago(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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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융 심의 은행업에서 이러한 우려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기업의 필요 자 은 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융기

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게다가 기업의 자 조달도 차 간

융에서 직 융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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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규제 국제 비교 

1. 나라별 규제 차이와 최근의 발  동향

미국의 경우에 1999년 융 화법을 설계하여 통과시키는 과정에

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 혹은 분리 문제도 뜨겁게 논의되었는데, 미

국 재무부(Treasury)는 시  변화와 융기 의 자본 보강의 필요성을 

들어 허용을 주장( : 자료제목: “Modernizing The Financial System” 

1991)하 다. 

미국 재무성부는 기업과 은행 간의 자본결합에 따른 부작용을 양자 

간의 한 차단벽(fire walls)과 감독의 강화를 통하여 막을 수 있다는 

제하에 은행산업의 건 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기 하여 산업자본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융개 안을 제

시한 바 있다.23) 한 1995년 미 상원의 은행 원장이었던 다마토

(D'Amato)는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 형태로 은행, 증권  보

험은 물론 산업자본의 일반기업까지 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 있다. 다마토는 융 산업의 상당부분이 정보처리 

업무라는 에서 정보 통신 업체들이 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 비은행, 국은행연합회 등은 이에 반

하여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말이 난 상황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당시 미 의회에서도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제

한하고 있는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었다.24) 당시 미 하원 은

행 원장인 리치(James Leach)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은 미국의 민

주주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 지만 반 로 Barth와 

같은 경제학자 등은 오히려 이러한 장벽은 오늘날 정당화될 수 없다고 

23) 강병호(2005), p.144 등 참조.
24) Barth, Brumbaugh and Yago(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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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 다. 즉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규정(Bank Holding 

Company Act)에 의해 은행과 산업자본의 상호 결합을 하는 것은 

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미국의 융규제 구조를 다른 서방국가와 

비교하여 비정상 인 것으로 락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은

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선진국 열에서 실질 으로 외

톨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계 은행에게 주어진 완벽한 기회를 

미국 은행들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화되는 융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반 하는 표 인 학자는 카우

만(Henry Kaufman) 과 블라인더(Alan Blinder) 등이며 그들의 주요 논

리는 다음과 같다.25) 우선 카우 만은 은행과 기업이 결합하여 거 한 

"기업형 국가(corporalist state)"가 형성되면 그러한 거  융 결합은 무

제한 으로 속하는 강자가 되고 그 결과 이러한 결합 기업은 이기

이고, 경제 체의 발 과 활력을 해하고 한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

는 등 부작용의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인더(Blinder)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거 한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유발하는 잠재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는 리치(James A. Leach, 미국 하원 은행 융서비스

원회 의장)가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유지

하고 있다.26) 그가 은행업이 일반 산업과 결합하는 것을 반 하는 이유

는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행은 독립 인 융업이 될 때 고

객 심 이고 미국 사회 체와 민주주의를 해 잘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은행과 제조업의 결합 속에서는 ‘규모의 경제’

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 간 경  기술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25) Rogers, The Future of American Banking, McGraw-Hill, 1992, pp. 284-285 참조.
26) 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에서의 연설 (Feb 24, 1997)

   http://www.house.gov/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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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융권을 표하는 그린스펀(Alan Greenspan, 미연방 비 원

장)의 경우에도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았

다.27) 그러나 미국 연방 비 원회는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산업과 

융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이미 허물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산업의 결합이 자유롭고 개방 으로 그

리고 합법 으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단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결합의 향력은 매우 크며 잘못되어 후

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구조  변화를 낳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

서 우선은 융 화법이 가져올 많은 시장변화를 일단 소화하면서 은

행과 산업자본의 결합 허용문제는 좀 미루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단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 비 원회의 우려는 1997년 아시아 융 기 

시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에서 실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은행과 산업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융 험(financial exposures)을 

감시하고 분석하면서 리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 비 원회의 입장은 좀 더 큰 변화( : 은행과 산

업의 결합에서 오는 큰 변화)에 한 주(前奏)로서 재 수 에서의 

융 변화(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 허용)를 우선 경험해 보는 것을 선

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루드비히(Eugene A. Ludwig, 통화감독 )는 당

장 산업자본과 은행업이 조건 없이 결합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지만 은

행산업의 환경이 자연 으로 변화하는 것을 인 으로 막는 경직된 규

제 방법도 반 한다는 입장이다.28) 한 통 으로 산업자본이라고 여

긴 컴퓨터기술  정보 산업이 융 산업과 결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27) Testimony of Chairman Alan Greenspan Before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U.S. Senate, June 17, 1998. 

28) Eugene A. Ludwig, 미국 하원 은행  융서비스 원회 증언, May 22, 1997 
참조. (http://financialservices.house.gov/banking/52297oc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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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단일 축은행지주회사(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

를 통하여 산업자본이 하나의 축은행을 자(子) 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를 만들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축(은행)조합의 기능이 일반 은행과 

차 유사해지면서 결국 이러한 loophole이 계속 유지되면 산업자본

(Ford, GM 등)의 은행진출이 실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자는 여

론이 강하 다. 그 결과 1999년 융 화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의 길은 폐지되었다.

융 화법이 제정되기 이 에 미국의 산업자본이 이미 승인을 얻

어 축은행을 소유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29)

  - B.A.T. Industries(담배회사)의 First FS&LA of Rochester 

  - Club Corp. International(Resorts 사업)의 Franklin Federal Bancorp

  - Hawaiian Electronic Industries( 력)의 American Savings Bank

  - PHM Corp(주택건축업)의 First Heights Bank

  - Temple Inland, Inc.(종이)의 Guaranty Federal Bank 등 

다른 한편 유럽의 EU 국가들은 은행산업을 통일 으로 규제하는 

“EC의 제2차 은행업 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30)을 따르고 

있다. 본 EC 지침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31) 기본 으로 어느 자연인이나 법인이 은행에 하여 지

분 투자( 격소유)를 하는 경우에 우선 ‘의도하는 지분 규모’를 감독기

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 은행에 한 소유지분을 증가시켜 해당은

행의 총의결권 혹은 자본 의 20%, 33%, 혹은 50%를 과하게 됨으로

써 해당 은행이 투자기업의 자회사로 되는 경우에도 감독기 에 보고하

29) Steve Cocheo, “Special Briefing: The Banking-Commerce Debate,” ABA Online 
Banking Journal  July 1997 (http://www.ababj.com/brief_0797.html).

30) Greaves(1992), 119~133.
31) Krain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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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1 of Article 11). 보고를 받은 감독 청은 은행이 ‘건 하고 

선량한 리(sound and prudent)’ 경 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해당 

투자기업의 ‘ 성(suitability)’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분 소유  증액을 

반 할 수 있다. 따라서 EC의 기본 지침은 은행의 건 하고 신 한 경

을 해하지 않는다는 에서 성이 인정되면 산업자본 기업이

라도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유럽에서는 통 인 은행업, 증권

업, 보험업 외에 부동산업에까지 융기 이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III-1> 은행의 겸업화 진출 단계 

은 행 업

제 1 단 계
[제 2 금 융 권 ]
증 권 및 보 험
진 출

제 2 단 계
[금 융 부 수 영 역 ]
부 동 산 중 개 /관 리
진 출

제 3 단 계
[비 금 융 ]
일 반 산 업
진 출

최근 미국의 은행들은 증권  보험업이라는 통 인 타 융권에 

진출을 허용 받은 후 이제는 부동산 개업으로의 진출도 본격 으로 희

망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의 논리는 부동산 개업의 자산은 융 자산 

혹은 융에 수반된 부수 자산(  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개업의 자 은 산업(commercial)자본이지 

융(financial) 혹은  융(incidental to finance)자본이 아니라는 주장 하

에 통 인 ‘은행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1999년 융 화

법 제정시 은행의 부동산 진출을 강력 지하 다.32)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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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의 은행은 지난 20년 부터 의회 로비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 

 기타 비 융 산업에도 진출하려고 시도해왔다는 것이 미국 부동산업

계의 지 이다.  

한 유럽에서는 융기 의 겸업화는 융  부동산 역을 넘어 

비 융 일반산업(commerce)에까지 확 되기도 한다. 미국  일본은 

융기 의 겸업화 범 를 매우 제한하는 표 인 국가이지만 EU 회원

국  오스트리아, 스 스, 국, 랑스, 네덜란드는 거의 제한이 없이 

상호 진출을 크게 허용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은행이 제2 융권

까지만 진출하도록 허용하고 은행과 산업자본의 엄격한 분리(separation)

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부동산 

개  리 분야( 간 단계)는 물론 그리고 일반 제조 산업 기업에까

지 진출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mixing)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 등 융기 의 업무

역의 확 는 힘의 논리에 의해 인근 융 역은 물론 부동산, 그리고 

궁극에는 일반 산업에까지 확 되는 것이 실이라고 볼 수 있다.  

2. 규제 강도의 국제  분포 

미국 국무부  World Bank가 세계 각국의 융제도를 조사한 자료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 문제에 하여 데이터를 제공한 나라는 

<표 III-1> 서처럼 62개국이다33). 

각국의 규제를 비교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하여 법이 제한

을 두지 않는 나라가 24개국(38.7%)이며, 사 허가  승인에 의한 지분

32)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May 2001). 
33) Barth, Capiro, and Levine(200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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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20개국(32.3%)이다. 따라서 조사된 나라의 71%

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 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일정 한도(limit)로 제한하는 나라는 17개국(27.4%)이며, 지분 

소유를 지하는 나라가 1개국(1.6%)이다. 결국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

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29% 정도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유화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인 상이다.

다른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12개국

(19.4%)이며, 은행의 자본 을 기 으로 어느 한 산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액을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얼마든지 기업

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14개국(22.6%)이다. 따라서 은행이 산업 기업

의 소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42%이다. 반면에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해당 기업의 지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나라는 27개국(43.5%)이고 

아  소유를 지하는 나라도 9개국(14.5%)이나 되었다. 반면에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거나 지하는 나라는 체의 58%이다. 따라서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에 하여는 제한하는 나라가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처럼 은행과 산업자

본의 결합을 법이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주 하는 정부에서

는 이러한 분리하여 차단하는 것이 세계 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

다.34) 그러나 이상의 검토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다른 주

장이다.35) 물론 법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여도 

실제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사례가 많은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는 기업별 경 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4) 재정경제부, 「산업자본의 융지배에 따른 부작용방지 로드맵」, 2004 .1. 2, p. 3. 
35) 미국의 Barth 교수 등의 조사에 의하면 EU  G10 회원국에 속하는 19개 선진

국 에서 미국 등 5개국만이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으며 게다가  세계의 은행 자산  73%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허용하

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Barth, Brumbaugh and Yago(1997),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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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각국의 규제 비교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

 허용 정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한 규제

1(unrestricted)
 100%소유가능

2(permitted)
사 허가 혹은 

승인을 조건으로 
소유 허용

3(restricted)
일정한 비율로 
최고한도 제한

4(prohibited)
지분소유

지
합계

은

행

의

 

산

업

소

유

에

 

한

 

규

제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키스탄, 국 

(9개국)

남아공, 스페인
(2개국)

룩셈부르그
(1개국)

0
12

(19.4%)

2(permitted)
은행자본
기  제한 

있으나 이를 
충족하면 
100%소유 

허용

덴마크, 
요르단, 

포르투갈
(3개국) 

랑스, 가나, 
인도, 

말 이시아, 
뉴우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세이첼스 
(8개국)

호주, 피지,  
스리랑카
(3개국)

0
14

(22.6%)

3(restricted)
기업지분의 

일정비율까지
로 소유 제한

아르젠티나
벨기에, 

라질,
아이슬란드, 

싱가폴, 
스 스,
스웨덴, 

터키 (8개국)

구에타말라, 
소토(Lesotho), 
마다가스카, 

멕시코, 
탄자니아
(5개국)

캐나다, 칠
사이 러스, 

귀아나(Guyana)
홍콩, 이태리,
일본, 한국, 

필리핀, 
서리네임, 

태국, 
미국, 

베네스웰라 
(13개국)

말타
(1개국)

27
(43.5%)

4(prohibited)
기업소유 

지

볼리비아, 
르완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4개국)

바바도스, 
보스와나, 

엘살바도르, 
감비아, 

짐바 웨이 
(5개국)

0 0
 9

(14.5%)

 합 계 
24개국
(38.7%)

20개국
(32.3%)

17개국
(27.4%)

1개국
(1.6%)

62
(100%)

자료 : Barth, Caprio, and Levine, 2000, p. 36 의 Table 1. Barth의 공동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미국 국무성의 Comptroller of the Currency와 World Bank가 각자 독립

으로 조사한 자료에 기 하고 있음. 동 연구 p. 13 참조.

경제  융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 25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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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규제 강도의 분포를 보면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36) 

<표 III-2>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OECD 회원국의 규제 비교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

 허용 정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한 규제

1(unrestricted)
 100%소유

가능

2(permitted)
사 허가 

혹은 승인을 
조건으로 
소유 허용

3(restricted)
일정한 
비율로 

최고한도 
제한

4(prohibited)
지분소유

지
합계

은

행

의

 

산

업

소

유

에

 

한

 

규

제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국,

네덜란드 
(7개국)

스페인 
(1개국)

룩셈부르크
(1개국)

0 9
(36.0%)

2(permitted)
은행자본기  
제한 있으나 

이를 
충족하면 
100%소유 

허용

덴마크, 
포르투갈
(2개국) 

랑스,
노르웨이,

뉴우질랜드 
(3개국)

호주
(1개국) 0 6

(24.0%)

3(restricted)
기업지분의 

일정비율까지
로 소유 제한

벨기에, 
스 스, 

스웨덴, 터키
(4개국)

멕시코 
(1개국)

캐나다, 
이태리, 
일본, 

한국, 미국
(5 개국)

0 10
(40.0%)

4(prohibited)
기업소유 

지
0 0 0 0 0

 합 계 13 개국
(52.0%)

5 개국
(20.0%)

7개국
(28.0%)

0
(0 %)

25
(100%)

36) 2005년 4월 말 재 OECD 총 회원국은 30개국인데 동 조사에서 자료 불충분

으로 제외된 나라는 5개국으로 이에는 체코, 아이스랜드, 헝가리, 폴란드, 슬로

바키아 공화국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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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하여 OECD 회원국들은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제한 없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의 비 은 52%나 되고, 사  승인 

혹은 허가를 받아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20%로서 두 경우를 합하면 72%

나 된다. 반면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나라의 비

은 28%이며 지하는 나라는 무하다.

그러나 OECD 국가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에 하여는 오히려 상

으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은행이 제한 없이 산업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국가의 비 은 36%이며 정부의 사  승인 혹은 허가 하에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는 24%이다. 반면에 은행의 기업 소유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나라는 40%나 된다.  

최근 각국의 융 규제를 비교한 바쓰 등(Barth, Capiro, and Levine 

or BCL, 2001, p.15의  다른 연구)에서도 많은 국가가 은행과 산업자

본 간에 소유지분을 교차로 보유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표 III-3> 융기  겸업화 규제에 한 기  통계 

겸업화 유형 N 평균 Median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은행의 증권업 진출 107 1.87 2.00 0.88 1.00 4.00

은행의 보험업 진출 107 2.73 2.00 1.00 1.00 4.00

은행의 부동산업 진출 107 2.90 3.00 1.07 1.00 4.00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 107 2.45 3.00 0.80 1.00 4.00

산업기업의 은행 소유 107 2.04 2.00 0.91 1.00 4.00

  자료 : BCL(2001), p. 39 : 변수의 값이 1이면 가장 자유로운 경우이고 4이면 
규제가 강해 진출을 지하는 경우임.  

BCL(2001)의 후속 연구에서는 세계 107개국의 융제도를 비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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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 는데 아래 <표 III-3>  <그림 III-2>에서와 같이 겸업화에 한 

규제의 정도는 은행의 부동산 개업 진출(2.90)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 

반면에 증권업 진출(1.87)은 가장 자유로운 편이다. 그 다음 자유로운 

것이 산업기업에 의한 은행 소유(2.04)이다.

한 BCL 연구(2001) 결과를 보면 산업의 은행 소유에 하여는 조

사 상 107개국  36%가 제한 규정이 없으며 29%가 사  승인에 의

해 소유가 가능한 허용 국가이다. 이와 같이 보다 많은 나라를 상으

로 한 검토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허용하는 국가의 비 (65%)이 

BCL(2000)의 종  연구에서 보여  비율(62개국 상 71%)보다는 낮게 

나왔다. 반면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하여 일정 한도로 소유 비율

을 제한하는 나라는 31%이며 완  지하는 나라는 4%이다.

<그림 III-2> 겸업화 상 분야별 규제 차이의 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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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허용 제한 금지

     자료 : BCL(2001), p.50.

이상의 검토에서 보면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세계 으로 일반  

추세37)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물론 은행은 통화창출, 지 결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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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사 등 융의 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책임감(prudential)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37) 강병호 교수의 서(2005, p. 144) 제5장에서도 “ 미식의 분리주의로 가는 것

이 일반 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왜 동 서

의 제5장( 융기 의 소유와 지배 구조)에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 논리

(pp.143~144)를 설명하다 말고 아무런 나 근거의 제시도 없이 불쑥 이러한 주

장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술 과정에서 혹은 원고 정리

를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오류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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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규제의 차이가 융발 에 주는 향 분석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하여 나라마다 그 규제 정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나라인데 이러한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즉 규

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그 지 않은 나라에 비하여 융시장이 더욱 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제가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지를 검증

함으로써 산업자본인 보험의 은행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를 별해 볼 수 있다.

  

1. 분석 모델, 변수 정의  데이터

규제의 차이가 융발 에 향을 주는지 그 계를 검토하기 하

여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Pearson) 상 계 분석  회귀분석을 한다. 

데이터는 2003년 기 으로 나라별 융통계 자료를 사용하 으며 부

분 자료의 출처는 World Bank의 web site이다. 

가. 모델분석

본 연구에서는 규제가 추구하는 융 산업의 건 한 발 이 진정 그러

한 규제에 의하여 달성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융발  정도를 측정하

는 변수를 몇 가지로 나 어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한다.

융발  정도 = f (소유제한 규제의 차이, 제어변수) 

나. 설명변수

설명 변수로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에 한 국가별 규제의 차이

를 기본 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BCL(2000)의 연구에서 정리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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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다. 즉 나라별 규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 변수로 정

의하 다.

  COB = 산업기업의 은행소유에 한 규제 정도 

       = 4(소유 지), 3(일정한도로 소유 제한), 

         2(사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허용), 1(100% 소유 허용)

  BOC =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에 한 규제 정도

       = 4(소유 지), 3(일정비율까지 소유허용), 

         2(은행자본 요건 충족시 허용), 1(100% 소유 가능)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정부 규제 이외에 국민소득 수   

사회의 부패 정도가 융시장의 발달과 계를 가진다고 단된다. 즉 

국민 1인당 국민소득 수 이 높고 아울러 정부가 투명하고 부패 정도가 

은 나라의 경우가 상 으로 융 제도가 잘 발달하고 그 시스템도 

보다 효율 으로 작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단순 회귀분석의 설

명 변수에 국민소득수 (INCOME)  앙정부의 부패제어 능력  투

명성(CLEAR)을 제어변수(control variables)로 추가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고자 한다.

각국의 국민 1인당 소득 수 (INCOME)은 World Bank의 홈페이지에

서 발표한 국가별 2003년도 1인당 GDP에 로그 값을 취한 것이다. 한 

정부의 부패(corruption) 통제  투명성 정도(CLEAR)는 역시 World 

Bank의 추정에 기 하고 있다.38)

다. 종속 변수

어느 국가의  융활동 조직과 그 성과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

우하게 마련인데 이는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자 을 조달하고 리

38) World Bank Group, Governance Research Indicator Country Snapshot              
    (file://E:Wgovernance $ anti-corruption-governance&anti-corrup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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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 융시스템이 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융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여 가장 효율 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기업 순으로 자 이 

배분되면 경제 성장을 보다 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융시스

템의 활동성과 효율성을 규제가 다른 나라 별로 측정하기 하여 

World Bank가 web site39)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종속변수를 설계하 다. 

     DCB = 은행의 국내 총신용(credit) 공 액 / GDP;

     DCP = 은행의 민간부분에 한 신용(credit)공 액 / GDP;

     IRS = 은행의  마진(interest rate spread);

     LIQGDP = 은행의 유동성 부채 / GDP

     GDPAVG = 1990~2003 사이의 연평균 GDP 성장률

DCB(domestic credit provided by banking sector)는 2003년도 은행들이 

해당 국가 내 모든 부문( 앙정부는 제외)에 공여한 체 신용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제도의 성장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DCB는 자 잉여자의 축이 생산에 필요한 융으로 환하여 활동하

는 정도를 반 하기 때문이다. 일부 소수 국가( : 아 리카의 Botswana 

등)에서는 국제결제 비 이 그 나라의 앙은행이 아닌 일반은행시스

템에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앙정부에 한 결제 청

구가 순 차(net item) 계 즉 앙정부에 한 청구에서 앙정부의 

치 을 차감한 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DCB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DCP(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는 2003년도 은행들이 민간 부문

에 공여한 신용이 GDP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며 아는 민

간 부문의 발 을 해 은행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39) www.worldbank.org/data/wdi2005/wditext/table5M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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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가정하 다.

IRS(interest rate spread)는 은행의 이자와 출이자의 차이로 

융시장이 경쟁 이고 효율 이면 이러한 거래비용이 상 으로 작을 

것으로 단된다. 융부문의 규모  구조 못지않게 요한 것이 융

시스템의 효율성인데 IRS는 융시장의 질(quality)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 다. 왜냐하면 마진이 작으면 작을수록 융거래 비

용을 일 수 있고 이는 다시 체 인 기업들의 투자비용을 낮추게 되

어 경제성장을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LIQGDP는 한 나라의 GDP 규모에 비해 융시스템의 유동부채(

자 축 등 의의 통화량: M3)가 상 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는

데, 유동부채는 융 개 기 의 역할이 경제규모에 비해 얼마나 되는

가를 측정하거나 체 인 융부문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GDPAVG는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연평균 GDP 성장률을 의미

한다. GDP 성장률은 일반 으로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이 성장속도가 

빠른 반면에 OECD 국가들처럼 선진국에 진입하면 체 GDP 수 은 

높아도 경제성장률은 상 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조건

이 동일하다면 융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 인 국가가 

경제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단된다.           

2. 실증분석 결과   

  가. 변수에 한 기 통계 분석

<표 IV-1>에서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한 나라별 규제의 차

이가 융 발달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변수에 

한 기  통계량을 보여 주고 있다. 



규제의 차이가 융발 에 주는 향 분석 49

<표 IV-1> 기  통계 

변수 국가 구분 N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DCB

(GDP 비 은행의 국내 

총 신용공  비율 %)

체 53 86.2 56.0 -9.3 261.8

OECD 회원국 24 123.5 45.2 38.5 261.8

NON-OECD국가 29 55.4 44.4 -9.3 158.2

DCP

(GDP 비 국내 

민간부문에 한 신용공  

비율 %)

체 53 74.2 54.4 5.9 238.7

OECD 회원국 24 107.6 46.6 16.3 238.7

NON-OECD국가 29 46.6 44.4 5.9 150.6

IRS

(은행의 마진 %)

체 43 7.7 10.7 0.5 61.4

OECD 회원국 19 3.6 1.5 0.5 7.0

NON-OECD국가 24 10.9 13.6 3.2 61.4

LIQGDP

(GDP 비 은행의 

유동부채 비율 %)

체 40 65.9 48.6 18.7 262.1

OECD 회원국 11 80.0 39.1 29.1 161

NON-OECD국가 29 60.6 51.4 18.7 262.1

GDPAVG

(1990~2003사이 연평균 

GDP 성장률 %)

체 53 3.4 1.7 0.5 9.6

OECD 회원국 24 2.9 1.4 1.2 7.7

NON-OECD국가 29 3.9 1.8 0.5 9.6

COB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지=4, - -, 제약없음=1)

체 53 1.8 0.8 1 3

OECD 회원국 24 1.7 0.9 1 3

NON-OECD국가 29 1.9 0.7 1 3

BOC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규제:

( 지=4, - -, 제약없음=1)

체 53 2.5 0.9 1 4

OECD 회원국 24 2.1 0.9 1 3

NON-OECD국가 29 2.9 0.9 1 4

World Bank가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DCB, DCP, GDPAVG, COB, 

BOC에 한 샘  수는 체 53개(OECD국 24개, 비 OECD국 29개)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IRS  LIQGDP에 하여는 World Bank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샘  수가 었

고 특히 OECD 국가에 한 데이터가 상 으로 크게 축소되어 있다.

우선 GDP 비 은행의 신용공 액의 비율을 보면 OECD 회원국이 

OECD 비회원 국가에 비하여 훨씬 크며 이는 선진국인 OECD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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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이 상 으로 크게 발달해 있음을 시사한다. DCB는 OECD 회원

국이 평균 123.5%인 반면에 비 OECD 국가는 평균 55.4%에 불과하다. 

DCP의 경우 OECD 회원국은 평균 107.6%인데 비해 비OECD 국가들은 

평균 46.6%에 그치고 있다. 융시장의 경쟁 정도와 효율성을 측정하는 

IRS를 보면 OECD 국가가 평균 3.6%의 마진을 보이는 반면 비 

OECD국가는 평균 10.9%나 된다. 따라서 OECD 국가에서는 기업의 자

조달 비용이 비 OECD 국가에 비하여 렴하여 기업의 투자활동  

경제발 이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융발  정도를 측정하는 LIQGDP의 경우에는 OECD 회

원국이 평균 80.0%인 반면에 OECD 비회원국은 평균 60.6%에 머물고 

있다. 장기 인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GDPAVG의 경우에는 OECD 회

원국이 평균 2.9%인 반면 OECD 비회원국은 평균 3.9%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규모는 크지만 후진국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음을 보여주

고 있다. 융규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COB(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와 BOC(은행의 산업기업 소유 제한)를 보면 OECD 회원국이 OECD 비

회원국에 비하여 평균 으로 낮은 값을 취하는데, 이는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이 상 으로 융 규제가 음을 의미한다.     

<표 IV-2>에서는 다 회귀분석을 해 추가하려는 두 가지의 제어변

수에 한 기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World Bank가 나라별 부패 통제 

정도  투명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제시하는 CLEAR는 평균 0.67의 값

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샘 에 포함된 국가  가장 부패가 가장 심

한 나라는 Zimbabwe(-1.01)이며, 가장 투명한 나라는 핀란드(2.53)이다. 

우리나라는 분석 상 샘  53개국의 평균보다 낮은 0.17이다. 

<표 IV-2> 제어 변수의 기  통계 

제어변수 샘  수(N) 평균 
(한국)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INCOME 53
8.6833 

(4.1455) 1.6767 5.3936 10.8596

CLEAR 53 0.6679
(0.17) 1.1419 -1.0100 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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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어슨(Pearson) 상 계  단순 회귀분석 결과

<표 IV-3>에서는 각국의 융 규제가 융시장의 발달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검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3> 은행  산업간 진출 규제가 융 산업 발 에 주는 향

설명변수

종속 변수

국가 분류

Pearson 상 계수
단순(simple)회귀분석에

의한 계수 추정

COB BOC
COB가 

설명변수

BOC가  

설명변수

DCB

(GDP 비 은행의 

국내 총 신용공  

비율)

체(N=53) 0.0003
-0.4097
(***)

0.0203
-23.1169

(***)

OECD(N=24) 0.0572 -0.0539 3.0152 -2.7682

NON-OECD
(N=29) 0.0943

-0.3704
(**)

5.6352
-17.2367

(**)

DCP

(GDP 비 국내 

민간부문에 한 

신용공  비율)

체(N=53) 0.0103
-0.4168
(***)

0.7082
-22.8599

(***)

OECD (N=24) 0.0313 -0.1346 1.7017 -7.1336

NON-OECD
(N=29) 0.1272

-0.3546
(**)

7.6051
-16.5164

(**)

IRS

(은행의  마진)

체(N=43) -0.0862
0.3275

(**)
-1.1505

3.6681
(**)

OECD(N=19) -0.1462 0.0036 -0.2560 0.0061

NON-OECD
(N=24) -0.1562 0.2851 -2.7319 4.3911

LIQGDP

(GDP 비 은행의 

유동부채)

체(N=40) 0.1640 -0.1604 10.1852 -9.1409

0.0852 0.2287 3.8107 17.7179OECD(N=11)

0.1544 -0.1967 10.6777 -10.6038NON-OECD
(N=29)

GDPAVG

(1990~2003사이 

연평균 GDP 성장률)

체(N=53) 0.1842 -0.0383 0.3877 -0.0645

OECD(N=24) 0.1100 -0.1477 0.1767 -0.2322

NON-OECD
(N=29) 0.2088 -0.1941 0.4989 -0.3613

 

 주 1) ***. **,  * 는 각각 99%, 95%  90% 수 에서의 통계  유의성을 의
미함.

    2) COB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한 규제 정도 (4= 지, - - -, 1= 제
한 없음).

    3) BOC =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에 한 규제정도 (4= 지, - - -, 1= 제
한 없음).

    4) OECD 회원국은 재 30개국인데 이  24개국의 데이터를 얻었음.
    5) COB  BOC가 명목변수라는 을 감안 ANOVA로 분석할 수도 있음.  



52

1) 은행의 신용공  기능

우선 모든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GDP 비 은행의 총 

신용공  비율은 은행의 기업소유를 제한(BOC)하는 정도와는 역의 상

계를 보여주며 통계  신뢰성도 높다. 따라서 은행의 산업기업 소

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강하면 오히려 은행의 신용공  기능은 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의 상 계는 세부 으로 OECD 비회원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반면 OECD 회원국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

과에서는 통계  신뢰성이 낮다. 따라서 은행이 산업 기업을 소유하는 

규제는 오히려 융산업의 발 에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정부가 은행의 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은행의 신용공  기능에 아무런 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한 규제(COB)는 은행의 신용공 기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융시장의 건 한 발 을 

명분으로 정부가 산업자본을 규제하여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해석된다.

2) 민간부문에 한 은행의 신용공여 기능

정부의 규제가 민간부문에 한 은행의 신용공여 기능(DCP)에 미치

는 향은 은행의 총신용 공 비율(DCB) 경우와 유사한 결과로 나왔다. 

즉 분석 상 모든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은행의 산업기업 소

유제한(BOC)은 민간부문에 한 은행의 신용공  규모(DCP)와 역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역의 상 계는 특히 OECD 비회원

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지 않

는다. 따라서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민간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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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의 신용공  기능을 오히려 하시키거나 아니면 어도 별 

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거나 어도 잉여 이라

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COB)하는 규제는 민간부문

에 한 은행의 신용공여 역량(DCP)에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존재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단된

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한 은행의 신용공  역량의 측면에서 볼 때 

은행과 산업자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는 해가되거나 어도 실익

이 없다.

3) 은행시스템의 경쟁과 효율성

은행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마진(IRS)의 규모는 

산업자본의 은행진출 규제(COB)와는 어느 데이터를 사용해도 유의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은행의 마진(IRS)은 은행의 산업기업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BOC) 강도와는 체 데이터 분석에서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나라

에서는 오히려 마진이 높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

조달비용이 높다는 의미이다. 결국 규제가 기업에 한 융비용을 

높여 뿐이며 융시장의 효율성을 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를 세분하여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나 어 분석하면 은행의 

마진은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와는 통계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

합을 제한하여도 실익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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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의 융 개 역량   

은행이 융 개 기 으로서의 역할이 경제 규모(GDP)에 비해 얼

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은행의 유동부채의 규모(LIQGDP)는 체 인 

융부문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은행과 산

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COB  BOC)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40개국의 체 데이터, 

이를 세분화한 OECD 회원국  비회원국 어느 경우에나 통계  유의

성이 없었다.

  

5) 장기 인 경제성장률

분석 상 국가들의 지난 14년간(1990 ~ 200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은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의 차이와는 통계  유의성

을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거시 인 경제변수인 GDP성장률 에서 

정부의 규제는 어떠한 정  효과를 가져다 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규제는 잉여 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 인 경제성장률 평균은 설명변수가 횡단면 (cross-sectional) 데

이터라는 을 감안하면 서로 응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무리이지

만 규제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으로 유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거 장기간의 규제의 차이가 각 나라 경제 성장에 향을 주었

나를 검토하기 한 참고  분석이다.      

다. 다 회귀분석

<표 IV-4>에서는 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인당 국

민소득과 부패지수를 제어 변수로 포함시킨 다 회귀분석에서도 산업자

본의 은행진출을 규제(COB)하는 것이 그 나라 융시장의 발달  효

율성과는 상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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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은행  산업간 진출 규제와 융 산업의 발

설명변수

종속 변수
국가 분류

다 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

COB BOC CLEAR INCOME adj R2

DCB

(GDP 비 

은행의 국내 총 

신용공  비율)

체(N=53)
3.67 8.68 19.77(***) 0.53

-6.05 6.09 19.70(***) 0.54

OECD(N=24)
1.92 -2.80 44.14(*) 0.20

2.64 -2.42 44.55(*) 0.20

NON-OECD

(N=29)

3.46 6.35 16.87(**) 0.25

-12.38(*) 5.01 15.80(**) 0.33

DCP

(GDP 비 

국내민간부문에 

한 신용공  

비율)

체(N=53)
5.39 18.11(**) 14.12(**) 0.59

-4.67 15.59(*) 14.31(**) 0.59

OECD(N=24)
3.57 11.17 33.33 0.27

1.10 9.39 35.68 0.26

NON-OECD

(N=29)

4.85 17.29(*) 15.96(**) 0.47

-10.5 16.25 15.15(**) 0.51

IRS

(은행의 

마진)

체(N=43)
-2.08 -2.49 -1.33 0.13

1.73 -1.75 -1.14 0.13

OECD(N=19)
-0.21 0.57 -1.03 0.06

0.15 0.75 -1.13 0.06

NON-OECD

(N=24)

-2.75 -4.84 -0.22 0.13

3.34 -4.80 0.72 0.14

LIQGDP

(GDP 비 

은행의 

유동부채)

체(N=40)
4.13 6.74 11.72 0.24

-1.56 6.28 12.17 0.23

OECD(N=11)
-3.12 -12.33 36.47 0.03

44.96 13.92 17.39 0.21

NON-OECD

(N=29)

7.91 16.20 16.70(*) 0.34

-3.83 15.95 16.54 0.33

GDPAVG

(1990~2003사이 

연평균 GDP 

성장률)

체(N=53)
0.44 0.52 -0.35 0.01

-0.07 0.41 -0.31 0.02

OECD(N=24) 
0.19 0.06 -0.40 0.03

-0.35 -0.31 -0.11 0.06

NON-OECD

(N=29)

0.41 1.48(***) -0.02 0.43

-0.13 1.48(***) -0.02 0.41

 주 : *, **, ***는 90%, 95%  95% 수 에서의 통계  유의성을 의미.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것(BOC)은 체로 융 발 이나 

효율성과는 무 하다. 그러나 GDP 비 은행의 국내 총신용 공  비

(DCB)과는 OECD 비회원국인 경우 역의 상 계를 보여 주었다. 따라

서 은행이 산업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는 역시 융시장 

발 에 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필요

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고 투명할수록 은행의 민간 부문에 한 신용

공  비율이 높고 장기 인 GDP 성장에도 유의 인 정의 상 계를 

보여 주었다. 국민소득이 높은 경우 그러한 나라에서는 은행들이 GDP 

비 신용공  비 이 높다. 

3. 실증분석 결과에 한 종합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것

은 오히려 융시스템 발달에 장애가 되든지 아니면 도움이 된다는 근

거는 어도 발견할 수 없다. 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도 은행의 시장 역할  경제 발 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여 융시장의 발

을 도모하고 경제발 을 진한다는 명분의 규제는 오늘날 융시장에

서 잉여 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보다 충분한 데이터( , 여러 기간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한 국가간 지배구조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실증분석을 

해 보면 보다 확실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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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어슈어뱅킹 사례

은행이 보험 사업을 하는 것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고 한다

면 보험이 은행업을 하는 것을 상 으로 어슈어뱅킹(Assurbanking)이

라고 부른다.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미국과 같이 통 으

로 융 분리주의를 고수하던 나라에서도 정부가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허락하듯 보험회사들에게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방

카슈랑스가 더욱 보편 이고 어슈어뱅킹(Assurbanking)은 상 으로 사

례가 은 편이다.40)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럽의 생명보험시장에서 방카슈랑스에 의한 보

험 매가 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41) 

우선 은행의 보험업 진출(bancassurance),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은행

의 기업 소유 등에 한 각국의 규제를 정리하면 <표 V-1>에서와 같다. 

1999년 미국에 이어 그 후 일본  한국에서도 은행이 보험회사를 자회

사로 소유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은행 업무 취  방식도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  

겸 보다는 주로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 보

험회사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어슈어뱅킹(Assurbanking)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은행이 보험에 진출하고 보험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나라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오늘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

반 으로 허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상 으로 제한 이지만 유럽

의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어

40) Perry-Bates(2005), p. 7.
41) Milliman(2005)의 key finding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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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뱅킹의 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선진국에서 은행의 겸업화 허용 정도  

국가명

은행의 

증권업 

진출

은행의 

보험업 

진출

은행의 

부동산 

진출

은행의 

산업진출

산업자본

의 

은행 진출

 1. 매우 넓은 범 에서 겸업화를 허용하는 국가

   오스트리아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스 스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국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랑스 제한 없음 허용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네델란드 제한 없음 허용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넓은 범 에서 겸업화를 허용하는 국가

   덴마크 제한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제한 없음

   핀란드 제한 없음 허용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독일 제한 없음 허용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아일랜드 제한 없음 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룩셈부르크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포르투갈 제한 없음 허용 제한 허용 제한 없음

   스페인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제한 없음 허용

 3. 겸업화를 부분 으로 제한하는 국가

   이태리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제한 제한

   스웨덴 제한 없음 허용 제한 제한 제한

   벨기에 허용 허용 제한 제한 제한 없음

   캐나다 허용 허용 허용 제한 제한

   그리스 허용 제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본 허용 허용 제한 제한 제한

   미국 허용 허용 제한 제한 제한

<참고> 

 제한 없음(unrestricted) : 주어진 범주에서 제한 없이 허용

 허용(permitted) : 자회사 방식으로 완  허용; 제한(restricted) : 제한  허용

 지(prohibited) : 직   자회사 방식 모두 지

자료 : Barth, Nolle, and Rice, 1997, pp.13-14   Table 5  최근 자료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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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국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데 

법 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국은 EC의 “생명보험 1차 

지침”을 용하여 보험회사가 직  은행업을 겸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표 V-2> 국 생명보험사의 은행 자회사 설립 표 사례

보험회사명
은행 자회사
(면허일자)

취 상품
매

채
업목표  략

Prudential

･Prudential Banking 
(1996)
     +

･Egg Bank(1998)
 ( 고 부유한 고객

  을 상)

 
mortgage 

loan,
소비자

출
신용카드

IFA
+

 화, 
우편

인터넷

･ 수입보험료 기  국 최  
보험사로 은행업 진출

･ 국 내에서 주요 융서비
스 제공을 지향

･ 생명보험의 만기환  확
보 략

･ 인터넷 문은행인 Egg Bank
는 인터넷뱅킹으로 은행경

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음.

Legal & 
General

Legal & General 
Bank (1997)

IFA, 
화, 

우편, 
직원

･ 경쟁력 있는 융상품으로 
시장 유율 확충(높은 

리 축상품)
･ 생명보험 만기환  확보

Standard Life
Standard Life 

Banking Services
(1998)

IFA, 
화

･ 5년 내에 국에서 10  이
내의 소매 융기 으로 도
약

･ 고이율 상품 개발
･ IFA에게 평균잔액의 

0.1%를 수수료로 지

Scottish 
Windows

(Scottish) Windows 
Bank (1995)

, 
개인론, 

mortgage 
loan

IFA, 
화

･ Low cost 상품제공

  주 : IFA는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의 약자로 독립 개업자를 의미함. 
자료 : Retail Banker International July 21, 1997  Yoshiko(NLI Research     
      Institute), 1999, working paper No. 132 등 참조

국의 보험회사들은 만기 보험 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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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한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의 시장 세력이 

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은행업에 진출하는 어슈어

뱅킹에 극성을 보이고 있다.

재 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요건은 (1) 보험회사가 100% 출

자한 은행일 것과 (2) 앙은행인 Bank of England의 설립 인가를 받는 

것으로서 앙은행은 보험회사와 은행의 동반부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한다. 국 생명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한 표  사례

는 다음과 같다.

어슈어뱅킹에 참여하는 국의 보험회사들은 독립 인 융자문사 

혹은 개업자(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나 텔 마 을 통하

여 은행 상품을 매하고 있다.42) 국의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은행

업에 진출하는 경우 기업 융보다는 가계 융에 치 하고 있으며 신용

카드와 같은 결제수단   등이 주력 업무이다. 

2. 랑스

랑스에서는 AXA(AXA Banque), AGF(Banque AGF) 등이 은행을 소

유하고 있으며, UAP는 100% 지분으로 Worms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표 인 어슈어뱅킹 사례이다.

가. AXA Banque

랑스에서 어슈어뱅킹의 표 인 사례는 AXA이며 AXA Banque를 

42) 국의 융서비스법은 투자자 보호를 하여 유가증권, 투신상품, 장기생명보

험상품 등 실 배당형 상품 매 자격을 1사 속(tied)채 과 IFA로 국한하

는 데 최근에는 다시 이러한 제한을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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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2002년에는 AXA Banque가 BNP-Paribas로부터 

은행(Banque Directe)을 자회사로 인수하여 합병함으로써 랑스에서 은

행업의 랫폼(platform)을 확연히 구축하 다.43) Banque Discrete는 인터

넷 뱅킹을 주로 하 다. 아울러 AXA는 결제기능을 하는 신용카드회사

(AXA Credit)와 계열 보험사 고객들에게 단기 출을 하는 AXA Banque 

Financement 등을 가지고 있다. AXA Banque는 랑스 외에 독일  벨

기에 등에도 법인을 두고 있다.

AXA Group의 200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총매출(보험

료  수수료, 투자수익 등)이 722억 유로달러인데, 이  65%는 생명

보험에서 그리고 25%는 손해보험, 그리고 나머지 10%는 은행업  자

산운용업에서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특히 AXA는 자산운용업으로 리

하는 자  규모가 2004년 말 재 8,286억 유로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하나이다. 

나. Banque AGF

AGF(Assurances Generales de France)는 1998년 이후 Allianz AG의 

랑스 자회사 그룹이며 건강보험  손해보험이 주력 업 분야인 기업

이다. 

신용보험 분야에서는 AGF의 자회사인 Euler Herms가 세계 최고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AGF는 은행 자회사인 Banque AGF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구조는 <그림 V-1>에서와 같다. AGF는 은행상품을 AGF의 

업직원과 리 을 통해 매하고 있다. AGF가 매하는 주요 은행

상품은 뮤추얼펀드 등 투자상품과 주택담보 출, 자동차담보 출 등이 

포함된다. 

43) AXA Group, 2004 Annual Repor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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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AGF 그룹의 소유구조 

AG F
(Assu rances G enera les de  F rance)

AG F  H o ld ing
Banque AG F

AG F L ife

100  % 29 .76%

70 .23%

100 .0%

               자료: AGF Group, Annual Report 2000, 2001.

3. 독일

독일에서는 Aachener und Munchener 보험그룹이 1987년도에 BFG 

Bank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세계 인 보험사 

Allianz는 2001년 7월 Dresdner Bank를 100% 소유의 자회사로 인수하여 

자산 리  라이빗(private) 뱅킹으로까지 융 역을 확장하 다.

따라서 Allianz는 Dresdner Bank의 940개 개인 융(ROE= 8.4%)지 과 

최고의 수익을 내는 138개의 라이빗 뱅킹(ROE=55.0%) 등 폭넓은 

융망을 공유하게 되었다.44) Allianz가 인수한 Drsdner Bank는 독일 방카

슈랑스 시장에서 신계약 보험료 수입(2002년도) 기 으로 가장 큰 시장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44) Herbert Walte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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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독일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별 유율 

자료 : Walter (2005). 

Allianz의 속 리 을 통하여 새롭게 확보되는 은행 고객이 폭발

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험과 은행이 결합하여 창출하는 시 지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를 들면 2005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21,000

명  22,000여명의 은행고객이 신규로 창출되었다고 한다.45) 

4.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ING, Aegon, Achmea 등 세계 인 형 보험사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45) Walter(2005) presentation 자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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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EGON

네덜란드를 표하는 보험사는 AEGON이며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다. AEGON은 생명보험  연 이 주력 사업이며 축  투자 사업

에도 진출해 있다. AEGON은 은행 자회사인 Spaarbeleg를 소유하고 있

는데 다른 업부문에 비해서 은행 실 은 아직 크지 않다.

AEGON은 1987년 FGH Bank 등을 인수하여 은행업에 진출하 지만 

1998년 이를 처분하 으며 2000년에는 은행 자회사인 Labouchere를 

Dexia Group에 매각하 다. 1995년에는 Spaarbeleg를 통하여 벨기에서 

신탁상품을 직  매하기 시작하 다. 

Spaarbeleg는 네덜란드 최  융서비스 기  에 하나이며 1,600만 

명의 융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수익을 내주는 축과 투자 상품으

로 명성을 얻고 있다.46) Spaarbeleg가 취 하는 상품은 주로 소매 융의 

은행상품으로서 축계좌, 연 , 주식, 리스 상품, 주식형 펀드, 세 상

품 등이 있다.

Spaarbeleg의 매채 은 다양하며 매체, 우편 매, 랜차이즈, 

로커, 인터넷, 콜센터 등이 있는데 콜센터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1백만 건의 인바운드 화상담(inbound call)  22,000건이 상품 매로 

이루어질 정도로 성공률이 높다.  

 나. ACHMEA

ACHMEA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을 종합 으로 매하

는 네덜란드의  보험 그룹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네델란드의 1  보험사이며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6 를 차지하고 있다. 

ACHMEA는 2004년 이 에는 은행 자회사인 AVCB 등 여러 은행을 소

46) 웹사이트 www.spss.com/success 의 융기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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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Staalbank, Europabank 등 일부 은행을 처분하

다. ACHMEA는 2004년도 보험료 총수입이 50억 7,000만 유로달러

으며 은행업을 통한 수입은 8억 6,200만 유로 달러이다.

ACHMEA의 은행 업은 주로 private banking과 retail banking에 치

하고 있으며 은행업에 해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ACHMEA의 은행 업 실 은 발 하고 있다.47)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은행은 소매 융에 치

하고 있다.

5. 미국

미국은 1999년 융 화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회사들이 융지주

회사로 환하는 경우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그 이 에는 

은행과 기능이 유사한 축은행(Thrift)을 통하여 보험회사는 물론 일반 

산업기업도 융업에 우회 으로 진출하 다. 

미국에서 우선 비은행 융기 이 축은행에 진출한 사례는 <표 

V-3>에서와 같다. 미국에서 어슈어뱅킹은 매채  측면에서 보험회사

가 통제하는 달 시스템에 의해 은행 상품을 달하는 것으로, 주로 

보험회사의 통  리  망이나 통신수단( 화  인터넷 등 온라인)

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한 사례이다. 

한 미국에서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결합하여 그 융 그룹을 보험

회사가 통제하는 형태로 어슈어뱅킹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9년 융 화법 제정 이후 방카슈랑스에 의해 은행의 

보험 매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어슈어뱅킹으로 응하고 있다.48) 

47) ACHMEA는 Eureko 지주회사의 소유된 보험그룹으로 업실 은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www.eureco.net/company/operating-companies/achmea 참조.
48) Perry-Bates (2005). p.5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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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Met Life가 융지주회사로 환하여 2001년에 Grand Bank

를 인수하여 MetLife Bank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통하여 은행업에 진출

하 다. MetLife Bank는 23억불의 과 30억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은행고객이 50,000명 정도가 된다.

<표 V-3> 미국 비은행 기 의 축은행 진출 사례 

구분 보험회사 증권회사
제조업 

기업
통신회사

기타 

기업
합계

승인 41 14 7 1 14 77

신청서 

제출
19 7 4 0 8 38

보험회사명 축은행명 승인연도  사업내용

AIG AIG FSB 1997
 - 보험계약자에게 

범 한 융서비스 제공

Principal Principal Bank 1997
- 인터넷에 의한 개인  

 출

GE Capital GE Capital Bank 1997
- 은행에서 환

- 범 한 융 서비스

State Farm State Farm Bank 1998 -   개인 출

Guard
Guard Security 

Bank
1999 - 소비자 융 등 개인 출

자료 : Yoshiko, NLI Research Institute, 1999, No. 132, p.44.

 다른 로 State Farm Insurance가 2002년 State Farm Bank를 오  

하여 재 69억불 정도의 과 104억불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2004년부터 흑자로 환하 다. 은행 의 20%정도만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머지는 16,000개의 보험 리 에 의해 이 유치

되고 있다. 일부는 화로 이 권유되어 유치되고 있다. 주요 은행



어슈어뱅킹 사례 67

상품은 당좌 , 축 , CD, 단기 신탁, 소비자 융  신용카드 

등이다. 동 은행은 축은행(thrift) 형태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동차할

부 출 시장에서 4 의 유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32

의 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보험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주요 사례는 <표 V-4>

에서와 같다. 반면에 은행의 보험회사소유는 1998년 이후 단 2건으로 

Citicorp와 Travelers의 결합(최근에 다시 보험부문 처분)과 Royal Bank 

of Canada가 Liberty Insurance를 인수한 것이다. 

<표 V-4> 미국의 어슈어뱅킹 사례 

보험회사 은행명 자산(2005년 3월말) 설립연도

State Farm State Farm Bank 104억 달러 2002

MetLife MetLife Bank 40억 달러 2001

AIG AIG Federal Savings Bank 17억 달러 2000

Principal Principal Bank 12억 달러 1998

Allstate Allstate Bank 10억 달러 1998

자료: Perry-Bates (2005), p. 55. Original Source :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MetLife Bank, NA.

군인 계층에 특화하여 자동차보험 등을 심으로 보험업을 시작한 

USAA의 경우에도 USAA Savings Bank  USAA Federal Saving Bank 

등 은행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 주재하는 군인  그 가족, 

그리고 군인 퇴임자 들에게 보험은 물론 은행 상품을 합계 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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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A Banking의 경우에도 소매 융을 하면서 최 잔액(Minimum 

Balance)을 요구하지 않는 checking account, 자동차  주택 구입용 모

기지론, 그리고 신용카드 등이 주요 업부문이며 이러한 상품들은 모

두 수수료 혹은 비용 감에 을 맞추어 특화한 상품들이다.   

6. 캐나다

캐나다의 최  보험회사 에 하나는 생명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하

는 Manulife이며 동 생명보험사는 Manulife Bank라는 가상은행(virtual 

bank)을 100%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Manulife Bank는 가상은행이라 

인터넷  화를 통한 융거래가 많지만 아울러 융설계사  로

커 등을 통하여도 은행상품을 매하고 있다.49)

7. 일본

일본에서는 1998년 융시스템 개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회사

는 자회사 방식 혹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업 진출이 가능하다. 

일본 보험회사들은 우선 지분 참여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

다. 를 들면 2000년도에 일본생명은 사쿠라 은행과 합작으로 Japan 

Net Bank을 설립하 는데, 참여지분은 10%이고 주주는 사쿠라은행

(55%지분)이다. 한 동경해상보험은 Aozora Bank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최근까지 경기침체  

리로 오랜 기간 경 기를 겪으면서 은행업 진출을 극 으로 모색하

지는 못했다.

49) www.manulifebank.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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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에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업 진출은 가시화 되고 있

다. 를 들면 2001년에는 이토요카도(Ito Yokado) 백화  그룹이 IY 

Bank를 설립하 다. 한 SONY도 2001년에 지분 80%의 주주로서 사

쿠라 은행 등과 인터넷 문은행인 SONY Bank를 설립하 다. 50) 

50) 보험경 연구회, 『보험론』, 문 사, 2002, p. 2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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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보험회사도 은행처럼 어슈어뱅킹  신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기 으로 발 하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국

내의 융감독기 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업무 역 다

변화 추세 맞는 장기 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은행에게만 일방 으로 융겸업화를 허용하는 행 방카

슈랑스 제도는 융산업의 편향 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경쟁

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가 곤란하며 그 결과 융산업 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된다. 방카슈랑스(은행 리  

제도)가 2년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 이나 보험료 인하라는 당 의 

도입 목 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이 은행들의 

배만 채워주는 제도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51) 

최근 기사에 의하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에 <그림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시 은행

들은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3,4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방카슈랑스에 응하여 어슈어뱅킹도 허용

하는 것이 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

이고 효율 인 융기 으로 시장이 재편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슈어뱅킹은 단순히 보험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융 산업 체의 건 한 발 을 도모하기 해서 필요

한 제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World Bank의 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은행업의 경쟁 정도가 

51) 조선일보, “방카슈랑스, 은행 이익만 챙겨줬다,” Chosun.com (2005년 7월 24일)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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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나라일수록 외부 자 을 조달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들의 성

장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융시장의 경쟁 정

도가 융부문이 제 로 작동하는 데 아주 요한 요소이며 경제성장을 

좌우한다고 한다.52)

<그림 VI-1> 방카슈랑스에 의한 시 은행의 수익 

      자료: 융감독원, 각 은행; 조선일보 2005년 7월 24일.

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제한 규제와 재검토 필요

재 국내에서는 구(동일인)든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은행법 제15조 1항). 그러나 정부, 

보험공사 등은 이를 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동일인이 어느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최 주주가 된 경우에는 융

감독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 산업자본 즉 비 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 1항의 

52) Claessens and Laeven(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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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과하

여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16조의 2  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 

단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주식을 4% (지방은행은 15%) 이상 보

유할 수 없으며 그 이상 과하여 보유한 주식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 경제력집 의 폐해를 억제하기 하여 공정거래 원회는 타사 

주식의 소유한도를 두고 있다.53)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합계가 5

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집단기업)의 계열사는 다른 국내회

사 주식 보유한도를 당해 동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집단 소속 융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하여 의결권 행사 허용범 를 30%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4월부터는 매년 5%씩 축소하여 2008년 4월부터는 15%로 

축소된다.54) 의결권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

열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융 보험회사이

다. 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7년 4월 경제력집  억제

시책의 하나로 도입하 으며 특히 산업자본에 의한 융지배를 차단하

기 한 제도이다. 기업집단이 계열 융보험회사의 고객자 을 이용

하여 지배력을 유지 확장해 나가는 것은 차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005년 5월 기 으로 국내에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 집단이

55개이며 이에 소속된 계열사는 982개사이다. 이  융․보험회사는 

67개이다.55)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 융산업 발 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규제

인지 아니면 잉여 인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V장의 

53) 공정거래 원회, “개정공정거래법, 무엇을 담았나? 2004년 12월

54) 공정거래 원회 독 국, 출자총액제한과 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2004), 
p.8 참조.

55) 공정거래 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황, 200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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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서와 같이 World Bank의 실증분석 결과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융 산업 발 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찾기가 

실증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 은행업의 범 와 보험회사의 참여 확  

가. 은행업의 정의와 업무범

은행업이라 함은 (  )의 수입,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의 발

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조달한 자 을 

출(어음할인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이다(은행법 제2조 1

항 1호). 즉 과 채무증서를 통해 자 을 조달하여 출로 자산운용

을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내 외국환의 취 은 은행의 기본 업무이다(은

행법시행령 제18조의 2).

우선 은행은 요구불 의 수입에 의하여 자 을 조달하고 1년 이내

의 단기로 출하거나 융감독 원회가 정하는 최고 출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출업무를 하는데, 이를 상업 융업무

라 한다(은행법 제2조 1항 3호).

은행은 한 자본 , 잉여 , 채권 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 으로 1년

을 과하는 장기 출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장기 융업무라 한다. 

은행법 제2조 1항 2호에서는 이러한 은행업을 하는 법인을 융기

이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6조에서는 보험사업자, 상호 축은행업무 

는 신탁업만을 하는 자는 융기 이라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는 은행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은행의 업무  당좌  취

(은행법 제32조)  사채발행(제33조)은 은행에게만 허용되고 보험회사

에게는 원칙 으로 지되어 있다.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는 융채라고 

부르며 자기자본의 3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은행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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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업 등과 연계된 보험회사의 자 조달 

보험회사는 보험 매에 의해 수입보험료 형식으로 자 을 조달하는 

외에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유

동성을 유지할 목 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 을 

조달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도  

3. 콜머니(call money)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 자  차입  

5. 후순 차입 한 후순 채권 발행(이하 "후순 채무"라 한다)  

6. 본 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해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채권의 발행은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보험업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 성기 을 충족하기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1조).

다. 은행의 겸 업무와 보험회사의 참여

은행은 신탁업무(은행법 제29조)  융감독 원회의 인가를 받은 

비은행업무를 겸 (은행법 제28조)할 수 있으며 비은행 겸 업무는 은

행법 시행령 제18조의 3에서 다음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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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o 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o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2항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

무  제26조 규정에 의한 매회사의 업무

o 기타 은행업무와 련된 업무로서 재정경재부장 이 정하는 

업무

1) 신탁업무와 보험회사

은행은 1983년부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업무를 겸 하고 있다. 보

험업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하는 업무를 융감독 원

회가 인가하는 경우 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조건

이 까다로워 많은 보험회사가 실 으로 신탁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증권사 포함) 등은 이미 신탁업무가 가능하여 다양한 운용상품

의 조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니즈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데 반

하여,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 상품만을 신탁운용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상품 포트폴리오에서의 제약이 아직 크게 남아있다. 

최근 국내 보험업계는 퇴직연 제도의 도입 일정(2005년 12월)이 본

격화되고, 정부가 증권사에 한 신탁업 겸 을 허용할 방침을 밝히자 

`퇴직연  취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험회사도 신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은행권은 `지  상태로도 보험회

사가 퇴직연 시장서 훨씬 유리한 입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확정

여형(DB) 연 에서는 보험권 상품은 실질 으로 원 보존이 가능해 

완 실 형인 은행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확정기여형(DC)에서도 보

험권 상품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측은 "보험업계가 신탁업 겸 을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 을 기회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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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탁업 원칙 훼손" 반발  [서울경제 2005-08-15] 

  정부가 보험ㆍ증권사에 신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은행권이 

‘산업자본의 융지배 방지’라는  정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재정경제부가 보험ㆍ증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외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

자 신탁업법을 개정하면 보험ㆍ증권사가 신탁업을 개시하는 데 별 문제

가 없어진다며 비난의 목청을 돋우고 있다. 

  2005년 8월 15일 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보험ㆍ증권사들의 신

탁업 겸 을 허용하기 해 지난 6월 개정한 신탁업법과 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서 세부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마련 이다. 이는 신탁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i) 융기 이 규모 기업집단(산업자본)에 해당될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ii) 자기자본이 출자 액의 4배 이내인 

내국 법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주요 출자자 요건에 배돼 신탁업을 겸

할 수 없다는 조항 등에 한 수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 개정에도 불구,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수정되지 않으면 신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몇 곳 되지 않는다. 기업 계열사

이면서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생명보험사나 증권사 등은 신탁업을 

할 수 없다.  외국계가 주주인 MㆍPㆍKㆍH증권 등도 신탁업을 겸

할 수 없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도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재경부와 융감독원 등 련당국에 꾸 히 요

구해왔다. 

  은행권의 한 계자는 “보험ㆍ증권사들은 지난 7월15일 신탁업법이 개

정 음에도 불구, 세부 인 제한요건에 걸려 실제 신탁업을 겸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하

고 있다”며 “ 재 재경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수

아 신탁업에 본격 으로 진출하려는 목 ”이라고 주장했다.56) 

<표 VI-1> 보험  증권회사의 신탁업 진출 노력과 은행의 반발

56) 이데일리 2005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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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산업자본의 

융자본 지배는 공정거래법 반이라며 공개 으로 반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 왔던 재경부가 이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

려지면서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해 1월 ‘산업자본의 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 계자들은 “신탁업은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업무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보험ㆍ증권사가 신탁업을 하는 곳이 없다”며 “법을 

개정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주요 출자자에 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

은 정부가 이미 밝혔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 했다. 

  

2) 신용카드업무와 보험회사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1969년 백화 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80년 부터는 은행도 지 수단의 하나인 신용카드업무를 겸 하고 있

다. 2001년부터 융감독 원회가 신용카드업 신규 허가 요건을 강화하

는 신 허가 요건만 갖추면 보험사도 결재수단인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강화된 허가 요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동 사의 지 여력비율이 150%를 과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건 성 측면에서 부실한 보험사는 카드사업의 허가를 

얻기가 어렵다. 아울러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회사가 신용카드

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를 

들면 삼성그룹에 삼성카드가 이미 카드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삼성생명

이나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회사는 독립 으로 카드사업에 추가로 진출

할 수 없다.  

신용카드업은 기본 으로 여신 문 융회사에게 허가를 해 주나 여

신 문 융업법 제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을 겸 할 수 있는 융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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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융기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종합 융회사에 한법률에 의한 종합 융회사 

7. 상호신용 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 고연합회 

8. 신용 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 동조합 앙회 

9. 새마을 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고연합회 

여신 문 융업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은행 이외에도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에

서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자는 카드업을 겸 할 수 있

도록 하 는데 이에 보험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포를 운

하는 자 

2.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소매 포에 하여 

계속 으로 경 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열 내에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 지

여력 비율이 1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다.

3) 간 투자자산 운용업무와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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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도 간 투자증권 매> 

2004. 5. 13일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생명 등 3개 보험회사가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매회사로 감원에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회사, 은행 외에 보험회사도 간 투자증권을 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보험회사의 매회사 등록은 2004년 에 시행된 간 투자자

산운용업법상 매업무 취 기 이 보험회사까지 확 된 데 따른 것이다.

“간 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  등을 모아서 유가증권, 생

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체

으로 간 투자 상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는 (ⅰ) 법에 따라 발

행된 간 투자증권, (ⅱ) 신탁업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ⅲ) 사모투

자 문회사의 지분 (ⅳ) 보험회사에 한 보험 지 청구권(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ⅴ)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탁할 목 으로 투자신탁 수

익증권 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개정 2005.4.1.). 

재 보험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 한 허가를 받아 투자신탁을 설정

할 수 있는데 그 상은 변액보험이며 특별계정 형태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설정 매하기 해서는 간 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  보험회

사의 자산운용업 겸  허가시 용할 주요 출자자 요건은 부실 융기  

주주의 책임요건이다.57)

<표 VI-2> 보험회사의 간 투자증권 매 

57)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2004년 여름호, p.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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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선물회사 종 사 계

회사수

(2004. 5. 13일 기 )
40 22 3 2 1 68

시장 유율

(2004. 3월말 기 )
79.80% 20.20% - - - 100%  

  그러나, 간 투자증권의 매는 매회사의 본ㆍ지 에서 그 임직원만

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

해서는 간 투자증권을 매할 수 없다.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재경부

장 이 인정하는 매교육을 이수한 매회사의 임직원만이 간 투자증

권을 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 도입 기인 을 감안하여 2004년 

9월말까지는 매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직원도 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매회사로 등록한 3개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회에 탁하거나(교보, 한) 는 자체 으로(삼성) 

매를 담당할 임직원을 상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매교육을 이미 

실시하 거나( 한, 삼성) 재 실시 이다 (교보).    

자료: 2004년 5월 20일 Yahoo 융

<표 VI-3> 융기 별 간 투자자산운용업의 범

융기 운용업 매업 수탁업
일반사무

리
투자자문업

자산운용회사 X X (직 ) X X (겸업)

증권회사 X X (wrap)

은행 X X X X

보험회사
X 

(변액보험)
X

투자자문회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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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은행의 겸 업무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고객의 니드에 

부합된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겸 업무라 볼 수 있다. 이외

에도 보험 산업에서는 겸업의 상으로 장외 생상품( : 날씨 생상

품), 외환거래 등을 제시하고 있다.58)

 

4) 사모펀드와 산업자본의 참여 문제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5장에서는 상장지수간 투자기구 등 특수

한 간 투자기구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은 2004년 10월5

일자로 개정을 통하여 제5장의 2를 신설하여 사모투자 문회사 즉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 or PEF)에 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한 주식이나 한 종목 유가증권에 펀드규모의 10%

를 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 일

반 인 특성이다.

투자 문회사는 간 투자기구  하나로서 회사의 자산을 주식 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 권 참여, 사업구조 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

을 목 으로 설립되는 합자회사를 의미한다(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2

조 4의 2).

우선 사모펀드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

원으로 구성하되,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는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16(은행법에 

의한 융기 의 소유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융지주회사법 제

2조 제1항 제8호 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비 융주력

자(산업자본)로 보고 은행과 같은 투자목 회사의 소유를 제한(4% rule)

하고 있다. 

58) 오 수(2005),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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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모펀드 출자총액의 10%를 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o 사모펀드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

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o 은행법상 비 융주력업자로서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국내에서 2004년도에는 융권이 사모펀드(PEF) 출범을 서두르면서 

한 이러한  사모펀드가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 과 

함께 한 산업자본에 의한 지배 우려의 목소리도 지 않았다. 국내 

융자본 육성을 해 출범시킨 사모펀드가 사실상 외국자본에 의해 좌

지우지 된다면 도입취지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 이 있었다. 다른 

한편 사모펀드에 국내 자 이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 도 나왔다. 국내 은행의 한 계자는 “연기

은 연기 법,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규정, 기업들은 산업자본 융지배 

우려와 4% 규칙, 은행은 리스크 리 등 각종 규제로 사모펀드 투자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 을 모을 수 있겠느냐”며 “사모펀드 

련 투자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시 하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59)

그러나 참여연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모펀드가 지배 목 의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해 은

행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다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비난하 다.  

참여연 가 주최한 2004년 6월 토론회60)에서는 산업자본인 비 융주

력자도 은행을 지배하려는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10% 이내의 

출자를 하는 경우 이런 사모펀드는 비 융주력업자로 간주하지 않게 되

어 은행주식을 특별한 허가 없이 산업자본이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주장을 하 다. 한 참여연 의 주장에 따르면 융감

59) Money Today 2004. 11. 29
60) 성인(발제자), “간 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긴 토론회, 

참여연  (경제개 센터), 2004년 6월 15일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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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도입 공청회 찬반 논란 

  국회 재정경제 원회는 2004년 8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간 투자자산운

용업법 개정법률안’에 근거한 사모펀드의 도입에 해 공청회를 개최해 찬

반 논란을 벌 다.

  김 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모펀드(PEF)는 부실화된 

기업 는 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IMF경

제 기 이후 정부, 은행 등에 의해 출자 환된 워크아웃기업 등의 민 화에 

도움 제공이 가능하다”며 “미래지향 인 차세  신성장산업의 육성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부실화된 기업 는 산업을 효율 으로 구조 조정할 수 

독원의 허락만 얻으면 그 이상도 소유(은행의 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합자회사(partnership) 형태의 사모펀드는 사원 간 특별

계약, 사모펀드의 타인을 한 지 보증, SPC의 무제한  차입 등의 방

법이 동원될 경우에 개정안에 명시된 조건은  제약을 가지지 못하

는 조건으로 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여연 의 자료에서는 

동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5%이상 취득하지 못

하도록 한 규제의 용을 배제한다는 에서 문제가 증폭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참여연 의 긴 토론회 발제자는 선진국의 사례에 한 충분

한 비교 검토 없이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 section 1841(definition), 

section 1842(acquisition of bank shares or assets)에만 기 하여 사모펀드

의 문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반  논리를 펴고 있다.61) 보험회

사 혹은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에 하여도 

함께 검토하면서 균형 있는 의견 개진이 요구된다.

<표 IV-4> 사모펀드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논란

61) 한겨 신문의 기사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  검-재벌 융사의 의결권 축소”
에서도 산업자본과 융 분리 원칙을 선진국에서 엄격히 수 한다면서 미국의 

만 들고 있다. 한겨  2004년 11월 2일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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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구로서 PEF는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만 미래에셋증권 표이사는 PEF는 시 의 풍부한 부동 자 을 자

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망”이라고 정 인 의

견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PEF를 통한 우회 인 은행지배 가능성에 해 

최 표는 “업계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에 한 역차별일뿐 실제로 미국 

PEF에 한 산업자본의 참여정도를 본다면 이미 국내 부분 은행은 미국 

산업자본에 속돼 있다고 해야할 것이나 구도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있

는 것이 실”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 학교 경제• 융•보험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에 한 규

제완화로 산업자본에 의한 융자본의 지배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제하고 “국민연 기  운용의 문성, 책임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인 없는 국민연 기 이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모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연기

은 모두 사 인 기업연  성격으로 공 연 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국내자본의 육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필요하다면 행 제도의 틀 

내에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 이낸셜 뉴스, 2004년 8월 26일자 참조

이러한 논란 끝에 정부는 결국 사모투자펀드의 은행소유 제한과 

련, 사모투자펀드를 통한 산업자본의 우회 출자 소지 등을 방지하기 

해 사모투자펀드의 요건을 추가했다.62) 

사모투자펀드의 산업자본 간주 조건으로 당  △산업자본이 사모펀

드 지분의 10%를 과해 보유하는 경우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무한

책임사원(General Parter)인 경우 외에도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4~10%를 보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업 집단 계열사의 사모펀드 지분 합계가 30%를 과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취득하

는 사모펀드 등에 해서는 투자자 내역 등을 융감독 원회에 보고토

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 지분의 15% 이상을 

62)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1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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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때 융감독 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 방

법으로  외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진출 문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불가”라는 개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모펀드 등 어느 제도를 원

용하든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은 산업자본과 은

행의 분리라는 국내의 철칙을 논리 으로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3. 은행의 지 결제업무와 통신업체(산업자본) 등의 참여

 

최근 은행의 업무 역에 국내 보험회사들이 차 근하면서 융종

합화를 도모해보지만 아직은 지 결제, 당좌거래, 요구불   부

분의 외환업무 등과 같은 은행의 기본 인 핵심 업무에는 근이 곤란

한 실정이다. 한 은행의 겸 업무인 신용카드로의 진출도 가능은 하

나 제한 인 상황이다. 

융에서 지 (payment)이라 함은 경제주체 상호간에 채권 채무 계

의 해소를 하여 지 수단을 제시하는 행 를 말한다. 지 수단에는 

화폐, 수표, 어음, 카드, 계좌이체, 자화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궁극

인 거래의 종결을 해서는 앙은행이 공 하는 통화인 화폐나 

은행이 공 하는 통화 즉 수표의 이 이 필요하다. 통화(수표)

에 의한 지 은 채권 채무 당사자간의 차 계는 일단 청산되지만 각 

당사자의 은행사이에 계좌 간 이 이라는 2차 결제 과정이 수반된

다.  

결제(settlement)란 원래 비  지 수단의 이용에 따른 지 인과 수

취인간의 자 이체 과정을 의미하 으나 최근 지 수단  결제수단의 

자화 등으로 지 과 결제를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이를 

포 하여 지 결제(payment & settlement)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비 방식의 지 결제수단이 크



86

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는 엑세스형(electronic funds transfer형, credit 

card 형, e-check형 등)과 자화폐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자

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방식에는 CD, ATM, POS, 홈(펌)뱅킹(home 

or firm banking),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 모바일뱅킹(mobile 

banking) 등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자화폐방식은 융기 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

고 기  신호 형태로 장된 가치의 이 을 통해 결제를 수행하는 방

식으로 IC 카드형( : 기존의 카드에 집 회로 IC를 내장하여 화폐  

가치를 정한 것으로 보통 smart card라고 부름)과 Network형이 있다. 

따라서 자화폐는 은행의 결제계좌를 통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화폐가 국제 인 호환성을 가지게 되어 범용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앙은행  은행을 통한 통화량 리  환율 리

에 새로운 근이 필요하다. 

은행이 지 결제 수단을 독 으로 제공하는 것이 통이었지만 최

근에는 정보통신의 기술 신으로 은행 이외에 소 트웨어 회사, 원격

통신업체, 제조회사 등 비 융 회사들에 의한 결제업무 수행이 증가하

고 있다.63) 따라서 지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업무이었

지만 오늘날 자화폐 등의 발달로 이러한 통이 변질되고 있다. 따라

서 은행의 고유 업무 역인 지 결제도 은행의 독 으로부터 서서히 벗

어날 수 있다고 단된다(Ⅲ장 등 참조). 

4. 선진국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사례

국내의 일부 학자들과 공정거래 원회는 산업지본과 은행의 결합은 

그 부작용이 무 커서 로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

63) 강병호, 『 융기 론』, 박 사, 11th 개정 (2005),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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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미국식 융 제도를 참고로 할 때 도출되는 결과이다. 미국식 

제도를 신 하는 학자들에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불가능한 

일종의 철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균형 있고 객 인 제도를 모색하면서 융제

도의 발 을 진정으로 도모한다면 우리의 을 넓  미국 외에 융이 

발달한 유럽식 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 국으로서 세계 융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 등 유럽의 선진국들도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는 상 으로 작지만 

나름 로 융제도가 잘 발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국이 산업자본의 은행업에 진출을 허용하는 표 인 

국가이며 실제 진출 사례도 지 않다. 2000년 3월 기 으로 랑스에

는 80개 정도의 기업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은 20개 정도라고 

한다.64) 1999년부터 일본도 SONY 등 비 융주력 기업이 인터넷 은행 

등을 설립하여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

다. 따라서 미국식의 은행  산업자본의 분리 제도가 원불멸의 철칙

이라면 국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은 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

용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선진국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 Sainsbury의 은행 소유

Sainsbury는 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기업 집단  하나이다. 

Sainsbury는 국에서 1869년도에 설립된 식품소매업 체인이었으며 오늘

날에는 583개의 슈퍼마켓에 153,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슈퍼마켓 그

룹으로 성장하여 Sainsbury의 고객은 1,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Sainsbury는 식품이 주종이지만 커피 , 약국, 스토랑, 음반, 서  등

64) 김정훈(2000), p.43의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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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에서 60억 운드의 가치를 지닌 부동

산개발회사도 가지고 있다. Sainsbury는1997년 2월 19일 Halifax Bank of 

Scotland(HBOS)와 합작으로 Sainsbury's Bank를 개설하 다. 이는 슈퍼마

켓 에서는 최 로 설립한 은행이며 설립자본 은 17억 운드 다. 

이후 경쟁회사인 Tesco가 Royal Bank of Scotland와 합작으로 은행을 설

립하 고,  다른 소매기업인 Safeway가 Abbey National과 함께 은행을 

설립하 다.65)

Sainsbury's Bank는 설립자본 이 1,500만 운드이며 55%를 

Sainsbury가 소유하고 45%는 HBOS가 소유함으로써 Sainsbury가 지배 주

주가 되었다. Sainsbury's Bank는 24시간 폰뱅킹, ATM  신용카드 서비

스를 Sainsbury의 1천만 고객과 기타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공 하는

데 우선 을 맞추었다.

Sainsbury's Bank는 최근 2백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

며 액은 20억 운드를 과하 다.66) 은행서비스도 개인 출, 

축성 , 여행자보험 등으로 확 하고 있다. 

 

나. 국 Tesco의 은행 소유

Tesco는 1997년 7월 Royal Bank of Scotland와 합작으로 은행을 설립

하 으며, 재 Tesco Bank는 , 모기지 론, 소비자 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esco는 설립자본 이 10억 운드 으며 그 

후 온라인 홈쇼핑 서비스를 확 하면서 1999년 말 가상은행(virtual 

banking) 서비스를 시작하여 인터넷으로  잔고 확인, 자 이체 서비

스 등을 강화하고 있다.67)     

Tesco는 Ireland에서 가장 큰 식품 소매 업체이며 렴한 가격으로 

65) http://ststic.highbeam.com/t/thebanker 참조.
66) Sainsbury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j-sainsbury.co.kr
67) Tesco 홈페이지 등 참조 : www.tesco.ie/corporate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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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매하는 할인 으로도 유명하다. Tesco는 재  세계에 2,300

개의 포를 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 일본 등에도 포가 진

출해 있다. 종업원 수만도 국 내에 250,000명이며 해외에 100,000명을 

합하면 총 350,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거  기업이다. 오늘날 

Tesco는 식품 이외에 건강 리, 이동통신업  융업에 진출해 있다.

  다. 국 Marks & Spencer의 융 소유

Marks and Spencer(M&S)는 식품, 의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매하

는 체인식 백화 으로 1884년 Michael Marks와 Tom Spencer의 합자로 

설립되었다.68) 동사는 1985년에 당시 거  백화 이었던 Harrods를 경쟁

에서 르면서 융업에 진출하여 Marks and Spencer Financial Service를 

설립하 으며 오늘날에는 Marks and Spencer Money로 상호를 변경했다. 

Marks and Spencer Money는 그 동안 력 계에 있던 Bank of Scotland

와 계를 청산하고 Marks and Spencer가 독립 으로 설립한 은행이

다.69)

Marks and Spencer Money는 Marks and Spencer의 외상카드를 리하

는 것으로 출발하 으나 오늘날에는 신용카드, 세제혜택부 개인 축계

좌(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 출, 신탁투자, 보험 분야 등의 

업무를 종합 으로 취 하는 융기 이다. Marks and Spencer Money는 

재 1,5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1월 Marks and Spencer는 융자회사인 Marks and 

Spencer Money를 HSBC에 매하고 양사는 50:50으로 이윤을 나 는 사

업 트 로 환하 다. 따라서 Marks and Spencer Money는 2005년부터

는 세계  형은행인 HSBC의 자회사로 인식하여야 한다. 

68) Marks and Spencer 홈페이지 참조: www2.marksandspencer.com 
69) Norinchukin Research Institute(May 200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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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 Safeway의 은행업

슈퍼마켓 기업인 Safeway는 1996년 Abbey National과 합작으로 소매

융을 시작하 는데 은행업 허가를 단독으로 얻는 신 Abbey National과 

력 계로 포 내에 지 을 설치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 다. 

Safeway는 국 형 슈퍼마켓 기업 에 하나이며, 2004년 3월에 

다른 형 식품 슈퍼마켓 기업인 Morrisons 그룹에 인수되었다. 

Morrisons는 1899년 달걀과 버터를 매하던 상인 William Morrison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그의 그 아들 Ken Morrison이 재 회장으로 회사

를 경 하고 있다. Morrisons는 1967년에 기업을 공개하고 2001년에는 

FTSE 100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발 하 다. 

Safeway는 슈퍼마켓 고객들이 형건물의 사치스러운 은행을 원하기

보다는 쇼핑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편의를 주는 은행서비스(banking 

service)가 필요하다는 단 하에 슈퍼마켓 편의  내에서 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설계하 다. 이러한 형태의 은행은 폰뱅킹, ATM, 신

용카드를 통한 지 결제, 축계좌(savings account), 소액 출 등의 업무

를 주로 하고 있다.

마. 일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일본에서는 1999년 말 Ito-Yokado 백화 이 Ito-Yokado 은행을 설립

한 것을 시작으로 SONY, Itoch Corp 등 산업기업이 은행업 특히 

internet banking에 진출하고 있다. 

Ito-Yokado 은행은 IY 백화  내에 ATM을 설치하고 주로 자 이체 

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자 리를 해주는 모델이다. 따라서 Ito Yokado 

은행이 제한된 서비스만으로 흑자의 은행업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

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소  결제업무에 국한된 narrow bank

로는 이익 실 이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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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Ito-Yokado은행을 통하여 narrow bank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

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한다.70)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 은행과 모기업

의 융거래를 제한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장치 등 융과 산업자본

의 결합 폐해를 방지하는 rule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

다. 한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여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투명한 기 을 요구하고 있다.71)   

5. 기존 은행의 공공성과 도덕  해이 

은행의 자  배분기능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융자본이

든 산업자본이든 아무나 은행업에 진출할 수는 없다. 우선 은행은 재무

으로 건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 의 효율  배분을 통하여 생산 인 

투자에 보다 많은 돈을 공 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체의 발 을 도모

해야 하는 것이 사회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앞서 산업자본의 도덕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  장치가 

필요하며 은행업을 건 하고 신 하게 운 할 수 있는 역량에 한 심

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기존 은행의 경우에도 재무  부실과 함께 경 의 공

공성이 많이 퇴색하고 있으며 도덕  해이에 빠지는 경우도 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은행이 모범 인 표 이라고 보기 어려운 도 많이 있다.

를 들면 오늘날 은행들은 생산 인 기업에 자 을 배분하기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극 화 하는 데에 을 맞추어 자 을 배분하는 경우

가 많다. 게다가 1997년 융 기시 부실화로 천문학 인 공  자 이 

투여된 은행들마 도 오늘날 공공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70) Norinchukin Research Institute(2000), p.6 참조.
71) Norinchukin Research Institute(May 2000),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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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터지면 … ‘일본형 불황' 험  

  주택담보 출을 둘러싼 융회사 간 과열 경쟁이 부동산 가격 폭등세

를 발한다는 지 이 제기되면서 융감독당국과 국세청이 책 마련에 

나섰다. 과잉 유동성에 의한 ‘머니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시

장의 이상 열기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도 일본형 부동산 거품 

붕괴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로 불어난 400조원  부동(浮動)자 이 주범이다. 국내 집값이 

등하기 시작한 것은 리 시 가 본격화된 2000년부터. 투자처를 잃

은 부동자 이 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서

울 강남권을 필두로 집값 폭등세가 그치지 않자, 정부는 양도세 강화, 투

기지역 확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10·29 부동산 

책’(2003년)을 내놓았다. 그러나 400조원 로 불어난 부동자 은 정부 

책을 번번이 무력화시키며 부동산 버블을 키워가고 있다. 

  A은행 부동산투자 장은 “돈은 수익이 높은 곳을 좇아가게 돼 있다”

며 “부동자 을 흡수할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수요억제 주의 정책은 

앞으로도 먹히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

상 흐름이 198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 과정과 매우 흡사하게 진

행되고 있다는 이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1980년  , 도쿄 시내 

심부의 땅값이 폭등하면서 시작 다. 

  최근 일부 융회사들이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담보

출 한도를 크게 늘리는 등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5월 

말 재 국내 시 은행의 주택담보 출액은 총 176조2000억 원이다. 

2001년 85조원 에 머문 을 감안하면 4년 새 2배 이상 불어났다. 증

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5월  은행권 주택담보 출 증가액은 2조

1000억 를 기록, 2개월 연속 2조원 를 돌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권 체 출  주택담보 출이 차지하는 비 은 5월 말 재 

24.2%를 기록,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  일본의 주택담보 출 비

(27%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표 VI-5> 한국 부동산 등과 은행의 기여 

자료: 조선일보 2005.06.17.

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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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자 을 공 하여 함께 이익

을 챙기려는 은행이 있었음을 숨길 수 없다. 경제 정의를 떠나 이익이 

있는 곳에 그  돈이 갈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무 

락하면 자 을 공 했던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하면서 융시장의 혼

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융감독원은 은행의 주택담보 출의 증가로 부동산가

격이 등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물론 은행 출의 증가

만이 유일한 이유(주범)는 아니겠지만 이도 한 몫을 한 것은 틀림이 없

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인지 부동

산의 수  구조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상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에 많이 투자한 것인지 원인과 결과에 한 해석(eg. chicken and egg 

problem)이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과정에 은행의 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표 VI-6> 부동산 가격의 등과 주택담보 출액 추이 

  자료: 조선일보 200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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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산 주체인 기업에 자 을 주로 공 했던 상업은행들이 과거

에 더욱 크게 부실화 된 경험으로 오늘날 은행들이 소매 융에만 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소득층의 

지역에서는 지 을 철수 하는 것이 오늘의 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

존 은행에게 공공성을 기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표 VI-7> 부동산 가격과 은행 출 무 론 

출이 집값상승 주범 아니다?.

감원 "인과 계 없다" 거듭 강조 길 

'주택담보 출 증가가 집값 등의 주범은 아니다.' 융감독원이 2005년 

9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주택담보 출 제한조치 이후 주택 융시장 동

향을 설명하면서 이를 거듭 강조해 길을 끌었다. 감원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이  그 인  미국 UC샌디에이

고 교수의 '그 인  인과 계(Granger causality)' 모형을 이용해 2001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주택가격  주택담보 출 증가율, 담보인정비

율(LTV) 한도 등의 인과 계를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 출은 주택가격의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 : 한국경제 2005년 09월 21일.

 

한 공 자 을 받은 은행들마 도 최근 융시장의 안정으로 창출

된 많은 이익을 종업원의 임  인상으로 쓰기에 한 도덕  해이 

상도 지 않다. 

를 들면 2003년 10월 한나라당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72) 최

근 공 자  투입 융기 들의 임  인상률은 우리나라 체 근로자들 

임  상승률보다 크게 높아 도덕  해이의 극치라는 지 이 제기되고 

있다. 2000~2003년 사이에 3년간 공 자 투입 융기  임원들의 임

72)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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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은 체 근로자들의 평균상승률(16.8%)보다 3배 이상 높은 52.0%

에 달했으며, 직원들의 경우도 7.5% 높은 24.3%를 나타내었다.

<표 VI-8> 공 자 투입 융기 들의 연평균 임 황

   (단  : 백만 원)

구       분 2000 2001 2002년
2000년 비 

증감률

임 원

우리은행 164 287 243 48.3%

조흥은행 154 147 157 1.9%

주은행 82 81 168 104.9%

경남은행 92 91 191 107.6%

서울보증 84 94 92 9.5%

한투증권 96 165 174 81.3%

투증권 110 220 163 48.2%

평균 112 155 170 52.0%

직 원

우리은행 40 47 56 38.4%

조흥은행 36 38 46 27.8%

주은행 36 37 47 30.6%

경남은행 41 37 49 19.5%

서울보증 32 35 38 18.8%

한투증권 39 46 47 20.5%

투증권 41 45 47 14.6%

평균(A) 38 41 47 24.3%

우리나라 

근로자평균(B)
20 21 23 16.8%

체근로자 평균임 과 

차이(A/B)
1.9배 1.9배 2.0배

 자료: 보험공사;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3년 10월 6일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진출을 산업자본의 사 고화의 문제 

등 부정 인 개념만 부각하여 차단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융자

본이든 산업자본이든 도덕  해이의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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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폐단 방지 장치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면서 산업자본의 폐해를 

억제하기 하여 <표 VI-9>와 같은 방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은 허용하되 상되는 부작용은 차단

하자는 논리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우선 은행의 건 성 확보를 해 

은행 경 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를 들면 자(子)은행의 임원과 모(母)기업의 임직원이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둘째 산업자본의 모(母)기업의 리스크가 자회사인 은행으로 염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를 들면 모회사에 한 기업 출을 제한하거

나 일정한 한도 이상의 여신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모회사와 자회사 은행 간에 고객 개인의 사  정보가 남용되

지 않도록 정보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객 정보를 상호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산업자본과 은행이 결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늘어나

고 특히 시스템 리스크가 증 될 수 있다. 따라서 한 리스크 리 

체계의 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인 고객의 보호문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에 

의한 자 융거래 실태를 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  감독 

방법 등의 필요 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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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9> 일본의 이업종 은행업 진입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항목 기본 방향 면허심사시 유의사항

①

독립성

확보

문제

은행의 경 에  향을 

미치는 의결권의 20%이상 

소유하는 기업회사가 주주인 

경우 은행의 건 성 확보를 

해 경 독립성 확보 여부

• 사업회사 유무, 사업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개요  기업 략상 자(子) 

은행의 치부여

• 로 자은행의 임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겸임 지 등

②

사업

모회사

리스크

차단문제

모회사 리스크가 자 은행에 

미칠 가능성. 특히 자은행과 

모회사가 업기반을 공유하는 

경우 염리스크 여부

• 기업 모회사에 해 지원․융자를 

행하지  않는 것

• 기업 모회사에 기인하는 평 리스크 등  

에 의한 주가의 하락․  유출을 

고려

• 업기반 공유시 업계속이 

곤란해지는 경우 모회사의 재무, 

사업 망 등 확인

③

고객개인

정보보호

• 모회사와 자은행간 

고객정보를 상호활용하는 

것이 상되지  만, 

고객개인정보 보호가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된 

경우 이를 수

• 자은행의 고객개인정보 보호책 충분 여 

부

• 고객정보를 상호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는 체제 구 

축

④

리스크

리

수익성

확보

자산구성이 국채 등 유가증권에 

편 되어 있고, 통 인 은행 

업무와는 다른 형태를 감안하여 

리리스크, 사무리스크 등의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자기 

자본이 필요

• 리리스크, 사무리스크 등 리스크 특성 

에 맞는 자기자본이 되는지, ALM 리 

등 리스크 리체제로 되는지 여부

• 수익원은 안정 인지

• 결제업무 하는 경우 확실한 결제확보가 

가능한지

⑤

비 면

거래시

고객보호

인터넷 등에 의한 자 융거래 

실태  규제존재나 감독방법 

조사

• 고객의 고충, 상담의 응

• 시스템 다운 등에 한 고객 응

• 고객에 설명의무를 이행

• 공시이행

• money론 방지 에서 본인 확인 의 

무 이행

• 수익

• 유동성 확보를 한 방책

• 시스템의 Security level

자료: 조흥경제 2000년 9월호, p.45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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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 방안

가. 은행업무 겸 의 확

국내에서 보험회사는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실 으로 매우 어렵

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은행업에 한 겸 업무를 확 함으로써 은행업

을 부분 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에는 외환업무나 

지 결제를 한 종합 리구좌, 신용카드 업, 신탁업무 확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4월부터 외국환의 매매를 은행 이외의 자라도 자

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은행의 지 결제 업무와 련하

여 증권회사에서는 MRF(money Reserve Fund)를 통하여 지 결제 기능

을 확 해 가고 있다.73)

나.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 방안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자(子)회사 방식이나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소유로 보험  은행 양자간 일정한 방화벽을 유지하는 것

이 실 으로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한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 허

용은 재무 으로 우량한 보험회사에 국한하여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다

른 융업과의 결합은 시스템 리스크를 증 시키기 마련인데 이에 항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74)    

국내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산업자본에 한 우려 사항을 

감안하여 사 에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항 장치를 모색하면서 단

73) 오타니 코이치 (2005), pp. 5~6 참조.
74) 정 홍주, “어슈어뱅크와 방카슈랑스,” 이낸셜뉴스, 2005년 6월 18일. 외국에서

는 융겸업화를 허용하는 경우에 융기 의 부실   연쇄 도산의 가능

성을 포함한 시스템 리스크 증가에 제일 주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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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이는 국내에서 방카슈

랑스의 허용범 를 단계 으로 확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따라서 

한 국내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은행 자회사는 기업 출은 당분간 보류

한 채 신용카드, , 소액의 소비자 출 등에 국한하여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재 우리나라의 우량 은행은 과거 기업

융보다는 서민들에게 소액으로 담보 출을 해주던 융기 이다. 기업

출을 많이 하던 시 은행은 모두 부실화된 경험을 감안할 때 가계

융 심의 은행을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지  결제 기능에 국한된 은행 자회사 허용 (1단계 방안)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 처음에는 은행에  

 결제 기능만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소유의 은행이 출 기능을 가지는 경우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은행은 

계열사에 한 부당한 자 지원을 하면서 그 계열사의 경쟁 기업에게는 

자 공 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업 시장이 비경쟁

인 경우 자 의 효율  배분을 외면하여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계열사에 한 이러한 부당 지원 문제도 경쟁 인 융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융시장이 충분히 경쟁 일 때까지는 이러한 우려

를 불식시키기 해서 보험회사 소유 은행에게는 출기능을 처음 단계

에서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우체국 융이 출기능을 

가지지 않고   지 결제 기능 등 부분 인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축으로 유입된 자 은 안 한 투자 상 즉 국공채, 

우량 은행에 치, 신탁 등의 수단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체국 융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식으로 안정 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이 지  결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융시장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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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기존 은행과 비교하여 문제

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출  일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단된다. 

2) 가계 출 혹은 일정 한도의 소액 출 허용 (제 2단계 방안)

다음 단계로 여신업무를 허용하되 보험회사의 은행이 계열사에 한 

출이나 지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사 에 정하여 무리하게 계열

사 자 지원을 하는 행 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작 단계에서는 

기업 융을 유보하고 개인 혹은 가계에 소액으로 출하는 제도와 

소기업에 한 출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o 계열사에 한 출  지 보증 한도 제한   

o 소액 출 주의 여신 운용 (개인  소기업 출 주)

o 소매 융(retail banking)으로 국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계열사와 경쟁하는 타 기업에 한 신용공여 회피를 억제

보험회사가 설립한 은행은 주로 국내시장의 자 리에 참여하지만 

로벌 시 에 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에 외결제  환  업

무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시장 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업은행업무로 사업 역을 확 하

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하다.

3)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 역 면 허용 (3단계 방안)

융시장의 경쟁이 충분히 경쟁 인 경우에 그리고 보험회사 소유의 

은행 자회사의 부당행 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시기에는 

보험회사 소유의 은행도 모든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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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창출되며 이러한 경우에 효율 인 융기  

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경제력 집 의 우려는 로벌 경제 시 에 외국의 형 기업과의 경

쟁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단된다. 

산업자본의 보험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안 망이 침해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조기경

보(early warning) 시스템 등의 개발로 부실화하는 은행을 사 에 시장에

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융 감독기 이 해야 할 몫이

다. 산업자본이 아닌 융자본의 은행이 부실화되어 그 손실이 일반 국

민의 조세 부담으로 가되는 것도 역시 차단하여야 할 과제이다. 따라

서 사회안 망 측면에서 융자본의 부실화와 산업자본의 부실화를 구

분할 필요는 오늘날 별 의미가 없다고 단한다. 두 가지의 부실로 인

한 피해를 국민이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차단

하기 하여 객 인 은행 주주의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사제도, 기

업경  공시제도, 법감시 제도  투명한 회계 제도  법에 한 

벌칙 강화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명 경   문  지배구

조는 산업자본의 은행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본의 은행 소유

의 경우에도 같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기존 은행의 도덕

해이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행 은행법상 보험회사가 은행을 소유하

는 것이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면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75) 우선 동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에 하여 지 , 결제기능, 소액

  여신업무 등을 취 하는 인터넷은행(e-banking)을 조만간 허용하

고 2단계로 보험사에 하여 소매 융업에 진출하는 것부터 허용하자는 

것이다. 즉 은행업의 면허를 세분하여 종합은행업, 소매은행업, 그리고 

75) 오창수, 정홍주(2005), p.363~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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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은행업으로 나 고 단계로 허용하는 소매은행업의 경우에는 기

업여신 자체를 제한하여 산업자본의 문제 제기를 근본 으로 차단하자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보험회사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  철폐

하는 것으로 장기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4) GE 모델( 간 융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은행 진출 허용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  자회사로 소유하기보다는 융

지주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하여 은행을 소유하는 사례가 많다. 표

인 가 GE Capital이며 GE가 우선 GE Capital Service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100%의 지분을 가지고 이 지주회사가 GE Capital을 다시 

100%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에도 은행업 진출을 하여 GE식으로 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융지주회사의 설립도 결국 산업자본의 진출 허

용 문제는 역시 남게 된다.

<그림 VI-2> GE의 융 진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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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하거나 분리되면 개별 은행 혹은 개별 산업

기업 입장에서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융시장 체의 건 한 

발 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은 반

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철칙으로 믿어 왔던 것이 국내의 상황이었다.

과거의 일부 부정  사례를 가지고 규제를 만들거나 정당화 한다면 

1930년   세계 공황시 은행과 증권의 겸업화와 이로 인한 동반부

실화  도산 경험을 기 로 미국은 오늘날에도 융기  간 겸업화를 

계속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미국은 융환경 변화

에 새로운 논리로 종합 융화를 허용하 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까지 진출하려고 로비 이다.     

세계 각국의 규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

하는 것이 각국이 일반 으로 수용하는 통례는 아니며 이러한 결합 제

한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켜온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사  승인 하에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미국식의 소유 제

한이 불변의 진리라면 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차이와 융발  사

이에는 상 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를 제한( :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하는 규제가 오히려 융발 에 해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보험회사에 해 은행업 진출을 

차단하는 규제는 그 타당성을 찾기가 일단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제도와 융발 의 정도를 객 으로 측정하는 데

이터가 충분치 않아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변수로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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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한 제도  허용은 물론 실제로 산업자

본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국의 Sainsbury 등 슈

퍼마켓 기업이나 일본의 이토요카도 백화   SONY 등이 은행업에 

진출해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원천 으로 차단하기 

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려되는 폐해를 방하는 법  장치를 만들면

서 산업자본의 보험도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단계 으로 해당 은행의 업무 역을 확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물론 아무 보험회사나 

은행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으로 건 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보험회사로 국한하여야 한다. 한 산업자본

의 은행 지배시 우려되는 은행의 사 고화를 차단하기 하여 출기능

을 제한하는 은행의 형태로 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출기능을 허

용하는 경우 가계의 소액 출에 국한 하거나 기업 출을 허용하는 경우 

특히 계열사에 한 지원 한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재벌의 특수 문제가 지속 인 쟁 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제1단계에서는 상당기간 기업 출을 차단하고 내

로우뱅킹(narrow banking)으로 국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차단

하기 하여 객 인 은행 주주의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사제도, 기

업경  공시제도, 법감시 제도  투명한 회계 제도  법에 한 

벌칙 강화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명 경 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본의 은행 소유인 경우에도 같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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