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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변경하고, 법적으로 ‘내국환·외국
환’ 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은행업 정의에 ‘지
급청산결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음과 같은 은행의 업무 확대도 필요하다. 우
선 전면적인 자산운용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정된 투자일
임업과 투자신탁에만 한정된 집합투자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리스업, 할
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금융업도 은행의 대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 중개업 허용 등 증권 업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업무 확대 문제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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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scope of business)는 금융 규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금융
기관이 어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을 나타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금융기
관의 분류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된다. 은행의 업무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관련법인 「은행법」은 은행업을 예금 업무와 대
출 업무를 동시에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은행업을 영위하려면 감독당국으로
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8조). 우리는 원칙적으로 전업주의1) 체제
를 유지하고 있어서 은행은 은행업, 증권회사는 증권업,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 은행이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는 겸업은행제도
(universal banking)2)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금융 제도와 다르
1) 미국의 전업주의에 대한 설명은 Lovett, William A. & Michael Malloy,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 (in a Nutshell), Thomson West Publishing Co., 2014, pp. 195-201; Heidi Mandanis Shooner &
Michael W. Taylor, Global Bank Regulation: Principles and Policies, Elsevier, 2010, pp. 121-129.
2) 겸업은행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Anthony Saunders & Ingo Wa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George J. Benston, "Universal Banking," 8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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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우리도 은행이 일부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업주의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의 확대는 각 금융업권 사이에서 이해 관계가 민감하
게 대립되는 문제가 된다.
은행의 경우「은행법」은 은행의 업무 범위를 고유 업무, 겸영 업무, 부수 업무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고유 업무는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고, 겸영 업무는 은행이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내지는「은행법」이 특별히 겸영 업무로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며, 부수 업무는 은행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 구분
체계는 2010년「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3) 특히 2010년 개정
「은행법」은 겸영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함
으로써 규제 완화를 하고 있으며, 부수 업무 범위 결정에 있어서도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금융당국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용이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2010년 개정「은행법」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인 분석을 하면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에서는 우선
은행업의 정의를 분석해보며, III.에서는 은행의 고유 업무, IV.에서는 은행의 겸영
업무, V.에서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하며, VI.에서는 은행의 업
무 범위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3) 2010년「은행법」개정 전에는「은행업무 중 부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금융위원회 고시 제
1010-40호, 2010. 11. 16. 폐지)에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가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
다(고동원, “은행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2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11,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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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은행업의 정의
1. 은행업이란?
「은행법」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
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
(業)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은행업을 영위하려면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따라
서 은행업은 예금 업무와 대출 업무를 동시에 영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예금
업무만을 영위하거나 대출 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은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를 영위하지만 예금 업무를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대부업자가 예금을 받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
달한다면 이는 은행업에 해당하고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은행법」위
반이 된다.
그리고「은행법」은 ‘업’(業), 즉 ‘영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에 따
르면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업’의 의미를 “같
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
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
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4) 그래서「은행법」상의 ‘업’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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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업의 정의에서 유가증권이나 채무증서 발행은 삭제할 필요
한편, 은행업의 정의에서 자금 조달의 측면인 수신의 한 형태로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예금뿐만 아니라 유가증
권인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하는 것도 은행업의 정의에 포섭되면
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금융투자회사도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를 투자자에게 할 수 있어(제72조) 대출 업무를 영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이어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므로
은행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은행법」적용 배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5)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회사
의 경우도 카드 대출 등 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
기 때문에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법인「여신전문금융업법」
은「은행법」적용 배제 조항(제52조 제1항)을 두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
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금융회사도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업무
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담보 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제326조), 사채
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제324조, 제329조) 은행업에 해당하지만 증
권금융회사의 자금의 예탁이나 채무증서의 발행과 관련해서는「은행법」적용 배제
조항(제330조 제2항)을 두어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증권이나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수신 형태의 하나로 규정함으로
써 불필요한 법적인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정의 조항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채 발행이 다른 일반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도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은행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은행업의 정의에서 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수입 업무만을 규정
하고 있다는 점,6) 미국의 경우도 유가증권이나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은행 업무
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7)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채
5) 다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즉 대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은행법」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8항),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6) 일본「은행법」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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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서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CD)8) 발행이 수신 업무에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양도성예
금증서 발행이 예금의 한 형태로서 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예금 업무
에 포함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Ⅲ. 고유 업무
1. 개관
「은행법」은 ‘고유 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9) 이런 점에서
예금 업무와 대출 업무를 은행의 고유 업무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은행법」은 예금 업무 및 대출 업무를 “은행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은행업을 영위하
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조, 제8조). 반면에「은행법」이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은행업무”로 정의하면서, 은행 업무의 하나로서 ‘내국
환·외국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서(법 제27조) 과연 은행업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
는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
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은행법」은 ‘내국환·외국환’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
지 않아 해석상 어떤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금 업무, 대출 업무,
내국환·외국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본다.

7) 12 U.S.C Section 24(7).
8) 양도성예금증서를 채무증서로 보는 견해로는 이병화,「축조해설 은행법」, 삼우사, 2008, 33면. 반면
에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는 김학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의 구조와 그 법률행위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제79호, 법원도서관, 2009, 169-183면. 대법원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9) 예를 들어, 보험업무는 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으므로(「보험업법」제4
조 제1항)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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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 업무
은행이 영위하는 예금 업무의 경우 은행이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기 때문에 예금
계약의 체결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금 업무에 적용되는 약관은 ‘예금거래기
본약관’ 및 개별 예금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약관(약정서)이 있다. 약관 거래에
대해서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 및 다수설은 ‘소비임치계약’이라고 보고 있어 일반적으로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투자성 있는 예금”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제77조), 자본시장법상 “투자성”이라는 의미는 ‘원금 손
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어서(제3조), 원금이 보장된다고 이해하는 예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금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서 ‘투자성 있는 예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1)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고, 보통예
금의 경우는 언제든지 인출을 청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예금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로 설명하는 것
을 시도해볼 수 있다.10) 즉「민법」은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
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제598조) 당사자 일방인 예
금자가 금전을 상대방인 은행에게 이전하고 은행은 같은 종류와 수량인 금전으로 반
환하는 계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민법」상의 소비대차에 관한 여러 규
정(제598조 내지 제608조)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요구불예금인 보통예금에는 적
용되기가 어려운 조항이 있다. 즉「민법」제603조 제2항인데,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
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약정 시기의 약정이 없는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
금의 경우는 ‘대주’인 예금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없는 문제가
10) 소비대차설이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한다(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9,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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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예금의 성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견해가 바로 소비임치설이다. 판
례가 취하는 입장(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인데,11)「민법」은 소비임
치를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 소비대차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제702조). 즉 수취인인 은행이 예금계약에 의해
서 임치물인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특히 소비대차와 달리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
는 때에는 임치인인 예금자가 언제든지 금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불
예금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례가 취하는 소비임치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소비대차설이나 소비임치설에 따르더라도 차입자이면서 수치인의 지위를
갖는 은행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뒤에서 자세히 논하게
되는 “투자성 있는 예금”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예금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문제
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예금계약은 소비임치의 요소와 소비대차의
요소가 모두 깃들어 있는 혼합계약(또는 무명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2) 또
한 예금계약은 기본적으로 소비임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개
별적인 약관에 의하여 그 성질 및 내용이 정하여지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설명도 있
다.13)

(2) ‘투자성 있는 예금’의 문제:「은행법」에 예금의 정의를 두어야
「은행법」상 예금의 정의는 없다. 그러나 통상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원금은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을 소비임치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예금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금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파생상품과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들 수 있는데, 자본

11)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고 있다(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12) 김용진, “은행예금의 소멸시효,”「판례월보」제153호, 판례월보사, 1983, 138면.
13) 전경근, 앞의 논문,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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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 시행 이전에 은행이 취급하였던 ‘선택권부이종통화예금’이 대표적이다.14) 그
런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이러한 상품이 자본시장법상의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행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업무 인가를 받을 수 없어서 결
국 은행이 이제는 이러한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15)
특히 자본시장법이 ‘투자성 있는 예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면서, ‘투자성 있는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투자자 보호 원칙(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7조), 이와 관련하여「은행법」에 ‘투자성 있는 예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 그
리고 ‘투자성 있는 예금’이란 어떤 예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따라
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투자성’이라는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을 원금 손
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이라고 하면서, 금융투자상품에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조 제2항). 증권은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제4조 제1
항), 증권의 종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증
권예탁증권 등 6가지가 있고(제4조 제2항), 파생상품에는 선물(futures)이나 선도
(forward) 거래, 교환(swap) 거래, 선택권(option) 거래로 분류된다(제5조 제1항).
즉 증권과 파생상품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으면 결국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성 있는 예금’도 결국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원금까지 손실이 나는
예금은 파생상품과 결합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증권 중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고,
전업 금융투자회사만이 파생결합증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은 그러한 업무
를 겸영할 수 없으므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16) 그리
14) 이 상품, 즉 ‘옵션부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효연,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
시장법상 고찰,”「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09. 11, 173-201면.
15) 위의 논문, 183면.
16) 이러한 설명은 위의 논문, 189면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이
라고 볼 수 있는 외화예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현재 은행이 외화예금을 취급하고 있
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 외화예금을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임재연,「자본시장법」, 박영사,
2015, 294면 각주 179)), 자본시장법이 명시적으로 “제3편 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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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되려면 “‘증서’의 교부를 통한 양도가 가능”해야
하고, “증서의 교부에 의한 양도 형식이 가능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그것을 자본시장
법상의 증권으로 취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7)
이러한 논란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이원화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은행
이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투자성 있는 예금’을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별도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권과 예금은 그
성격이 달라,18) 예금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제77조 제2항)(변액보
험상품을 들 수 있다)을 증권의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투자성 있는 예금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를 은행이 투자
성 있는 예금을 취급함에 있어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
면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은행법」상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
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없다
는 주장이 여전히 가능하다.19)
하는 경우에는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외화예금을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인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 단계에서는 외화예금을 투자성 있는 예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현재는 외화예금이「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보호 대상이 된
다는 점, 그리고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보게 될 때 예금 가입시마나 자본시장법상의 고객 설명 의무
등을 시행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화예금을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김효연, 앞의 논문, 191면). 그리고 금융당국이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해석
한 상품은 ‘외화양도성예금증서’(CD)뿐이라는 설명도 있다(홍영만,「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5-6면). 반면에 자본시장법은 원화양도성예금증서를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서 배
제하고 있다(제3조 제1항).
17) 이헌영,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은행법연구」제9권 제
1호, 은행법학회, 2016. 5, 11-12면. 구체적으로 보면, 만기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지의 경우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소위 ‘구조화예금’(structured deposit)을 분석 대상으로 하면서 이와 같
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서의 교부를 통한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위의 논문, 11면). 그리고 만기 시에도 원금
이 보장되지 않는 예금의 경우는 비록 ‘증서의 교부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험
성 면에서는 증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투자성 있는 예금’
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위의 논문, 13면). 즉 만기 시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예금은 투자성 있는 예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이중에서도 파생결합증권
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증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지만 예금은 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가능
하지 않다는 점(양도성예금증서는 예외)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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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쟁점 제기는 바로「은행법」이 예금의 정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향후 입법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예금의 정의를 하면서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예금으로 분류하고,20) 전자의 경
우는 소비임치계약의 성격을 갖는 예금으로 규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원금 손실 가
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금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원금 손
실 가능성이 있는 예금이므로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하게 요구되어 자본시장법
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들(설명 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규정하는 방법은 현재처럼 자본시장법상에 규정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내용을「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라는 면에서 더 나
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렇게「은행법」에 예금의 정의를 두어 ‘투자성 있는 예금’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
면 현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 ELD) 상품 이외에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주가연계예금 상품 등을 개발
할 수 있어 은행 상품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은
행이 원금 보장 상품만 취급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에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한 상품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은 있지만 이러한 문제
는 향후 은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2. 대출 업무
여기서는 대출 계약의 법적 성질과 은행이 영위하는 대출 업무의 종류를 알아보기
로 한다.

19) 이러한 주장은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56면(투자성 있는 예금은「은행법」상
예금이 아니라고 보면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은행법」상 허용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투자성 있는 예금이 존재하려면 먼저「은행법」상 예금의 원본 보존성 요건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
다”라는 설명(임재연, 앞의 책, 294면 각주 179))도 비슷한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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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계약의 법적 성질
은행이 영위하는 대출 업무도 다수와 거래하는 업무이므로 약관이 이용된다. 대출
거래에서 쓰이는 약관은 대출 계약의 여러 기본 조건이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대출 만기나 이자 등 거래 조건이 자세히 기재된 ‘여신거래약정서’가 있다. 대출 계
약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은행이 금전의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차입자는
만기 시에 금전으로 반환하게 되므로「민법」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민법」제598조가 정의하고 있는 소비대차에 부합한다. 따라서「민법」제
598조 이하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대출 계약에도 적용된다.

(2) 대출 업무의 종류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업무는 형식에 따라 증서대출, 어음대출, 당좌대출, 어음할
인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어
서 구두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나,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은 문서로 약정하여 대출하게 된다. 이를 증서대출이라고 한다. 한편 은행은 대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차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대출하기도 한다. 이를
어음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인 은행은 차입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채
권과 어음채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21) 어느 채권을 행사할지는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어음대출의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채권 확보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
함이다. 당좌대출은 차입자가 은행과 당좌계정거래 약정을 하고 차입자가 당좌예금
의 잔액을 초과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은행
이 일정한 한도까지 부족 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은행
법」제27조에서 대출과 함께 은행 업무의 하나로 규정된 ‘어음할인’은 어음 소지인
인 차입자가 어음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인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해당 어음을 은행에게 양도 배서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매매설, 소비대차설, 매매와 소비
대차의 병존설, 무명계약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차입자를 매도인, 은행을 매수인으
로 하는 어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2)
21) 오시정,「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기업금융편)」, 한국금융법연구원, 2017,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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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환 · 외국환 업무
(1) 내국환 · 외국환 업무의 의미
「은행법」은 ‘은행 업무’의 하나로서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내
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제
기된다. ‘환(換)’의 사전적 의미는 ‘바꾸다’의 뜻을 갖고 있다. 과거 우리가 지리적으
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송금하려면 거래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은행으로부터 환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 환증서를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송부하면 지
급받는 자는 이 환증서를 거래 은행에 제시하여 해당 금액을 찾게 된다. 여기서 은
행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거래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이를 ‘은행환’이
라고 부른다. 우체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우편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국인 사이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국환’, 외국에 있는 자와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증서를 받은 수취 은행은 지급 은행에게 이를 제시하여 해당 금액을 지
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양 은행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
안 거래된 어음이나 수표 등의 지급 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
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여 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차액 결제는 중앙은행에 개설된 당
좌예금 계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거래를 ‘청산결제’(clearing and
settlement)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액을 산출하는 것을 청산, 차액을 지급
하여 완결시키는 것을 결제라고 하며, 앞서 설명한 송금(즉 지급)을 포함하여 ‘지급
결제제도’(payment and settlement system)라고 한다.23)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
급청산결제제도’인 셈이다. 외국 당사자와의 거래도 이러한 지급 청산 결제 과정이
발생한다. 국제적인 은행 간 결제 체계를 이용하여 환거래은행이나 국제외환결제전
문은행인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를 통하여 지급 청산 결제가 이루
어진다.24) 따라서「은행법」상의 내국환·외국환 업무는 이러한 ‘지급청산결제 업무’
라고 이해할 수 있다.25) 여기서 은행의 수익은 거래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수
22) 위의 책, 136면.
23) 이러한 설명은 한국은행,「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4, 11-12면.
24) 위의 책, 166-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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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된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환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에서 은행 계좌
사이에 자금 이체로 아주 편리하게 송금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환증서 발행 대신에 계좌 이체를 통한 ‘자금 이
체’가 이루어진다. ‘자금 이체’에 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 법은「전자금융거래
법」이다.「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를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
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
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i) 금융회사 또는 전
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나 (ii)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 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2조 제12호). 즉 (i)의 방법을 ‘계좌 이체,’ (ii)의 방법을 ‘추
심 이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자금 이체라고 할 때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다 포함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이체가 일어나면 자금 이체에 관련된 은행들
인 송금 의뢰인의 거래 은행과 송금을 받는 수취인의 거래 은행은 상호 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총 거래를 합산하여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을 결제
하게 되는 청산 결제 절차가 앞서 본 환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입법론으로는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변경하면서
지급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는 것이 현재 은행이 하는 업무를 보다 정
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청산결제 업무를 자금 이체(즉 송금), 청
산, 결제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하
는 자금 이체 업무(제40조 제4호)26)나「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하는 자금 이체 업무(제28조)는 ‘지급청산결제’ 업무에 포
함되지 않아 별도의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25) 이에 대해서 광의의 지급결제 업무(광의의 환업무)인 자금이체(단순 송금) 업무와 협의의 지급결제
업무를 구분한 후, 법률상 지급결제를 지급과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하는 협의의 지급결제 업무라고
보고, 이러한 협의의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은행
의 배타적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회사가 하는 자금이체 업무는 광의의 지급결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정순섭,「은행
법」, 지원출판사, 2017, 181-182, 184, 534면). 이 견해도 결국 협의의 지급결제 업무는 지급청산결제
업무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6)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겸영업무의 하나로서 영위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
는 자금이체 업무(제40조 제4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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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은행법」상의 ‘외국환’ 업무의 의미를「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로
이해하여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27)「은행법」상의 외국환 업무는 외국 당사자 사
이에 이루어지는 지급청산결제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가 단순한 외국환 업무 이외에도 외화로 이루어지
거나 외국 거주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전의 대차, 보증,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
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28)이므로「은행법」상의 외국환 업무와「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29) 오히려「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
무는 뒤에서 보게 되는 해당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등록하여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문 체계상 내국환 · 외국환 업무의 고유 업무 해당 여부
‘은행 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지급청산결제 업무라고 이해한다면 이
러한 업무는 현재 은행만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과연 조문 체계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검토해보면 그
렇게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는 은행업 정
의에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국환·외국환 업무는「은행법」제
27조가 규정하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인 ‘은행 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은행법」은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은행 업무’를 “(i)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ii)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iii) 내국환·외국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7조).
그래서 예금 및 대출 업무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은 ‘은행 업무’의 하나로서

27) 최성현,「여신실무법률」, 한국금융연수원, 2015, 7면.
28)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 업무”는 “(i) 외국환(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債權)을 말함)의
발행 또는 매매, (ii)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 (iii)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iv)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v) 비거주자
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vi) 거주자 간의 신탁, 보험 및 파생
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 보험 및 파생금융거
래, (vii)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업무” 등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제16호,
시행령 제6조).
29) 같은 견해는 이병화, 앞의 책,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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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될 뿐이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
행만이 영위할 수 있는 은행업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다른 금
융기관도 해당 관련법에서 지급청산결제 업무인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
도록 한다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면에서
보면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행의 고유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30)
따라서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행의 고유 업무로 포섭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업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 방식은 일본「은행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은행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업’을 “(i) 예금이나 정기적금
의 수입과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모두 영업으로 하거나 또는 (ii) 환거래
(爲替取人)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제2조 제2항),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환거래 업무31)만을 영위하는 것도 은행업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환거래 업무를 은행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다.32) 입법론으로 우리도 일본
처럼 내국환·외국환 업무(즉 향후 변경될 경우 지급청산결제 업무)만을 영위하는 것
도 은행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은행업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30) 이와 같은 설명은 고동원, “2010년 개정「은행법」의 법적 검토,”「은행법연구」제3권 제2호, 은행법
학회, 2010. 11, 11면.
31) 일본에서는 “환거래(爲替取人)”를 “격지자간에 있어서 직접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자금 수수의 목적
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국환 거래와 외국환 거래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있으며(小山嘉昭,
「詳解 銀行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平成 16年(2004年), 63面), ‘환거래(爲替取人)’ 업무를 ‘결제’에
관련된 업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池尾和人 編著,「入門 金融論」, ダイヤモンド社, 平成 16年
(2004年), 165面).
32) 일본「은행법」제10조 제1항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첫째, 예금 또는 정기적금(부금도 포함함)의 수
입 업무, 둘째, 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 업무, 셋째, 환거래 업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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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겸영 업무
1. 개관
「은행법」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인 겸영 업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다(제28조). 첫째,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
을 요하는 업무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 둘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셋
째,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이다.「은행법」은 겸영 업무에 대해서 신고제
를 채택하고 있으며,33) 금융위원회는 신고한 겸영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제28조 제3항) 심사권을 갖고 있다. 판단 기준은 “은행의 경영건전
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올 우
려가 있는지 여부,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이다(제28조
제3항). 이하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겸영 업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본다.

2.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는 겸영 업무
이러한 겸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
록 등을 요구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등 거의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 해당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그런데 어차피 겸영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로 한정되므로 굳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하에서
는 이러한 겸영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한다.

33)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얻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는 겸영 업무의 경우 인허가나 등록
을 신청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겸영 업무의 경우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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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 업무
우선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여러 가지 겸영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시장
법은 세분화된 금융투자업 인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인가 단위에 따라 금융투
자업의 범위가 다르다. 즉 금융투자상품 종류, 투자자 유형, 금융투자업 종류의 조
합에 의하여 인가 단위가 결정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제12조).34)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 업무도 인가 단위에 따라 세분화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 · 중개 업무
은행은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
령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파생상품”이란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인 투자성을 갖
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하는데, 선물 또는 선도 상품, 교환(swap) 상품, 선택권
(option) 상품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5조).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
외파생상품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제2호),「은행법」시행령이 ‘파생상
품’이라고 하고 있어서「은행법」상 은행은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매
매 및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모든 파생상
품에 대한 매매 및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는 없다.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인가를 받은 범
위 내에서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일반투
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
업 인가35)를 받을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유지된다면36) 그러한 파생상품의
매매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제한이 있게 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매매’ 나 ‘중개’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투자매
매업’과 ‘투자중개업’이라는 정의가 있으므로 매매나 중개도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
개업의 정의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즉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34) 인가 단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35) 자본시장법령은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주권을 기초로 하지 않는 파생상품, 통화나 이
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인가 단위를 설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
36) 이헌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증권법연구」제1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2. 4,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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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 . . [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자
본시장법 제6조 제2항), 파생상품의 매매 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
산으로” 파생상품의 매도 및 매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 . . [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파생상품의 중
개 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파생상품의 매도나 매수를 영업
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와 중개의 의미는 이하에서
나오는 매매나 중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집
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 내지 ‘투자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서 이렇게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본다.

2)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업무
은행은 파생결합증권 매매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2 제2항 제2호). 그런데 파생결합증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대상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하고 있어서(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제1
항) 범위가 상당히 좁다. 파생결합증권 매매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제12조).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
증권을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
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4조 제7항). 즉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의 하나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인
원금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된다(제4조 제1항). 매매 업무는
앞에서 살펴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국공채의 인수 · 매출, 매매, 모집 · 매출의 주선 업무
은행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대해서만 인수·매출 업무, 매매 업
무, 모집·매출의 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의2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즉 모든 증권이 아니라 국공채에 한해서만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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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
업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제12조). 그리고 국공채는 자
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증권에 속한다(제4조 제3항). 여기서 ‘인수,’ ‘매출,’
‘모집’은 각각 자본시장법이 정의하고 있다. 우선 인수는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
킬 목적으로 ①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②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
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11항). 그리고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
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제9조 제9
항),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
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7항). 즉 매출과 모집은 그 대상이 이미 발행된 증권이냐
아니면 이미 발행된 증권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주선’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어,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의미
로서 보면 될 것이다.37)
그런데 은행이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2010년「은행법」개정 전에는「은행업무 중 부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은행이 회사채 매매 업무도 영위할 수 있었는데,38) 현재는 회사
채도 제외되어 있어 그 범위가 좁다.39) 그런데 이렇게 증권의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투자신탁에 대한 집합투자업
은행은 집합투자업을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데,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
에 대한 집합투자업만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40) 즉 투
37) 다만 자본시장법은 ”주선인“을 ”인수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
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서(제9조 제13항), 주선의 의미를 이러한 주선인의 행위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확하게 들
어맞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38)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3호, 2003. 7. 3, 일부 개정, 2호 라목(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39) 물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계속인정원칙’(standstill)에 의거하여 시행 전에 이미 회사채 매매 업
무를 영위하던 은행은 현재도 그러한 업무를 영위할 수는 있다.
40) 은행의 집합투자업 겸영에 대한 논의는 안성포,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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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
6조 제4항, 제5항). 즉 “2인 이상의 투자자”라는 것에서 집합(collective)이라는 뜻
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투자신탁에 한해서만 집합투자업을 허용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이어서 은행의 건전성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넓혀주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자산
운용업을 어느 한 금융기관이 독점할 수 있는 업무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업무
확대가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5) 투자자문업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
항 제7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 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제7항). 은행이 대출 업무나 기타 은행 업무를 하면서 고객에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어 적합한 겸영 업무로 판단된다.

6)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ISA)에 대한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과 달리 은행은 제한적인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관한 투자일임업”에 한정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8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은행법연구」제1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08. 11, 103-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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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Savings Account)41)를 말하는데, 자본시장법령이 그 요건에 관하여 자
세히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8조 제1항 제1호), 투자일임
업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
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제6조 제8항). 즉, 투자자별로 자금이 운용되어야 하므로 투자자별로 구
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1:1 자산 관리 계약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 집합(pooling)되어 공동으로 운용되
는 집합투자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일임업의 성격이 투자자를 위해
서 투자자의 자금 운용 등 자금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업무이어서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투자일임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투자일임업 대상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7) 신탁업
은행은 신탁업을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신탁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
무이다(제12조).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제6
조 제8항), 신탁이란「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한다. 즉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
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
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
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은행의 신탁업 영위에 대해서는 신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따라
서「신탁법」이 허용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 허용하지 않게 되면 할 수 없는 한계를
41)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는데, 신탁업자와 특정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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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다. 신탁재산 범위 문제가 대표적이다.「신탁법」은 수탁 재산을 “재산”이라
고만 하여(제2조) 신탁재산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
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로 한정하고 있어(제103조 제1항), 열거
한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업도 대표 사례의 하나이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 운
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신탁상품이라 합동 운용을 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은 신탁업자가 복수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109조 제3항 제5호). 이는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집합투
자 상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 차익을 없애기 위해서 종전 은행이 취급하고 있었
던 불특정금전신탁 업무를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
면서 금지한 것인데, 신뢰하여 맡긴다는 신탁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볼 때 이렇게 합
동 운용을 하는 불특정금전신탁 업무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에 있는 신탁업에 관한 규율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
하여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
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신탁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신탁업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하고, 자산관리업이라는 신탁업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법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42)

8)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9호, 제10호). 이러한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인가받아야 하는 업무이다(제12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

42)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 규정을 분리하여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설
명은 고동원·권태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기업법연구」제31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7. 9, 44-61면; 오영표,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
시장법의 법적 쟁점,”「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은행법학회 편, 피앤시미디어, 2016, 313-334면; 안성
포,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집단신탁을 중심으로－,”「비교사법」제14권 제3호(하), 한
국비교사법학회, 2007, 1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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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
다(제9조 제21항).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는데,
투자주식회사, 투자신탁,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
조합,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제9조 제18항). 따라서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
의 계산으로 매도 및 매수를 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즉 투자자)의 계산으로 매
도하거나 매수하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이 업무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업무이다(자본시장법 제235조).

9)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은행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1호).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
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54조 제1항, 제184조 제6항).43) 이는 투자회사가 명목회사라 투자회사를 위한
주식 발행 업무 등을 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
은행은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의
2 제2항 제12호).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
려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65조 제1항). 다만 등록
요건 중에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이라고 하고 있어서(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 지방은행은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11)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업무
은행은 증권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도 및 매수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3호).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
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
43) 자본시장법은 등록 요건의 하나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제254조 제1항 제1
호 가목), 은행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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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1호), 환매조건부매수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나목). 이러한 거래를 RP
(Repurchase Agreement) 또는 Repo 거래라고 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환매조건부매매 업무를 장외거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업무 규제를 하고 있어서(자본시장법 제166조, 시행령 제181조), 은행의 환매조건
부매매 업무도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
도하는 업무를 말하므로 결국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투자매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제12조) 이러한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들(은행, 보험회사, 금융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사이에 행해지는 RP 거래는 투자매매업으로 보
지 않기 때문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별
도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RP 거래(즉 대고객 RP 거래)를 하려면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
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령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채증권, 지
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보증사채권, 공
공기관 발행 채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등)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2항).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겸영금융투자
업자에 해당되므로 은행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즉 대고객) 환매조건부매수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환매조건부매도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매조
건부매수 업무는 고객에 대한 신용 공여 업무에 해당하는데, 은행이 대출 업무를 영
위한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매수 업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즉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대상 증권
의 범위이다. 즉 대상 증권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보증사채권,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
된 증권 등)에 한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매매 가격
의 제한이나 환매도나 환매수의 날 지정 등의 제한이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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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은행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에 한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44) 설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추가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증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은행이 전문투자자와 환매조건부매매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대상 증권의 범위도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2)「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 업무
은행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4호). 즉 이는「보험업법」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 말하는데,
소위 ‘방카슈랑스’(bancassuarance) 업무를 말한다.「보험업법」상 은행이 보험대리
점 업무를 영위하려면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보
험업법 제91조,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보험업법령이 규정하는 판매 보험상
품의 범위, 모집 방법, 영업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법 제91조 제
3항, 시행령 제40조).
우선 판매 보험상품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은행이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목
범위는 2003년 8월 은행에게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현재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개인연금상품 등 저축성보험상품과
화재보험상품 등의 손해보험상품에 한정되어 있고(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 5]), 종신보험상품과 자동차보험상품 등의 보험상품은 아직 허용되어 있지 않
다.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판매 보험상
품에 제한이 없는데, 은행에 대해서도 보험상품 종목 판매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소위 ‘25% 규칙’이 적용된다. 즉, 보험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
하는 규제이다. 이 규제는 은행 보험대리점이 1개 생명보험회사나 1개 손해보험회
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액이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보험대리점이 신규로 판매
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보험대리점이 어느 한 보험회사의
44) 자본시장법 이전에 회사채 매매 업무를 영위하던 은행은 계속 그 업무 영위가 인정되므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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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과다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대형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열 보험회사의 시장 집중에 따른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도입
된 규제로 이해된다. 물론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만
적용되는 규제이기는 하지만, 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과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중소 보험회사의 시장 확대를 막
을 수 있는 경쟁 제한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과 특히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한
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
또한,「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데, 보험상품 모집 방법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으로서 은행은 ① “은행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이나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다(보험
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즉 전화나 우편 또는 통신망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 점포 내에서 직접적인 대면 방식에 의한 판
매만이 가능한 것이다.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회사에게 허용되어 있
는 전화나 우편 또는 통신망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 방법을 은행에 허용하지 않을 이
유가 없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은행은 신용카드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
항 제16호). 신용카드업을 규율하는 법은「여신전문금융업법」인데,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金)의 결제 업무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려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은행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3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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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부사채신탁업
은행은「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7호).「담보부사채신탁법」은 회사가 동산질
(質)이나 주식질(質) 등 담보가 붙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이 법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제5조
제1항),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은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그래서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겸영 업무에 해
당한다.

(5)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은행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
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5호).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
금제도의 운용 관리 업무 및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제2조 제13호).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명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26조 제1항 제3
호). 그래서 은행의 퇴직연금사업자 업무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겸영
업무가 된다.

(6)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금융업무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업무도 겸영 업
무에 포함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9호). 이는 위에서 열거한 금융
관련 법령이 아니지만 해당 법률에서 은행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 업무로 인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외국환거래
법」에 따라 은행이 외국환은행으로서 영위하는 ‘외국환 업무’를 들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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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제8조 제1
항), 은행은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따라서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등록을 해서 영위
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 해당한다.

3.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겸영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도 은행
의 겸영 업무에 해당한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관
련 법령”의 범위는 앞에서 언급한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3 제3항, 제13조 제1항). 이 겸영 업무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겸영 업무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의 겸영 업무는 위에서 본 겸영
업무와 달리 해당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이
므로 해당 금융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한정
된다. 이 점에서 아래 4.의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겸영 업무’와 차이가 있다. 즉
아래 4.의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겸영 업무는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영
위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한다.

4.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겸영 업무
기타 은행의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업무로서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은행이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45) 아
래 유형에서 보는 것처럼 부수 업무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이면서,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업무이고, 해당 법령에서 특별히 은행
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5) 각 해당 업무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고동원, 앞의 논문(부수업무), 187-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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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업무
은행은 겸영 업무로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
화자산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탁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4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어서 유동화 대상인 자산을 보유한 자나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유동화자산 관리를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 경우 은행이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려면
(제10조 제2항)「은행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러한 수탁 업무가 은행의 겸영 업무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겸영 업무로 분류한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은행에게 수탁 업무를
특별히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제10조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보유자나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위탁하도록 하면서 채권추심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 대
상자로서 은행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즉 은행이 자산보유자로서 유
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수탁할 수 있고,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두 번째 겸영 업무인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겸영 업무
로 분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인허가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첫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로 분류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다. 즉 은행은「은행법」에 따라 수탁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
고, 이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업무
은행이 기업 대출 등 기업 관련 업무를 영위하면서 기업 인수나 합병(M&A)의 중
개 등의 관련 업무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은
행법」은 은행이 이러한 기업 인수 및 합병의 중개 등의 업무를 겸영 업무로서 허용

46) 은행법 시행령은「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탁하는 업무도 겸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이 2015. 7. 24.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업무는 은행의 겸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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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는 법이 없고, 이러한 업무는 부수 업무로 분류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으므로
여기의 세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인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겸영 업무로 분류한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 때문에 은행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업 인가를 받을 수 없어서 사실상 이러한 겸영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있
다.47)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겸영 업무와 주식 등에 대한 투자매
매업은 엄연히 다른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같이 연결시켜 보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타당성이 없다. 즉 주식 매매의 중개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매매를 중개하
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8)

(3)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 조력 업무
기업 인수 및 합병의 중개 등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기업 대출 업무 등 기
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 기업의 경영이나 구조 조정 또는 금융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겸영 업무로 허용한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 금융 자문(consulting)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세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인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겸영
업무로 분류한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이 적용된다.

(4)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이 겸영 업무는 증권의 투자 업무와 증권의 대차 거래 업무로 나눌 수 있다(은행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5호).

1) 증권 투자 업무
증권 투자 업무의 경우 ‘투자’라는 의미는 수익을 목적으로 증권을 매입하고 매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의 의미를 자산 운용(portfolio) 차원으로
이해하면 영리성이 결여되어 ‘업’으로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
47) 한지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3. 6, 37면.
48) 같은 비판은 위의 논문,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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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금 자산 운용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으로 분류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증권의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다. 국공채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은행은 겸영 업무로 국공채 매매 업무
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사채49)나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 은행이 매매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이나 사채를
포함한 증권의 투자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증권
의 매매 거래를 하는 것이 법적인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있다.50)
하지만 증권 투자를 ‘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산 운용 차원의 투자로 보는 것이 합리
적이기 때문에 이를 겸영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증권 대차 거래 업무
증권 대차 거래 업무는 증권을 빌려주거나(대여) 증권을 빌리는(차입) 업무로 나
눌 수 있다.51)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필요한 기관에게 대여해줄 수도 있다.
대여에 따른 수익(즉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증권을 차입하여 차입한 증권을 대여할 수도 있을까? 차입 거래가 가능하므
로 차입한 증권을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차익(arbitrage) 거
래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증권 대차 거래의 중개나 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도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이러한 업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금융당
국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허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투자회사가 증권 대차 거래의 중개나 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이 증권 대차 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은행이 이 법의 적
용을 받게 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령은 증권 대차 거래를 장외거
49) 일부 은행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고 있던 업무라 ‘계속인정원칙’(standstill)에 따라 현재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50) 고동원,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은행법연구」제1권 제1호, 은행
법학회, 2008. 5, 25면.
51) 증권 대차 거래의 법적 성질은 담보부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다(임재연, 앞의 책, 1472면). 증권
대차 거래에 대한 자세한 법적 분석은 박철영,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증권법연구」제10
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9. 12, 182-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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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담보 징구와 거래 공시 의무 등 대차 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66조, 시행령 제18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투자매매
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제166조 제4항). 따라서 은행은 금융투자회사
를 말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고52)「은행법」에 따라 은
행업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자본시장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증권 대
차 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령이 은행의 증권 대차 거래 업무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더라
도 자본시장법이 명시적으로 은행에게 허용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서 은행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의 겸영 업
무(즉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겸영 업무)로 분류되지 않고
여기의 세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즉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겸영 업무)로 분류된
다. 물론 증권 대차 거래가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 첫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증권 대차 거래
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까지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시행
령 제43조 제3항 제5호), 은행도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5)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업무
어음의 매출 업무란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할인 매입한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일
반 고객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말한다.53) 대상 어음은 상업어음(commercial
bill)과 무역어음(trade bill) 등 상거래와 무역거래에서 수반되는 어음에 한하고,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은 매출 대상 어음
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거래 및 무역거래 관련한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52)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겸영금융투자업자”라고 정의
하고 있어서(제8조 제9항),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3)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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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할인 매입함으로써 거래처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은 이를 다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은행 수신 업무의 하
나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54) 이 업무를 세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로 분류한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이 적용된다.

(6) 금융상품 판매 대행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무역보험법」에 따
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업무”도 은행의 겸영 업무이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 즉 은행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업무인데,「무역보
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대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법적 성격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대행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55) 그렇다면 앞서 본「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 업무나 자본시장
법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업무도 이러한 대행 업무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
만, 이러한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요구하는 업무이어서
첫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금융
상품 판매 대행 업무는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인허가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이 명시적으로 은행에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만약 이렇게 은
행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라면 두 번째 겸영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에 해당하는 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
매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규정하면서 특별히 은행이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그러한 업무 영위에 있어서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54) 한국금융연수원,「수신실무법률(개정판)」, 1997, 545면.
55) 고동원,「금융규제와 법」, 박영사, 2008, 169면 각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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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 및 대출채권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은행은 대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는가? 또한 대출채권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도 영위할 수 있는
가? 얼핏 생각해보면 은행이 대출 업무를 영위하므로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도 대출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대
출 업무와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는 별개의 업무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로 규정한 것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대출채권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
(즉 ‘은행의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대출’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아
닌 다른 대출금융기관도 포함하게 된다)의 대출이나 대출채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8호).

(8) 국외 지점이 영위하는 업무
국외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하는 업무도 겸영 업무의 하
나이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9호). 우선 왜 이 업무가 별도의 겸영 업
무로 규정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점과 본점은 동일체이므로 지점은 본
점이 영위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외국 지점의 경우이다. 해당 국가에서 지점에게 허용되는 업무가 우
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업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원칙적으로 증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데(예를
들어, 주식 중개업을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가 겸업은행제도
를 채택하고 있어 해당 은행 지점이 증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해당 국가에서 지점이 증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겸영 업무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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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겸영 업무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겸영 업무가 있는데, 그러한 업무로서는
“① 신용정보서비스 업무, ②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업무, ③「중소기업협동조
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
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함)의 판매 대행 업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별법」에 따른 성과보상 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
독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함)의 판매 대행 업무”가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의2 제3항). 이러한 업무는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업무라면 위의 첫 번째 유형의 겸영 업무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Ⅴ. 부수 업무
은행의 부수 업무는 “은행 업무에 부수한 업무”를 말한다(법 제27조의2). 부수 업
무는 은행법령 자체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수 업무와 어느 한 은행이 금융
위원회에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은행도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은행 업무에 부수한 업무”의
해석에 따라 부수 업무가 결정되므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된다.

1. 은행법령이 규정하는 부수 업무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부수 업무는
원칙적으로 신고 절차 없이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다.56) 그러한 업무로서는
“①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업무, ② 상호부금(相互賦金) 업무, ③ 팩토링 업
56)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신고를 통하여 인정된 부수 업무도 은행법령이 규정한 부수 업무로 분류하고
있어서 분류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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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④ 보호예수
(保護預受) 업무, ⑤ 수납 및 지급 대행 업무, ⑥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 업무,
⑦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 대행 업무, ⑧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업무, ⑨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 ⑩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⑪ 부동산의 임대 업무(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⑫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업무, ⑬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
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업무, ⑭ 지금형 주화(금화·은화 및 금화·은화
모양 메달)·금지금·은지금의 판매 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업무, ⑮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업무”가 있다
(법 제27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57)

2. 사전 신고에 의한 부수 업무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여 “은행 업무에 부수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
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이 경우 부수 업무 영위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업무
계획 등에 관한 서류58)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
항). 금융위원회는 신고한 부수 업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제한이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은행법 제27조의2 제3항). 이것은 앞서 본 겸
영 업무의 경우와 같다. 즉 “영위하려고 하는 부수 업무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해
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3항). 판단 기준
이 추상적이어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부수 업무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은
행법령이 규정하는 부수 업무 이외에 은행이 추가적인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어 금융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은
행 업무에 부수한 업무”라고 되어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가능한 넓게 해

57) 각 부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동원, 앞의 논문(부수업무) 참조.
58) “업무계획서, 손익예상서, 정관, 부수 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말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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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은행의 부수 업무를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 방식을 잘
활용하면 은행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어느 한 은행이 이러한 신고로써 인정된 부수 업무를 다른 은행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해결되었다. 즉 어느 한 은행이 신고를 하고 금융
위원회가 공고한 업무도 은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부수 업무(즉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 업무)의 하나로 추가하면서(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이제는 어느 한 은행이 신고한 부수 업무를 다른 은
행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다. 2017. 10. 16. 기준 이러한 사전 신고
에 의하여 인정된 부수 업무는 다음과 같다.59) “① P2P 대출원리금수취권매입형 관
련 대출원장 관리 등 대행 업무,60) ② 다른 회사 결제 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
업무의 대행 업무, ③ ‘은행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업무, ④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업무, ⑤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 정보 제공
업무, ⑥ 대한주택보증(주) 개인 대상 보증상품61) 판매 대행 업무, ⑦ 예금담보위탁
형 P2P 전용 대출 판매 및 관리 업무,62) ⑧ 메신저 서비스 업무, ⑨ 계열사의 비대
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 인증 업무의 대행 업무, ⑩ 해외 계열사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승인, 여신 사후 관리,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 시장·유동성 위험 관리, 특별
자산 관리 업무 대행 업무, ⑪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장기 보증 이용 기
업에 대한 보증 심사 등 업무의 대행 업무”이다.63)
그런데 이렇게 신고 절차를 통하여 인정된 부수 업무를 은행법령이 규정한 부수

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60호(전북은행 부수업무 공고).
60) “P2P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원장, 대부계약조건 및 대부계약서 사본 등을 송부받아 이를 보관 및
관리하거나, P2P대출중개업체의 업무 중단 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의 투자금 정산 대행
업무”를 말한다(위 금융위원회 공고).
61)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상품”을 말한
다(위 금융위원회 공고).
62) 단,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대출중개업체의 부도나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차입
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위 금융위원회 공고).
63) “보증상담 및 접수, 보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신용 조사, 보증
심사 및 보증 승인(조건 변경, 기보증 회수 보증, 증액 보증), 보증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료
등 제수입금 수납, 보증 해지, 보증 기업 사후 관리, 보증 사고(부실) 관리,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 업무”를 말한다(위 금융위원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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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하나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는 부수 업무 구분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신고를 통한 부수 업무는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영
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은행법령이 규정한 부수 업무와 신고를 통한 부수 업무
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규정 방법이라고 본다.

Ⅵ.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개선 방안
2010년「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이 부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수 업무의 범위에는 겸영
업무의 성격을 가진 것도 같이 규정되어 있어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2010년「은행법」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구분이 명확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체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 신고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은행의 업무 확대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업무 범위 규제 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는 은행의 업무 확대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다른 금융업권의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해당 금융업권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가 금융의 융합화와 통합화
(즉 복합금융상품의 확대 등의 현상)라는 점에서 보면 은행 업무 확대 필요성을 인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업무 확대로 해당 금융업권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업무 확대의 문제를 금융업권 사
이의 영역 다툼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업무 확대가 오히려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이 확대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다음과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자산운용업 확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자산운용업은 어느 특정
기관의 고유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으로 분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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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탁업의 경우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다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점
에서 보면 은행에게 자산운용업을 전면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
고 이러한 업무는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업무라서 은행에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
다. 특히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운용수수료 인하 등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산운용업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게 신탁업과 투자
자문업은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투자일임업의 경우 은행에게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만 투자일임업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투자일임업의 전
면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집합투자업의 경우도 은행에게 투자신탁에 대한 집합투자
업만 허용하고 있고, 투자회사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자산운용업이 어느 한 금융기관이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금융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은행에게 전면적인 집합투자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에게 여신전문금융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만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
법」상의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도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대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성격상
은행이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특히 은행이 이러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에 경
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금
융투자회사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8호).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은행에게 여신전문금융업을 전면적으
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셋째, 증권 업무 확대 방안이다. 이 분야는 특히 금융투자업권과의 영역 싸움이
되는 분야라서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은행은 증권 업무로서 국채, 지방채 및 특수
채의 인수·매출, 매매, 모집·매출의 주선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종전「은행업
무 중 부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채 매매 업무가 허용되었던
것보다 더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증권 업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증권
투자중개업 업무는 은행이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은행의 건전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는 점에서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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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4) 이는 우리가 전업주의의 큰 상징인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라는 생각에 잡혀
있어서 쉽게 허물 수 없는 장벽으로 보고 있지만, 중개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
면 허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오히려 허용을 통해서 경쟁에 의한 수수료 인하
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65) 및 일본의 경우도 고객의 서면 주문에 의한
증권 중개업이 허용되어 있다는 점66)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직접 자기 계산으로 증권, 특히 위험성이 높
은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매한다는 점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은행이 위험 관리 체계를 잘 갖
추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이 업무를 허용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 성공적인 겸업은
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은행이 증권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험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은행에게 증권 업무를 전면적
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64) 같은 취지의 논의는 김홍기,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은
행법연구」제1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08. 11, 42면.
65) 12 U.S.C. Sec. 24(7). 은행의 증권업 영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Richard S. Carnell, Jonathan R. Macey
& Geoffrey P. Miller, The Law of Financial Institutions, Wolters Kluwer Law and Business, 2013, pp.
130-144.
66)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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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은행의 업무 범위 문제는 은행 규제의 핵심 사항의 하나이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은행 업무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고
유 업무, 겸영 업무, 부수 업무의 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은행의 업무 범위가 넓혀져 왔다. 이러한 분
류 체계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업무가 은행에게 추가적으로 허용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은행 업무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 분석과 은행의 업무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 「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 즉 투자성 있는 예금에 관한 정의 조항을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은행 업무의 하나로 규정된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어떤 업무를 뜻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이 업무
가 법적으로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은
행업 정의 조항에 ‘지급청산결제 업무’를 추가하여 은행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명확
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은행의 업무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업을 전
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제한되어 있는 투자일임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 업
무로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은
행의 대출 업무와 관련된「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금융업을 겸영 업무로서 전
면 허용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증권 업무의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증권 중개업의
경우 은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수수료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인
하 등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할 실익이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
확대 문제는 금융업권 사이의 영역 다툼의 문제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
익 제고라는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은행업과 증권업 겸업을 허용하는 겸업은행제도의 도입 방안도 심도 있게 논
의할 필요가 있다.

고동원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69

참고문헌
고동원,「금융규제와 법」, 박영사, 2008.
______, “은행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2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11.
_____,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은행법연구」제1권 제1
호, 은행법학회, 2008. 5.
______, “2010년 개정「은행법」의 법적 검토,”「은행법연구」제3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0. 11.
고동원·권태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
제,”「기업법연구」제31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7. 9.
김건식·정순섭,「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김용진, “은행에금의 소멸시효,”「판례월보」제153호, 판례월보사, 1983.
김학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의 구조와 그 법률행위의 성질,”「대법원판례해설」제79호,
법원도서관, 2009.
김홍기,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은행법연
구」제1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08. 11.
김효연,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09. 11.
박철영,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증권법연구」제10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9. 12.
안성포,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은행
법연구」제1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08. 11.
_____,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집단신탁을 중심으로－,”「비교사법」제14권
제3호(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오시정,「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기업금융편)」, 한국금융법연구원, 2017.
오영표,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법적 쟁점,”「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은행
법학회 편, 피앤시미디어, 2016.
이병화,「축조해설 은행법」, 삼우사, 2008.
이헌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증권법연구」제1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2. 4.
_____,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은행법연

70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8. 11)

구」제9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6. 5.
임재연,「자본시장법」, 박영사, 2015.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9.
정순섭,「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최성현,「여신실무법률」, 한국금융연수원, 2015.
한국금융연수원,「수신실무법률(개정판)」, 1997.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_______,「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4.
한지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3. 6.
홍영만,「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小山嘉昭,「詳解 銀行法」, 東京, 金融財政事情硏究會, 平成 16年(2004年).
池尾和人 編著,「入門 金融論」,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平成 16年(2004年).
Benston, George, “Universal Banking,” 8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4.
Carnell, Richard S., Jonathan R. Macey & Geoffrey P. Miller, The Law of Financial Institutions,
Wolters Kluwer Law and Business, 2013.
Lovett, William A. & Michael Malloy,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 (in a Nutshell),
Thomson West Publishing Co., 2014.
Saunders, Anthony & Ingo Wa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Shooner, Heidi Mandanis & Michael W. Taylor, Global Bank Regulation: Principles and Policies,
Elsevier, 2010.

71

고동원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 11 no. 2, November 2018

<ABSTRACT>

Legal Analysis on the Scope of Business of Banks in Korea
Dong Won Ko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scope of business of banks
in Korea. The scope of business is one of kee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it may significantly affect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rel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since it is controversial issue whether a bank is
allowed to engage in accepting deposits without principal guaranteed, the Bank Act should be
amended to clearly prescribe a definition of a ‘deposit,’ dividing into a deposit with a principal
guaranteed and a deposit without a principal guaranteed. Second, because the meaning of a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business’ is not so clear, it is necessary that the name of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business’ should be changed into a ‘payment, clearance and
settlement business,’ which is a reflection of the nature of a bank’s current business, and
further, such business should be clearly categorized as one of a bank’s core activities. Third,
certain businesses should be expanded as a bank’s concurrent activities; among others, the
scope of discretionary asse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nlarged, other lending related
businesses such as financial leasing business, installment lending business and ‘new technology
financing business’ should be permitted, and securities related business including securities
brokerage business should be also allowed.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a bank’s business
is believed to provide financial consumers with more benefits such as decrease of fees through
compet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Key word : Banking Business, Core Business, Concurrent Business, Anci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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