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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어

Ⅰ. 서 설
최근 미국은 주택산업(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침체를 원인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그 골이 깊어지자 관련 금융기관을 매각1)하거나 은
† 논문제출일 : 2008. 11. 16. 심사개시일 : 2008. 11. 17. 게재확정일 : 2008. 11. 23.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SJD). 부족한 발표논문에 귀중한 토론으로 참여하여
주신 신보성 연구위원, 이인영 변호사, 정 대 교수, 최승재 교수 및 허영만 변호사께 감사드린다.
1) 예컨대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2008년 3월 16일에 제이피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에게 인
수되었고【위키백과, “베어스턴스,” 위키백과(2008) <http://ko.wikipedia.org/wiki/%EB%B2%A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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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지주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2)하는 등의 형태로 신용위기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일
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96%B4%EC%8A%A4%ED%84%B4%EC%8A%A4> (검색일 2008. 10. 20)】, 페니메(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야 Mac)도 사실상 미국정부에 인수되었으며【김노향, “패니메이ㆍ프레디맥 구제는 단기호
재일까 악재일까?,” 한국증권신문(2008. 9. 16)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html?no=21918>
(검색일 2008.10.22)】,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특정사업부분(advisory businessess)은 바클
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에 매각되었고【Barclays Capital, “About Barclays Capital : News
Release : Lehman Brothers Business Reopens Under Barclays Ownership,” Barclays Capital(22 Sep. 2008)
<http://www.barcap.com/sites/v/index.jsp?vgnextoid=e76aef516aa8c110VgnVCM2000001613410aRCRD&vg
nextchannel=1c6c15cd3f4f8010VgnVCM1000002581c50aRCRD> (검색일 2008. 10. 20)】, 메릴린치(Merrill
Lynch) 역시 뱅크 오브 어메리카(Bank of America)에 매각되었다【Wikipedia, “Merrill Lynch,”
Wikipedia(2008) <http://en.wikipedia.org/wiki/Merrill_Lynch> (검색일 2008.10.20)】.
2) 예컨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2008년 9월 21일 같은 날 은행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했다고 각 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Goldman Sachs, “Our
Firm : Press: Press Release : Goldman Sachs To Become The Fourth Largest Bank Holding Company,”
Goldman Sachs(2008. 9. 21)<http://www2.goldmansachs.com/our-firm/press/press-releases/current/bankholding-co.html>(검색일 2008. 10. 1) ; Mogan Stanley, “About Mogan Stanley: Morgan Stanley Granted
Federal Bank Holding Company Status By U.S.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Mogan
Stanley(2008.9.21) <http://www.morganstanley.com/about/press/articles/6933.html>(검색일 2008. 10. 1).
이들 두고 국내에서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채지용,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금융 지주회사 변환,” 인터넷신문 파이낸셜뉴스
(2008.9.22)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430024&
cDateYear=2008&cDateMonth=09&cDateDay=22> (검색일 2008.10.20)】기술한 바와 같이 ‘은행’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신청하였다. 참고로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그 근거법률도 전자는 은행지
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 이하 ‘BHCA’라 함)이고 후자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또는 Gramm-Leach-Bliley Act. 이하 ‘GLBA’라 함)으로 서로 다르다. 미국의
GLBA상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미국 문헌에서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점에 대
하여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으로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특별한 조건【자회사 은행이 경영
과 자본이 양호해야 하고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이하 ‘CRA’라 함)상 양호 이상을
등급을 획득해야 함】을 구비한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2
U.S.C.A. §§ 1841(p) & 1843(l)(1) ; Jonathan R. Macey, Geoffrey P. Miller & Richard Scott Carnell, ｢Banking
Law And Regulation｣ 445-446 (Espen Law & Busniess, 2001) ; 정용상/김성배,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해｣(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65-66면. 그러나 예외적(미국 문헌에서 은행지주회사가 아
닌 은행 등이 자회사로 되어 바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는 의미에서)으로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은행 등(thrift를 포함함)이 자회사가 된다면 은행지주회사
가 금융지주회사로 될 수 있는 동일한 특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GLBA상 금융지주회사로 바
로 설립될 수 있다. 예컨대 Patrica A. McCoy, ｢Banking Law Manual｣ § 4.03[4][b] (LexisNexis, 2006).
이하 미국의 경우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법률명으로 인용하지 않고
｢미국연방성문법주석집｣(United States Code Annotated: 이하 ‘U.S.C.A.’라 함)으로 통일해서 인용하
기로 한다.
3) 송홍선, “2008 금융위기와 자본시장 규제의 변화,” ｢자본시장 Weekly｣ 제2008-39호(한국증권연구원,
2008. 9. 30∼10. 6), 1면 ; 신보성, “투자은행 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들,” ｢자본시장 Weekly｣ 제
2008-37호(한국증권연구원, 2008. 9. 16∼9. 22), 1면 ; 서병호,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The Banker｣(전국은행연합회, 2008. 4), 16면(이하 ‘Banker'라 함). 주택산업의 침체로 출발한
미국 금융위기의 개괄적인 전개과정을 소개한 문헌으로는 송홍선, 전게논문,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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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심한 돌림병을 앓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 국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민 중에 있다.4)
급박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14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5) 이번에 발표된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번 금융지주회사
법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내부시너지와 외부시
너지 효과6)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당시는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
유는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선진국으로부터 구제금
융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강도 놓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으며 이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금융지주회사법이었던 것이다.7)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
4)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많은 조치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중 일부만 소개하기로 한다.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로는 정영오, “유럽, 금융구제펀드 ‘불협화음',” 인터넷판 한국일보
(2008. 10. 3)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10/h2008100302444422530.htm>(검색일 2008.
10. 22) ; 독일의 경우 이규창, “독일, 5000억유로 구제금융안 발표,” 머니투데이(2008. 10. 13) <http://
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101321262128204&type=1&outlink=2&EVEC>(검색일
2008. 10. 22) ; 네덜란드의 경우 SBS, “뉴스 : 미-EU 위기 타개 ’안간힘‘…금융정상회의 합의,” 2008년
10월 20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88407>(검색일 2008. 10.
20) ; 호주의 경우 김지형, “전세계 정부, 금융구제 착수…유로존 공동대응책 도출,” 매일경제(2008.
10. 13)<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24359&showFlag=>(검색일 2008. 10.
22); 중동의 경우 이기철, “[기로에 선 세계금융] 세계 각국 금융구제책 속속 착수,” 서울신문(2008.
10. 1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14004010&spage=1>(검색일 2008. 10.
22); 중국의 경우 유강문, “중국 금융위기 ‘예방주사’,” 한겨례(2008. 10. 14) <http://www.hani.co.kr/
arti/international/china/315913.html>(검색일 2008. 10. 20). 세계의 금융위기에 대해 일본에서는 지금
의 금융위기에 처한 국제사회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기회로 삼
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일한, “일본,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사 나설까,” 머니투데이(2008. 10.
21)<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102108295011277&type=2>(검색일 2008.
10. 22).
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6) 여기서 내부시너지 효과는 비용시너지 효과를 의미하고 외부시너지 효과는 수익시너지 효과를 의
미한다. 그 예로 전자의 경우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동시설을 이용한 위탁업무와 공동업무나 광
고 및 연결납세 등이고 후자의 경우는 수익증진을 위하여 복합상품의 개발과 교차판매 등을 들 수
있다. 서병호,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필요성,” ｢주간 금융브리프」제17권 9호(한국금융연구원,
2008. 3. 1∼3. 7), 5-6면(이하 ‘금융브리프’라 함) ; 이건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과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43호(한국금융연구원, 2007. 10. 27∼11. 2), 5-6면.
7)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보도한 미국 일간지로는 Andrew Pollack, “South Korea Says I.M.F. Has
Agreed To Huge Bailout,” ｢New York Times｣(Dec. 1, 1997) <http://query.nytimes.com/gst/
fullpage.html?res=9E00E3DC1F3AF932A35751C1A961958260>(검색일 2008. 10. 23). IMF와 관련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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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당시 도입목적이 금융그룹의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달성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

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겸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
을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이 효율성을 이유로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대책에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의 도구로써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힘
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적기시
정조치를 포함한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8)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 소
개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의 대부분은 행위에 관한 조치이고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회사기회유용
이론을 제도보완의 과제로 살펴보는 이유는 다수의 기업이 지주회사라는 거대한 조
직 내에 있기 때문에 회사기회의 유용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살
펴보는 것이며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보
완의 과제로 연결납세와 부가가치세의 검토 및 수수료배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법제와 유
럽연합(European Union : 이하 ‘EU’라 함)의 지침(Directives)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자료의 소개로는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비교사법｣ 제12권 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12), 495
면 주1)(이하 ‘힘의 원천이론’이라 함).
8) 이 중 힘의 원천이론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적용되고 상호보증은 부보된 금융자회사간에 적용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미국법제상 상호보
증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논의할 점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미국법제상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부보된 금융자회사간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
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금융회사는 우리법제상 부보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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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1. 입법목적의 명확성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인 겸업을 통한 효율성을 다음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지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명확히 하였다. 첫째 ‘금융회사의 대
형화⋅겸업화’란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9)에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효율
성을 그 주된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금융기관의 집
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없는 대형화와 겸업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결국 금
융지주회사법의 목적은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방지하겠다
는 입법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즉
원래 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을 하나의 조직 내에 통합하여 단일 금
융기관이 발휘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당연한 목적을
이번 개정안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
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등 선진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에 강도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란 주문을 받고 이를 수행하려는 도구로 제정된 것
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이란 원래의 목적을 법 자체에서도 명확히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10) 이런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분명히 하였다
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GLBA의 목적도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업과의 겸
업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향상이라고 한 바 있다.11) 경쟁력의 향상이란 목
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조.
10) 전삼현,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자유기업원, 2002), 23면(이하 ‘대안’이라 함) ; 김문재, “금
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분석과 제언,” ｢비교사법｣ 제8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6), 791면 ; 백정
웅, 힘의 원천이론, 495-496면.
11) GLBA 前文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To enhance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by providing a prudential framework for the affiliation of banks, securities firms,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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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겸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EU는 그 지침에서 EU 회원국이 많다보니 회원국간의 차별적인 규제
를 제거하여 해당 거래나 영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12)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여 겸업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이 목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EU는 이미 겸업은행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겸업을 통한 효율성은 새로운
주제는 아니며 오히려 EU 회원국간의 공정한 경쟁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
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나 미국 및 EU도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이 해
당 법제상 주요한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별 지주회사와 규제의 차별성
종전까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라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하위의 용어로 은행지주회사와 지방은행지주회사만 사용하였고 이를 반영하듯이
and othe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12) 前文, Directive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rch 2000 relating
to the taking 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credit institutions, O.J.L. 126, 26/05/2000, pp. 1∼
59(2000)(이하 ‘Banking Directive’ 또는 ‘은행지침’이라 함). 예컨대 Banking Directive 前文 중(3), (5),
(7)에서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다.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지침도 은행지침과 동일하다. 前文, Directive
98/7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1998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in an insurance group, O.J.L. 330, 5/12/1998, pp. 1∼12(1998) (이
하 ‘Insurance Group Directive’ 또는 ‘보험그룹지침’이라 함). 예컨대 Insurance Group Directive 前文
중 (1)에서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다. 투자회사그룹에 적용되는 지침도 은행지침과 비슷하나 건전성
규제와 공정한 경쟁도 주요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前文, Council Directive 93/22/EEC of 10 May
1993 on investment services in the securities field, O.J.L. 141, 11/06/1993, pp. 27∼46(1993) (이하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또는 ‘투자그룹지침’이라 함). 다만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
의 경우는 투자그룹지침과 비슷하게 최근 금융시장의 발달로 이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supervision) 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지침을 제
정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은행지침과 투자그룹지침 및 보험그룹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前文,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L. 35, 11/02/2003, pp. 1∼27(2003) (이하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또는 ‘복합금융그룹지침’이라고 함). 예컨대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前文 중 (1)과 (2)에서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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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중심의 규제를 획일적으로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적용하였던 것이다.13)
그러나 이에 대해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종전의 은행지주회사 이외에 보
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라는 용어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간의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고 이는 결국 규제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보험지주회사라 함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고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를 의미하며,14) 금융투자지주회사라 함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고
금융투자업15)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1개 이상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의미한
다.16) 또한 비은행지주회사 내에 보험회사와 이와 관련된 회사 및 증권회사와 이와
관련된 회사가 자회사로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이와 관련된 회사에 대하여
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증권회사와 이와 관련된 회사는 금융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17) 이에 반해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은행법상의
은행과 한국산업은행법상의 은행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
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및 이들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를 의미하며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와 같이 지배가 금지되는 자회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고 본다.18)
이에 대해 미국도 개별 지주회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우리 금융지주회
사법 개정안과 동일하다.19) 그러나 미국의 개별 지주회사는 그 대부분이 개별 근거
법률에 기초20)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개별 지주회사의 근거법률이 단일21)의 금융
13) 전삼현, ｢CFE Report No. 21 :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자유기업원, 2007. 11), 28면(이하
‘개선방안’이라 함).
1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6의3호.
15) 여기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6의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1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6의4호.
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행법․금융지주회
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2008. 10. 13) <http://www.fsc.go.kr/jc/
jc0102/view.jsp>(검색일 2008.10.23), 10면(이하 ‘전체 보도자료’라 함).
1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5호의 반대해석.
19) 안철경, “보험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향 및 운영모델,” ｢WII｣ 제120호(보험개발원, 2008. 4) <http://
www.kid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DI_20080403_182632.pdf> (검
색일 2008. 11. 7). 해당 자료에는 쪽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인용위치를 소개할 수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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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
사나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단일 법률인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도 단일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반면 미국
은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기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22) 그러나 금융지주
회사 등에 대한 감독기관이 개별 감독기관으로 분화됨으로 인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관이 달라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면 개별 감독기관의 이점은
사라질 것이다.23)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단일화
된 우리법제가 미국보다는 낫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화된 감독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신속한 조치는 ‘제대로’된 조
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독립된 판단
에 의한 감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의 정비가 필요하고 또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24)

20)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는 BHCA에,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와 투자은행지주회사(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y)는 GLBA와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 이하 ‘SEA'라 함)에, 보험지주회사(Insurance Holding Company)는 각 주의
보험법과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 함)의
案(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 NAIC 440-1, 이하 ‘NAIC 440-1’이라 함)에 그 근
거를 두고 있다.
21) 류동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제와 주요쟁점,” ｢법제현안｣ 제2006-1호(국회사무처 법제실, 2006.
4), 5면.
22) 즉 은행지주회사는 연방준비이사회(Board of Governors'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FRB’라
함)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FRB가 포괄적인 감독기관(umbrella supervisor)이 되
나 보험과 증권(투자)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능적 규제(functional regulation)를 받게 되어 보험은
각 州에 의한 감독을 받고 일정한 경우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이하 ‘SEC’라 함)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되며, 보험지주회사는 각 州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된다.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12 U.S.C.A. § 1844(a) ;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적인 경우 12 U.S.C.A. §§ 1844(a) &
1841(p) ;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업의 경우 15 U.S.C.A. § 6711 ; 금융지주회사의 증권업의 경우 15
U.S.C.A. § 78q(i)(1)(A).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각 州에 의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모두 열거할 수
는 없고 대표적으로 뉴욕주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 : 이하 ‘NYIL’이라 함)과 NAIC의 案(NAIC
440-1)을 소개하기로 한다. 뉴욕주 보험법의 경우 NYIL, § 1503 ; NAIC의 경우 NAIC 440-1, §§ 9 & 10.
23)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윤모,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 본 SEC의 감독
기능,” ｢자본시장 Weekly｣ 2008-4호(한국금융연구원, 2008. 10. 12∼10. 20), 3면. 또한 금융그룹에 대
하여 통합감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건범, 전게논문, 7면.
24)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금융감독의 문제에 관한 대책의 개괄적인 소개로는 정윤모, 전게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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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의 경우는 그 지침별로 몇 개의 금융지주회사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과 같
이 개별 지주회사별로 근거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금융
지주회사법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은행지침상의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기관25)(financial institution)으로 그 자회사가 주로 금융기관 또는 신용기
관26)(credit institution)이면서 자회사로서 신용기관이 최소한 1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27) EU 은행지침상 금융지주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업지주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순수금융
지주회사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회사법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EU 은
행지침상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로 신용기관(반드시 두어야 함)과 보험회사 이
외28)의 금융기관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자회사인 신용기관과 금융기관이 영
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기관인 자회사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해
당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통상적인 여수신 등과 관련된 업무29)를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권의 보유나 관리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의 관리 또는 기타 신용기관의
주요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30) 이에 대해 금융기관인 자회사는 신용기
관과 보험회사 이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신용카드, 증권과 주식 및 자
문업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31) EU 은행지침은 금융지주회사 외에도 복합업
무지주회사(mixed-activity holding company)란 개념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자회사 중 1개 이상은 신용기관이 있어야 하나 모회사격인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
사나 신용기관이 아닌 회사를 의미한다.32) 복합업무지주회사 역시 사업지주회사를
25)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신용기관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EU 지침 별첨Ⅰ
제2호부터 제12호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Banking Directive, § 1(5). 별첨 Ⅰ 제
2호부터 제12호에 열거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출, 3. 금융리스, 4. 송금, 5.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발행 및 관리, 6. 보증과 위탁, 7. 계좌거래, 8. 주식발행의 참여 및 이에 관한 서비
스, 9. 자본구조와 산업전략 및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자문 및 합병과 관련된 서비스와 자문,
10. 금전중개, 11. 경영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자문, 12. 주식보관과 그 관리. 13-14. 생략.
26) 여기서 신용기관이라 함은 여수신과 전자화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Banking Directive, § 1(1). 우리나라의 은행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27) Banking Directive, § 1(21).
28) 보험회사에게는 은행지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그룹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9) Banking Directive, § 1(1).
30) Banking Directive, § 1(23).
31) Banking Directive, Annex Ⅰ. 그러나 금융기관도 대출과 같은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업무도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32) Banking Directive,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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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EU 자본적정성지침상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자회사가 주로 투자회사(investment firm)나 기타 금융기관이면
서 투자회사가 최소한 1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33) 이에 따라 그 자회사인 투자
회사는 일정한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전문적인 투자서비스를 제3자에게 정기
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34) 자본적정성지침에도 은행지침과 동일하게 복합
업무지주회사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자회사 중 1개 이상은 투자회사
이어야 하지만 모회사격인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의미한다.35) 셋째 EU 보험그룹지침상 금융지주회사로는 보험지주회사와 복합업무
보험지주회사(mixed-activity insurance holding company)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지주회사라 함은 보험의 인수나 재보험의 인수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지배
하며 그 자회사 중 최소한 1개 이상은 보험의 인수업을 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를 의미한다.36) 또한 복합업무보험지주회사라 함은 그 자회사 중 최소한 1개 이상
은 보험의 인수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으면서 모회사격인 지주회사가 보험의 인수나
재보험의 인수 또는 보험지주회사 이외의 회사를 의미한다.37) 끝으로 복합금융그룹
지침은 금융지주회사로는 복합금융지주회사(mixed financial holding company)만 인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합금융지주회사라 함은 모회사격인 지주회사가 신용기관이
나 보험회사 또는 투자회사38) 이외의 회사이면서 최소한 그 자회사 중 1개 이상은
EU 내에 본점을 둔 신용기관이나 보험회사 또는 투자회사인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

33) Council Directive 93/6/EEC of 15 March 1993 on the capital adequacy of investment firms and credit
institutions, O.J.L. 141, 11/06/1993, pp. 1∼26(1993) (이하 ‘Capital Adequacy Directive’ 또는 ‘자본적정
성지침’이라 함), §§ 2(8) & 7(3) 제1문.
34) Capital Adequacy Directive, § 2(2);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 1(1) & (2).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
로는 (1) 양도성 증권 (2) 금리연동유가증권 (3) 현금결제와 동일한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선물계
약 (4) 선물금리계약 (5) 이자와 통화 및 주식스왑 (6) 별첨 B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
분에 관한 옵션을 말한다. 또한 별첨 A에 규정된 서비스라 함은 (1)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별첨 B
상의 유가증권의 수취와 송부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취나 송부의 지시의 실행 (2)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별첨 B상 유가증권의 거래 (3) 투자포트폴리오가 별첨 B상의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구별되는 지시에 의한 투자포트폴리오의 관리 (4) 별첨 B상의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발행의 신청에 대한 인수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Annex, Section B.
35) Capital Adequacy Directive, § 7(3) 제2문.
36) Insurance Group Directive, § 1(i).
37) Insurance Group Directive. § 1(j).
38) 복합금융그룹지침은 신용기관과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를 규제하고 있다.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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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의미한다.39) 그러나 EU 지침은 지침별로 금융지주회사를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규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금융지주회사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EU 지침보다는 낫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험그룹지침상 보험지주회사와 복합업무보험지주회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침에서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중심으로 개념 정의를 한 반면 복합업무보험지주회사는 모회사격인 지주회사를 중
심으로 개념 정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
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대별되며40) 개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차별성을 인정하
여 지주회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보다 발전된 입법이라고 생각되고 이 점
은 미국이나 EU와 동일하다. 다만 개별규정에 의하여 개별 금융지주회사를 규제하
는 미국과 EU와는 달리 이번 우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단일 법률로 개별 지주
회사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3.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범위 및 자․손자회사 등의 범위
(1) 개 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41)이나 비은행지주회사(예컨대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

39)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2(15).
40)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비은행지주회사란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한
종류를 의미하기 보다는 은행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판
단된다. 그 이유는 현행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에
도 주력 자회사에 전제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 제3항과 제5
항) 그 주력 자회사가 결정되면 어떤 지주회사인지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력
자회사가 보험회사인가 증권회사인가에 따라 보험지주회사로 금융투자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것이
지 비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설사 비은행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
의 비은행지주회사인지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를 나타내는 하나
의 독립된 지주회사의 종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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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2)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외의 계열
회사43)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나,44)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
다.45) 첫째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둘째 계열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
우, 셋째 기존의 자회사의 관계가 소멸한 후 이제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
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46)
다만 증손회사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일정한 외국의 비금융회사이거나 또는 손자회
사로 될 당시 이미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거나 또는 손자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이 회사가 계열회사로 되면서 지배하게 된 경우 이들 회사
는 예외적으로 증손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47) 그러나 EU의 경우에는 자⋅손자
회사 등의 수직적 제한은 없다고 해석된다.48)
다만 은행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등을 편입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업무
와 연관성이 있거나 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업무관련성이
구비되어야 하나,49)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와 같은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업무관련성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50)에서 차이가 있다.

4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3; 동 법 개정안 제20조 제1항.
43) 여기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4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4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
4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4 단서.
4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본문. 다만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는 그 특칙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6조; 동 법 개정안 제32조.
4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단서.
48) Banking Directive, § 1(13) ; Capital Adequacy Directive, § 2(7) ;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 1(12) ;
Insurance Group Directive, § 1(e);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2(10).
4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1항.
50)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와 제26조;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동 법
개정안 제31조와 제32조. 다만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만 생명보험
회사는 생명보험회사만 지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3호.

백정웅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161

(2)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도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
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이외의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은 종전의 금융지주회사법과 동일하다.51)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설립
시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은 설립된 후 2년간만 한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52)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53) 외국의 금융기관과 일정한 경우 비금융 외국회사 등을 예외적
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54)
이에 대해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은행 이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은행업 또는 이와 관련55)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56) 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지만 다수의 비은행업무 특히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 증권의 중개 및 매매,57) 국채의 인수 및 매매, 보험인수 등의 대리업58)
도 영위할 수 있다.59) 따라서 은행지주회사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도 영위할 수 있었다. 반면 GLBA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본질
적인 금융업과 이에 부수된 금융업무60) 및 부수된 금융업무를 보완61)하는 업무를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3 본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3 단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 본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1호.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ꡔⅡ.3.1. 개관ꡕ 참조.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익창출의 합리적인 기대가능성’(reasonably expected to
produce benefits to the public)이라고 할 수 있다. 12 U.S.C.A. § 1843(j)(2)(A).
12 U.S.C.A. § 1843(a)(2), (c)(6) & (c)(8). 다만 사실상 일몰조항의 형식을 통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한 비은행회사의 주식이나 영업은 은행지주회사가 된 후 2년 이내 최장 5년 이내에 이
를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이 기간까지는 비은
행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비은행업을 할 수 있다. 12 U.S.C.A. § 1843(a)(2).
여기서 증권의 매매는 자기고유의 계정에 의한 매매이면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riskless principal)
매매를 의미한다. 12 C.F.R. § 225.28(b)(7). 여기서 CFR이라 함은 ｢행정규정의 연간편철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의미한다.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106(2d Pocket ed., 2001).
여기서의 보험인수 등의 업무도 5천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12 C.F.R. §
225.28(b)(11).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 C.F.R. § 225.28(b).
본질적인 금융업과 이에 부수된 금융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12 U.S.C.A. § 1843(k)(4) & (k)(5) 참조.
부수된 금융업무를 보완하는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금기관이나 전체 금융구조의 안전성과 건전
성에 중대한 위험을 주지 않아야 된다. 12 U.S.C.A. § 1843(k)(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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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62) 그러나 GLBA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전에 영위했던 비금융업무나 비금융
회사의 주식소유는 해당 비금융업무와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로부터 연간 총매출액
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연간 총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9
년 이후 최장 15년간만 예외적으로 해당 비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비금융회사의 주
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3)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 내 은
행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간의 교차영업은 할 수 없다.64) 또한 GLBA는 금융지주
회사의 은행자회사와 이 은행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비금융계
열사65)의 특정거래(covered transactions)66)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67) 즉
계열사간의 단일거래의 경우는 은행의 자기자본과 잉여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
며68) 계열사간의 거래의 합계의 경우에도 은행의 자기자본과 잉여금의 20%를 초
과할 수 없고69) 독립된 신용평가에 의한 거래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불량자산70)
62) 12 U.S.C.A. § 1843(k)(1).
63) 12 U.S.C.A. § 1843(n)(1) & (n)(4). 이 조항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업무나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적
극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 곧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일몰조항의 반사적 효력으로써 인정된 것
뿐이다. 김주연, ｢경제개혁리포트 2007-14호: 美 저축은행지주회사법 추신의 의미｣(경제개혁연대,
2007.11), 9면.
64) 12 U.S.C.A. § 1843(n)(5).
65) 여기서의 계열사란 지배를 하든지 받든지를 불문하고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12.
U.S.C.A. § 1841(k).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은 비금융계열사는 금융지주회사
의 자회사인 것이다. 참고로 해당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term affiliate
means any company that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company.
계열사에 대한 다른 규정에서의 의미도 기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12 U.S.C.A. §
371c(b)(1) 참조.
66) 여기서 특정거래라 함은 계열사(계열사는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함)에 대한 신용공여,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신용공여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함), 계열사의 자산취득, 계열사를 위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채무의 인수 또는 신용장발
행이란 거래를 의미한다. 12 U.S.C.A. § 371c(b)(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조, “미국 보험지
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사회경제평론｣ 제26조(한국사회경제학회,
2006.4), 25-26면.
67) 12 U.S.C.A. § 1843(n)(6).
68) 12 U.S.C.A. § 371c(a)(1)(A).
69) 12 U.S.C.A. § 371c(a)(1)(B).
70) 여기서 불량자산이라 함은 聯邦이나 州 감독당국이 가장 최근에 당해 계열사를 평가한 표준이하
(substandard), 요주의(doubtful), 손실(loss), 또는 해당 감독당국이 별도로 표시한 등급(other loans
especially mentioned)을 의미한다. 12 U.S.C.A. § 371c(b)(10)(A). 이와 같은 불량자산은 계열사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를 위한 신용공여, 지급보증, 채무보증 또는 신용장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12 U.S.C.A. § 371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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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였다.71)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거래 중 신용공여, 지급보증,
채무보증 또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한 거래액의
100%에서 130%72) 사이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73)
한편 EU 은행지침에서는 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 금융지주회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지침상 금융지주회사는 신용
기관(반드시 1개 이상은 자회사가 되어야 함) 또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회사
인데 지배대상인 자회사가 모두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고 ‘전적’(exclusively)으로나 ‘주로’(mainly)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이면 되는 것이
다.74)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은행지침상 금융지주회사는 예외적으로 비금
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지침상 복합업무지주
회사의 경우도 모회사격인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나 신용기관이 아니라면 그 자
회사로는 신용기관이 1개 이상이면 복합업무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에75) 이 역시 비
금융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복합금융그
룹지침상 복합금융지주회사76)도 자회사 중 1개 이상만 신용기관이나 보험회사 또
는 투자회사이면 되기 때문에77) 비금융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고 하겠다.

71) 12 U.S.C.A. § 371c(a)(3).
72) 특정거래 시 담보비율은 해당 담보가 미국의 聯邦政府 등이 인정한 것이라면 100%, 미국의 州政府
등이라면 110%, 담보가 어음과 수표라면 120%, 끝으로 담보가 주식이나 물권 또는 채권인 경우에
는 130%의 담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12 U.S.C.A. § 371c(c)(1).
73) 12 U.S.C.A. § 371c(c)(1)(A)-(D).
74) Banking Directive, § 1(21).
75) Banking Directive, § 2(22).
76) 복합금융그룹지침상 복합금융지주회사를 우리의 은행지주회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U
복합금융그룹지침상의 복합금융지주회사는 보험업(반드시 있어야 함)과 은행업 또는 투자업이 동
시에 공존하고 있고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상 이런 형태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은행지주회사만 은행과 증권 및 보험을 동시에 겸
업할 수 있는 반면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의 겸업(비금융업포함)이고 금융투자지주
회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업의 겸업(비금융업포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
은행지주회사법이 EU 복합금융그룹지침상의 복합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EU 복합금
융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도 가능하다는 점과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신용기관과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 중 1개 이상만 EU 회원국 내에 본점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금융자회사도 가능하다
는 점은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와 다르다.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2(15).
77)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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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78) 그 특칙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79)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으며,80) 이 비금융회사인 손자회사는 또 다시 비금융회사를 증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81)
그러나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
고,82) 같은 종류의 보험회사만 지배할 수 있다.83) 예컨대 손해보험회사가 자회사
인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만이 손자회사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생명보험회사가 자
회사인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만을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회사가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84)
이와 비슷한 논리에 따라 보험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는 있어도 비금융회사를 지
배하지는 못하나,85) 보험자회사가 아니라 금융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국
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한 경우에는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86)
78)
79)
80)
81)
82)
83)
84)
8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ꡔⅡ.3.1. 개관ꡕ 참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3; 동 법 개정안 제20조 제1항; 동 법 개정안 제25조 및 제26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1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3호의 반대해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6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된다. 참고로 계열사에 관해서는 이미 자회사 단계에
서 제한이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금융기관은 동일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취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해당 금융업법이 동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따라 5%의 한도 내로
조정이 된다. 예컨대 보험업법 제109조에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소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상의 15%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로 축소되는 것이다.
8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6조 제2항. 그러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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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보험회사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술한 보험
지주회사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87)
이에 대해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업과 금융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만 영위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다.88) 즉 보험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영업이 가능하며,89) 자회사라는 이유만으
로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제한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90) 다만 업무영역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비금융업무(non-financial activities)
도 영위할 수 있지만,91) 비보험업무(non-insurance activities)를 주로 영위하고 있다.92)
한편 EU 보험그룹지침상 보험지주회사는 보험(1개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또
는 재보험의 인수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데 전적
(exclusively)으로 보험 또는 재보험의 인수업만 하는 자회사일 필요는 없고 ‘주

로’(mainly) 보험 또는 재보험의 인수업을 하는 회사이면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것
이다.93) 따라서 보험그룹지침상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복합업무보험지주회사도 자회사 중 1개 이상만 보험의 인수업을 하
면 되기 때문에94) 이 한도 내에서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4)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기술한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95) 그 특칙에서 다르게 규정
8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8조.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지배하
는 금융지주회사는 보험지주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보
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이 준용되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보험지주회사에서 같이 설명하였다.
88) 안경철⋅민세진,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 연구,” ｢보험학회지｣ 제75집(한국보험학회, 2006. 12),
180면 주23) ; 전삼현, 개선방안, 7면 ; 안경철, 전게논문.
89) NYIL, §§ 1601(a) & 1701(a).
90) NAIC 440-1, § 2(A).
91) Robert Charles Clark, “The Regul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92 Harv. L. Rev. 789,
807-808(Feb. 1979).
9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조, 전게논문, 19-21면.
93) Insurance Group Directive, § 1(i).
94) Insurance Group Directive. § 1(j).
9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ꡔⅡ.3.1. 개관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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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96)
이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으며,97) 비금
융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고,98) 비금융손자회사는 비금융
회사를 증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9) 반면 자회사가 금융회사(예
컨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 양자를 그 손자회사로 둘 수

있다.100) 따라서 비금융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한 점은 보험지주회
사와 동일하며101) 금융자회사가 금융회사를 포함한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
록 한 점도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와 같다.
또한 금융회사인 증손회사가 고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고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한 경우에만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102)를 고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103) 그러나 금융회사인 고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현손회사로는 지배할 수
없으나 지배대상인 현손회사가 비금융회사가 아니면서 현손회사의 주식총수를 소유
한 경우에는 고손회사의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104)
이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가 현손회사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지배를 받을 회
사는 비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지배할 회사가 지배받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
해야 한다.105)
이에 대해 미국의 투자은행지주회사【미국의 투자은행지주회사(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y)가 우리의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해당됨】
는 은행업과 금융업 및 이

와 관련된 업종만 영위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제한은 원칙
적으로 없고106) 기술한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만 미국의 투자은행지
96)
97)
98)
99)
100)
101)
10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6조의3 ; 동 법 개정안 제20조 제1항; 동 법 개정안 제32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1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은행과 보험회사는 제외한 다른 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6의4호.
103) 금융지주회사법 제32조 제1항.
10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2조 제3항. 그러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된다.
10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2조 제4항. 그러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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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사는 투자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SEC를 감독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107) 만약 SEC를 감독기관으로 선택
하게 되면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A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SEA에는 특별히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없
다.108) 따라서 미국의 투자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도 그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EU 자본적정성지침상 금융지주회사는 투자회사(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나 기
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회사인데, 오로지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만 자회사
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exclusively)으로나 ‘주로’(mainly) 투자회사 등 금
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면 되기 때문에109) 비금융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고 본
다. 또한 복합업무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 중 1개 이상만 투자회사이면 되기 때
문에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을 것이다.110)

4.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과 관련된 신용공여 등의 완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보험지주회사와 금
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신용
공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11)
또한 자회사 등은 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할 수 있으며,112)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113)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의

106) 안경철⋅민세진, 전게논문, 180면 주23) ; 전삼현, 개선방안, 7면.
107) 15 U.S.C.A. § 78q(i)(1)(A). 그러나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탈퇴권도 동시에 인정
하고 있다. Id. § 78q(i)(2)(A).
108) 이건범⋅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한국금융연구원,
2005.12), 21면.
109) Capital Adequacy Directive, § 7(3) 제1문.
110) Capital Adequacy Directive, § 7(3) 제2문.
11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6조 제1항.
11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6조 제2항.
11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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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배제되지만 자회사별로 적용되는 법규에 의한 자산운용과 건전성 규제가 적
용되도록 하였다.114)
그러나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것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를 배제하고 개별
업법에 의한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 받도록 하였다는 것은 개별업법에 의한 자
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115)가 정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
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5. 비은행지주회사의 적용유예
기업집단이 비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금
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규정(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의 지배금지, 순환출자 및 공동출자
등의 금지,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의 보유, 사업지주회사의 금지 등)116)은 5년간 적용되

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2년이 연장되어 총 7년간 그 적용이 유예된다.117) 그 이유
는 현재 기업집단의 출자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 두고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
나 현재 기업집단의 구조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법률구조가 더 낫기 때문에 이
번 개정안의 태도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적용된다.118)

6. 겸직범위의 확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동일한

114)
115)
116)
117)
1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10.14).
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의 소개로는 전삼현, 개선방안, 18-20면 참조.
유예되는 행위제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참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2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2조 제1항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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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조치만 취한다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 등
의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9) 이에 대해 미국도 지난 1999년
GLBA가 제정되면서 자회사간의 임직원의 겸직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120) 이
렇게 한 이유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수직
적으로만 결합121)하는 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
간의 ‘수평’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겸직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 업무위탁범위의 확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특정한 조치를 취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지주회
사 내 다른 자회사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122)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가 비본질적인 업무라면 위탁받은 자회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123) 물론 위탁된 업무가 본질적인 업무라면 위탁받은 자회사 등은 필요한 인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124) 이렇게 함으로서 업무가 중복됨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8. 투자 및 출자한도의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에서 그 자회
11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9조 제3항과 제4항.
120) 김훈⋅유종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분석과 발전방향,” ｢Monthly Bulletin｣(한국은행, 2008.9),
51면 주29) <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publication/monthly/
monthly01/info/holding2809.pdf>(검색일 2008. 11. 1).
121)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2항(개정안과 동일함). 따라서 임직원의 수직적 결합은 이미 이루
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직원의 결합을 ‘수평’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12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7조 제1항.
12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7조 제4항의 반대해석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12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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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출자한 총액을 차감한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었고,125)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해서 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다.126) 그러나 거대금융기관은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주로 설립되는데 이를 활성화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만약 자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아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더 이상 다른 자회사를 편입할 여력이 없게 되어 금
융지주회사가 의도한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발휘라는 원래의 금융지주회사법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127) 따라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감독상 건전성 규제의 강화로 이를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종전의 유가증권의 투자한도와 자회사에 대
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건전성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건전성 규제를 하게 되면 감독당국의 때에 맞는
조치를 전제로 하고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경영지도를 해야 할 것인데128) 이에 대
한 역량과 객관적인 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129)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9. 해외 증손회사의 지배 및 외국법인의 공동지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130) 외
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비금융회사를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131) 여기서 지배하
125)
126)
127)
128)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김주현,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브리핑룸 :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2008. 10. 13)<http://www.fsc.go.kr/jc/jc0101/list.jsp?menu=010101&bbsid=BBS0029&area=li_t_0501>(검
색일 2008. 10. 20)(이하 ‘금융위원회 인터뷰’라고 함).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의 인
터뷰내용이다.
129) 제도적인 보완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예컨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정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백정웅, “한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원광법학｣ 제23
권 제2호(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9), 365면 이하 참조(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함).
130)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13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19조 제2항 제1호.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이전에 이미 외국법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나승성, ｢금융지주회사법｣(한국학술정보(주), 2007), 191-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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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지주비율은 지배를 받을 회사가 상장회사이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비
상장회사이면 50%를 소유하면 손자회사는 이 회사를 증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132)
또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자회
사와 손자회사 등은 공동으로 해당 외국법인을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로 지배할 수 있
게 된다.133)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진출시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예컨
대 외국법인이 증권과 보험에 특화되어 있다면 우리 금융지주회사 내 증권자회사와
보험자회사가 지배(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134) 그러나 이 경우
에도 해외에 성급하게 진출할 것이 아니라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상태
에서 진출하거나 해외에 진출하는 자회사 등의 전문성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자회사
등간의 공동출자(지배)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135)

10. 불량자산의 거래확대와 정보공유의 확대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은 그 지주회사나 동일한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와
불량자산136)을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도 동
일하게 규정하고 있다.137) 다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는
부실자산의 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 및 보험’ 등의 금융자회사가 해당 불량
자산을 ‘금융투자’ 등의 다른 자회사에게 매도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라고 공고한 바
있으나138) 법률 차원에서의 허용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 이를 허용
132)
133)
134)
135)
13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3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8조 제1항 제2호 나목.
김주현, 금융위원회 인터뷰 참조.
서병호, 금융브리프, 5면 ; 서병호, Banker, 19면과 21면.
여기서 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의미하
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는 이를 ‘요주의’ 이하로 분류
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요주의 자산을 불량
자산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된다.
13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8조 제3항.
13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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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은행 등 보험자회사가 불량자산을 매입할
수는 없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를 개인을 포함한 ‘법인’의 금융거래
정보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예탁한 금전과 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
보뿐만 아니라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의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39)

11. 규제완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
(1) 대주주⋅자회사 등간의 거래제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은 당해 비은행지
주회사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140) 만약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 등을 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재적이사의
전원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고,141) 그 사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에도 공시해야 한다.142) 뿐만 아니라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비은행지주
회사 등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공개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는 등의 방법143)으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없다.144) 이상과 같
은 내용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 등이나 그 대주
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145) 결국 비은행지주회사 등과 대주주
나 그 자회사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 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나 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146)
139)
140)
141)
142)
14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4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4조 제3항.
여기에는 당해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
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4조 제4항.
14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4조 제5항.
14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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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규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① 당해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에게는 자산운용의 건
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② 금융소비자에게는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는 이유로 그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점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147)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GLBA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와 비금융계
열사148)간에는 독립된 신용평가에 의한 거래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불량자
산149)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였다.150)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감독관은 보험지
주회사가 그 보험자회사의 자산운용 등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중 보험감독관이 정한 사항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151) 만약 보험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보험감독관은 해당 보험지주회사와 비보험자회사를
검사할 수도 있고,152) 보험자회사간의 거래153)에 보험감독관의 승인이나 보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154) 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은행지주회사도 보험지주회
사와 유사하게 각종 보고서 또는 검사 등의 규제가 있을 뿐 신용공여의 한도나 행위
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안과 동일하다.155)
14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6조 제3항.
14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37조.
148) 여기서의 계열사란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12. U.S.C.A. § 1841(k). 다른 규정에서도 사
실상 이와 동일하게 계열사를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12 U.S.C.A. § 371c(b)(1).
149) 여기서 불량자산에 대하여는 앞의 ꡔ주70)ꡕ 참조.
150) 12 U.S.C.A. § 371c(a)(3).
151) NYIL, § 1504(a).
152) NYIL, § 1504(b).
153) 이 거래에 대한 기준으로는 NYIL, § 1505(a) ; NAIC 440-1, § 5A. 예컨대 자회사간의 매매, 신용공여
등의 거래금액이 전년도말 보험회사 자산의 5%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는 것이다. NYIL, § 1505(c).
154) NYIL, § 1505(a)-(c) ; NAIC 440-1, §§ 5A(2)-(5) & 5B. 뉴욕주 보험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건범⋅김우진, 전게서, 20면 참조. NAIC의 案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김상조, 전게논문,
22-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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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의 경우 신용기관을 중심으로 한 은행지침상의 금융지주회사와 투자회사
를 중심으로 한 자본적정성지침상의 금융지주회사156)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즉 ① 자기자본의 통합된 산정157) ② 지급능력비율의 통합된 산정158) ③ 시
장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통합된 관리159) ④ 거대 여신
에 대한 통합된 관리160) ⑤ 비은행부분의 투자에 관한 통합된 제한161)등과 같이 재
정과 관련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그룹지침상 보험지주회사와 복
합업무보험지주회사에게 보험인수와 관련된 모든 내부거래 특히 대출이나 보증 또
는 투자 등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요구하여 지급능력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보험인수의 단계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있게 된다.162) 뿐만 아니라 이들 보험지주회사는 보험그룹지침의 별첨 Ⅰ163)
에 따라 수정된 지급능력을 산정해야 하며 만약 산정된 지급능력이 부정적이라면 보
험인수의 단계에서 역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164) 복합금융그룹지침상 복합금융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3가지의 규제가 적용된다. 첫째 자본적정성의 규제다. 즉
신용기관이나 보험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같은 규제받은 금융자회사에게는 별첨 Ⅰ
에 따라 자본적정성의 규제를 받게 되며,165) 이때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이외의 동
일한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의 자본에 의하여 부적당하게 자기자본이 가공되는 것
을 금하고 있다.166)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자본적정성의 적절한 방침을 지주회사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다.167) 둘째 위험집중에 대한 규제다. 즉 금융규제를 받는 금
융자회사는 별첨 Ⅱ에 따라 위험집중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168) 이에 따라 지주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이건범⋅김우진, 전게서, 21면.
그러나 복합업무지주회사는 은행지침상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Banking Directive, § 52(1) & (2).
Banking Directive, §§ 37 & 52(5); Capital Adequacy Directive, § 7(2),(14) & (15).
Banking Directive, §§ 40(3) & 52(5); Capital Adequacy Directive, §§ 4(1)(iii) & 7(2).
Banking Directive, § 52(5); Capital Adequacy Directive, §§ 4(1) & 7(2).
Banking Directive, §§ 50 & 52(5); Capital Adequacy Directive §§ 5 & 7(2).
Banking Directive, §§ 51(1),(2) & 52(5); Capital Adequacy Directive, § 7(2).
Insurance Group Directive, § 8.
별첨 Ⅰ에는 수정된 지급능력을 산정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Insurance Group
Directive, Annex Ⅰ.
Insurance Group Directive, § 9.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6(1).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Annex Ⅰ, subⅠ, 2(i).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6(2) 제2문.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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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그 자회사는 정기적 또는 최소한 1년에 1번씩은 집중되고 있는 중대한 위험
을 보고해야 한다.169) 셋째 내부거래의 규제다. 즉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자회사간
의 거래는 별첨 Ⅱ에 따라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170)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금융규제를 받는 자회사는 이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최소한 1년
에 1번 이상은 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며 특히 자본적정성을 충족시킨 총액의
5%를 초과하는 거래라면 이는 중요한 거래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1)

(3) 겸직과 관련된 규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자회사간의 임직원의 겸직요건에 동일한 업종이란
요건을 폐지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또는 변액보험계약
에 관한 업무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172) 만약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통
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173) 겸직과 관련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한
다.174)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특정한 경우에는 겸직을 제한하거나 시정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175)
그러나 겸직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
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176)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것이다.177)
이에 대해 미국은 기술한 바와 같이 1999년 GLBA를 제정하면서 자회사간의 임
직원의 겸직을 사실상 허용하였다.17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7(2).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8(1).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8(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9조 제3항 각호. 여기서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상의 업이고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는 보험업법상의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9조 제4항 ; 동 법 개정안 제41조의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9조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9조 제5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
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의 ‘문란’의 용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9조 제6항.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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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의 건전성 유지
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 임직원의 겸직 ② 업무의 위탁 ③ 기타 법령의
준수나 위험관리 및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적
절한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였다.179) 준법감
시인이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직무수행상 필
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이와 같
은 직무수행에 대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에게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
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180) 이는 결국 금융지주회사에게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부
여한 것인데 이번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지주회사들
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181)가 지적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후속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U의 경우도 각 지침별 금융지주회사는 감독과 관련된 통계와 정보의 제공을 위
하여 적당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182)

(5) 투자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증권과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투자한도를
폐지한 대신에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규제로 전환한
178)
179)
180)
181)

김훈⋅유종민, 전게논문, 51면 주2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1조의5 제1항과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1조의5 제6항과 제8항 및 제9항.
정윤모 전게논문, 1면.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SEC의 감독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자율적 규제(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Program : 이하 ‘CSEP’라
함)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정윤모, 전게논문, 1-2면.
182) 신용기관과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Banking Directive, § 52(6) ; Capital
Adequacy Directive, § 8(1) ;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 10 제1문. 보험지주회사와 복합업무보험
지주회사의 경우 Insurance Group Directive, § 5(1). 복합금융지주회사의 경우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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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가 법률 차원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
지주회사감독규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83)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지주
회사의 건전성은 아주 중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상위법규인 법률 차원에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에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규인 금융지
주회사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두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해외법인에 대한 공동출자의 보완조치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해외법인에 대하여는 자회사 등이 공동으로 지배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회사 등간의 위험의 전이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완장치 역시 상위법규인 법률 차원
에서의 규제가 아니라 하위규정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차원에서 보완조치가 구
체화된다고 한다.184) 그러나 법체계상 상위법규인 법률 차원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둔 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규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나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에서 구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Ⅲ.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과제
1. 개 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별
지주회사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였고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조치를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금융지
주회사법 개정안은 균형된 입법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대한 이번

18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18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46호(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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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보완조치는 행위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측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수
단으로 몇 가지를 살펴본 후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차례로 검토
하고자 한다.

2. 상호보증185)의 도입
(1)
미국은 1980년대에 500개 이상의 저축기관(savings association)이 파산하였
고,186)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결과 예금보험기금이 사실상 고갈되었다.187) 이와
같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상호보증이 도입된 것이다. 여기서 상호보증
(cross-guarantee provision)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 내 2개 이상의 부보된 금융자
회사가 있는 경우 부보된 한 금융자회사가 파산 등 부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예
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라 함)가 먼저
자금을 지원한 후 부보된 다른 금융자회사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를 의미한다.188)

(2)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 등에게 특정의 행위를 요구
하는 것이 규제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규정에 따라 행동한 경우
에도 파산 등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파산 등 부실에 소요될 비용은 어떻
게 충당되는지 의문이 들고 이를 예초에 방지할 유인책(incentives)이 미미하다는 점
185) 상호보증의 상세한 내용은 백정웅,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금
융안정연구｣ 제8권 제2호(예금보험공사, 2007.12), 92-112면 참조.
186) Tracy A. Helmer, Note, “Banking on Solvency: The Takings Power of FIRREA' Cross-Guarantee
Provision,” 30 Val. U. L. Rev. 223, 223 n.2(Fall 1995). 미국은 이 시기를 대공항 이후 최악의 금융위
기로 기억하고 있다. Jennifer J. Alexander, Note, “Is the Cross-Guarantee Constitutional?,” 48 Vand. L.
Rev. 1741, 1758(Nov. 1995).
187) Helmer, supra note 186, at 225 ; Alexander, supra note 186, at 1746.
188)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Pub. L. No. 101-73, 103 Stat.
183(1989)(이하 ‘FIRREA’ 또는 ‘금융기관의 개혁 및 재생강화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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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보증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상호보증이 도입되면 금융자회사
등의 파산 등 부실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민(공적자금)189)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
라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해결된다는 점에서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
호보증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은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금융지주회사라는 구조를 운영할 유인력190)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더
욱이 금융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의 파산 등 부실
의 영향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단일 금융기관의 파산 등 부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호보증은 이런 위험을 예
방할 유인책으로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상호보증을 우리법제
에 도입하더라도 후술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헌법위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금융자회사가 부담하는 상호보증의 책임은 해당 자회사만의 특별한 희생
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해당 자회사는 이미 그 금융지주회사라는 전체 구조
에서 이익을 보아 왔기 때문에 상호보증이라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가 해당 금
융자회사만의 특별한 희생은 아니기 때문이다.191)

(3)
여기서 미국법제상 상호보증의 발동요건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부보192)된
금융자회사의 채무불이행193)(default) 또는 채무불이행의 개연성194)(in danger of
default)으로 인하여 FDIC가 대신 자금을 지원하면 이것이 FDIC의 손해195)가 되는
189) 2008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지원된 총 공적자금 168조 4천억원 중 92조 6천억원으로
55%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변해정, “10월말 공적자금 92조원 회수…회수율 55%,” EBN 산업뉴
스(2008. 12. 3)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358505>(검색일 2008. 12. 5).
190) 상호보증은 부보된 금융자회사간의 책임문제인데 어떻게 금융지주회사에게도 유인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순수지주회사만 인정하고 있어
자회사의 손실은 바로 지주회사의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자회사뿐만 아니라 그 지주회사에게
도 유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191) 우리 헌법상 수용은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철수, ꡔ헌법학신론ꡕ, 박영사, 2001, 377면
; 권영성, ꡔ헌법학원론ꡕ, 법문사, 2006, 615면.
192) 상호보증의 경우 FDIC에 부보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과 저축기관을 의미한다. 12 U.S.C.A. §
1813(c)(2).
193) 12 U.S.C.A. § 1813(x)(1). 상호보증의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
이행 외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의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결정이 부가되어
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Id.
194) 12 U.S.C.A. § 1813(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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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때부터 2년 이내에 부보된 해당 금융자회사에게 문서196)로 통지를 해야
만 상호보증이 발동하게 된다. 그러나 FDIC는 예금보험기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
선(in the best interests)이라고 판단되면 상호보증의 집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197)

(4)
현재 미국에서 상호보증에 관한 논의는 상호보증 규정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
호보증이 정당한 보상을 전제한 헌법상 수용규정(Taking Clause)198)과 결부되어 논
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법원199)은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학자들간200)에
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태에 있다.
195) 여기에서의 손해는 실손해지만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reasonably anticipates incurring) 손해를 포
함한 모든 손해를 의미한다. 12 U.S.C.A. § 1815(e)(1)(A) & (D)(i).
196) 12 U.S.C.A. § 1815(e)(1)(B) & (C).
197) 12 U.S.C.A. § 1815(e)(5).
198) U.S. Const. Amend. V.
199) Meriden Trust and Safe Deposit Co. v. F.D.I.C., 868 F. Supp. 29(D. Conn. 1994) ; Meriden Trust and
Safe Deposit Co. v. F.D.I.C., 62 F.3d 449, 452-53(2d Cir. 1995) ; Branch on behalf of Maine National
Bank v. U.S., 31 Fed. Cl. 626(Fed. Cl. 1994) ; Branch v. U.S., 69 F.3d 1571, 1580(C.A. Fed. 1995) ;
Home Sav. of America, F.S.B. v. U.S., 51 Fed. Cl, 487(Fed. Cl, 2002) ; Castle v. U.S., 301 F.3d 1328,
192 A.L.R. Fed. 709(Fed. Cir. 2002) ; Baily v. U.S., 341 F.3d 1342(Fed. Cir. 2003) ; First Federal Sav.
Bank of Hegewisch v. U.S., 57 Fed. Cl. 316(Fed. Cl. 2003).
200) 먼저 상호보증을 위헌으로 보는 학자들의 논거로는 단순한 법률만 제정한다고 하여 기존의 재산
권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보증은 위헌이라고 하거나【Helmer, supra note 186, at 268】, 상
호보증은 정당한 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거나【Jennifer B. Arlin, Note, “Of
Property Rights and the Fifth Amendment : FIRREA's Cross-Guarantee Reexamined,” 33 Wm. & Mary L.
Rev. 293, 296(Fall 1991)】, 파산한 금융기관과 상호보증의 책임을 질 금융기관이 일체로 운영되거
나 사기적인 거래 등도 없는데 상호보증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다【David Andrew Segal, Note, “A Note to Congress and the FDIC : After FIRREA Where's the BIF?,” 59
Fordham L. Rev. S411, S451-452(May 1991)】. 이에 반해 상호보증은 합헌이라고 보는 견해는 상호보
증은 합법적인 투자에 기초한 기대(legitimat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하거나【Christopher T. Curtis, “The Taking Clause and Regulatory Takeovers of
Banks and Thrifts,” 27 Harv. J. on Legis. 367, 389(Summer 1990)】, 은행 및 금융분야에는 규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상호보증이라는)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하거나【Lissa Lamkin Broome, “Redistributing Bank Insolvency Risks : Challenges to Limited Liability in
the Bank Holding Company Structure,” 26 U.C. Davis L. Rev. 935, 988-999(Summer 1993)】, 상호보증
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는 등 은행 및 금융규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하
거나【Bert Ely, Financial Innovation and Risk Management : The Cross-Guarantee Solution 9-10 &
22(Conf. of Jerome Levy Econ. Inst., Working Paper No. 141, 1995) ; Alexander, supra note 186, at
1801-1802】, 상호보증이 힘의 원천이론을 강화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한다【Adam B. Ashcraft,
Are Bank Holding Companies a Source of Strength to Their Banking Subsidiaries? 20(Fed. Res. Bank
of New York, Staff Rep. No. 18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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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힘의 원천이론의 정비
(1)
기술한 상호보증은 발생한 모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지
만 부보된 금융자회사가 1개이거나 부보되지 않은 금융자회사나 비금융자회사의 경
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의
원천이론이 논의되는 것이다. 여기서 힘의 원천이론(source of strength doctrine)이
라 함은 자회사가 파산 등 부실하면 재정적이고 경영적인 지원을 금융지주회사가 하
는 것을 의미한다.201) 따라서 상호보증은 부보된 금융자회사간의 책임에 관한 것이
라면 힘의 원천이론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책임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간을 규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제거내지는 완화함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체가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것
이라고 기대한다.

(2)
이와 같은 미국의 힘의 원천이론이 우리법제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견
해202)가 있지만 여러 규정을 통하여 이미 우리법제에도 도입되었다고 본다.203) 특
히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조 제3항에서는 그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인가에 조건을 붙일 때 그 조건의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재정⋅경영적으로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그 내용으로 붙일 수
있다.204)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 제10조205)와
201) 힘의 원천이론에 대한 근거규정은 많지만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정만 소개하
기로 한다. BHCA의 경우 BHCA, § 3(c); 12 U.S.C.A. § 1842(c)(2) & (5) ; 12 C.F.R. § 225.4(a)(1). GLBA
의 경우 GLBA, § 730 ; 12 U.S.C.A. § 1828(u). 이 중 CFR에 규정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bank
holding company shall serve as a source of financial and managerial strength to its subsidiary banks
and shall not conduct its operations in an unsafe or unsound manner.
202) 김문재, 전게논문, 814면 주71).
203) 김용재, “겸영주의와 금융그룹의 설립방식에 관한 제언,” ꡔ금융거래법강의 Ⅱꡕ(남효순/김재형 공
편), 법문사, 2001, 717면 ; 백정웅, “퍼스트 링컨우드 지주(First Lincolnwood Corp.) 사건 등에 나타
난 힘의 원천이론의 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4권 4호(한국상사법학회, 2006. 2), 71면 이
하(이하 ‘퍼스트’라고 함) ;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49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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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및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서도 힘의 원천이론이 실현되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또는
명령을 받게 되는 기초는 경영실태평가인데 이 경영실태평가에는 지주회사뿐만 아
니라 그 ‘자회사’도 포함206)되어 평가되고 또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
정할 때에도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207)자기자본비율208)에 의하여 상기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지주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론이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구현
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우리법제도 힘의 원천이론을 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부
분이 있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기술한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3
항에 의하여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힘의 원천이론을 구현할 수 있도
록 이 부분을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에 대
하여 재정⋅경영상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상위 규정은 금융
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금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하위 규정은 금융지
주회사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제상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근거법률인 금융지주회
204)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예컨대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와 제60조 참조.
20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
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
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
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1> 1-9호 생략. ②-⑤항 생략.
206)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 제2항 ; 동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 동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207)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 동 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208) 여기서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 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연결재무제
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된 자본비율을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2006. 11. 30)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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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인 근거규정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금
융지주회사법 제5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적
기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
개선권고와 요구 및 명령으로 한다’로 규정한 후 세부적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에 의하면 입법편제상의 문제는 해소된다고 본다.

(4)
현재 미국에서 힘의 원천이론에 대하여 법원209)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학자210)간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4. 회사기회유용이론의 도입
(1)
회사기회유용이론이라 함은 이사나 임원, 근로자 또는 지배주주(이하 ‘이사 등’이
라고 함)는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의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할 수 없

209)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v. First Lincolnwood Corp., 439 U.S. 234, 243-249(1978)
; Board of Governors v. MCorp Financial, Inc., 502 U.S. 32, 112 S.Ct. 459, 461, 463, 465-466(1991).
210) 힘의 원천이론을 반대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동 이론은 법인격독립의 원칙 또는 유한책임의 원칙
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James F. Groth, Comment, “Can Regulators Force Bank Holding
Companies To Bail Out Their Failing Subsidiaries?-An Analysis Of The Federal Reserve Board's
Source-Of-Strength Doctrine,” 86 Nw. U. L. Rev. 112, 250-260(Fall 1991). 이에 대해 힘의 원천이론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동 이론은 은행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거나
【Howell E. Jackson, “The Expanding Obligation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107 Harv. L. Rev.
507, 529(Jan. 1994)】, 동 이론이 은행파산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하거나【Broome, supra note 200,
at 940】,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거래에 대한 상호보증은 규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
문에 힘의 원천이론이 필요하다고 하거나【William R. Keeton, “Bank Holding Companies,
Cross-Bank Guarantees, and Source of Strength,” Fed. Reserve Bank of Kan. City Econ. Rev. 54,
63(May/June 1990)】, 금융자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힘의 원천이론에 의하여 지주
회사가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단일 금융기관에 비하여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동 이론을 지지한다
고 한다(Ashcraft, supra note 200, at 5-6, 11-12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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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미국판례법상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211) 우리도 회사기회유용이론을 2008
년 5월에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다.212)

(2)
단일 법인의 이사 등도 다양한 회사의 기회를 직면하게 되는데 하물며 금융기관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이사 등의 경우에는 단일 법
인의 이사 등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회사의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업종이라는 겸직의 요건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겸직의 범위와 가능성이 확대된 결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
로 회사기회유용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미국에서의 회사기회유용이론은 현존이익 또는 기대가능성 기준213)(interest or
expectancy test), 사업확장성 기준214)(line of business test), 정당성 기준215)(fairness
test) 또는 2단계 기준216)(two-step test)에 의하여 100년이 넘게 적용되고 있다.

211) Garner, supra note 57, at 147(이 문헌에는 지배주주가 빠져 있음) ;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이하 ‘案’이라고 함) § 5.12(1994) (이 문헌에는 지배주
주를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음).
212) 법무부,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상법(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2008. 5. 7)
<http://www.moj.go.kr/> (검색일 2008. 8. 19) (이하 ‘2008년 案.’이라고 함)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규정에 포함되어 2008년 5월에 입법예고된 회사기회유용이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案 ꡔ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사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여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ꡕ 2008년 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로는 백정웅, “회사기회유용이
론－밀러사건의 2단계 기준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3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9), 100-101면 참조(이하 ‘밀러사건’이라 함).
213) Largarde v. Anniston Lime & Stone Co., 126 Ala. 496, 28 So. 199, 201(Ala. 1900).
214) Guth v. Loft, Inc., 23 Del. Ch. 255, 5 A.2d 503(Del. 1939). 구스사건에서 소개된 사업확장성 기준이
현재 미국의 지배적인 적용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권재열, “회사기회의 법리,” ｢상사법연구｣ 제25
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07. 2), 82면.
215) Durfee v. Durfee & Canning, Inc., 323 Mass. 187, 80 N.E.2d 522(Mass. 1948).
216) Miller v. Miller, 301 Minn. 207, 222 N.W.2d 71(Min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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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납세와 부가가치세의 정비
(1)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순수지주회사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손익은 곧 지
주회사의 손익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완전자회사
인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217) 이는 겸업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차후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는 지주비율은 금
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등에 대한 지주비율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만약 지금보다 낮은 지주비율로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면 이의 혜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회사 등의 지주비율을 높이려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의 기능도 할 것
이다.

(2)
IT 등의 용역서비스만 제공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이 용역을 그 지주
회사나 자회사에게 제공하여도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이나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218)
그러나 이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자회사간에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이나 정보처
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겸업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의 한 부분인데 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금융이나 보험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비용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6. 수수료배분의 적법성 검토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217) 임명규, “선진국형 ‘연결납세제’ 2010년 전면 시행,” 조세일보(2008. 7. 15) <http://www.joseilbo.com
/news/news_read.php?class=top&uid=72817> (검색일 2008. 11. 7) ; 금융위원회, 전체 보도자료, 14면.
2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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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동일한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 제52조의4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지주회
사법상 업무위탁의 규정은 그 효용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수료배분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검토가 요구된다.

Ⅳ. 결 어
(1)
이상에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쟁점을 미국법제와 EU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그 규제도 차이를 둔 점은 금융지주회사가 겸업을
통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
다. 즉 은행지주회사의 규제형식과는 달리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
우는 미국법제와 EU 지침과 유사하게 개별업법에 의한 자산건전성 규제와 자산운
용 규제 등으로 규제형식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2)
우리 금융당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
휘하기 위하여 미국법제와 EU 지침과 동일하게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보
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이들을 구분하
지 않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차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각 금융업의
효율성이 발휘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219)
219) 안대규, “[이것이 ‘한국 금융지주사’다] <7> 선진국 지주사에 배운다,” 파이낸셜뉴스(2008. 8. 13)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0921395235&cDateYear=2008&
cDateMonth=08&cDateDay=13> (검색일 2008. 10. 22) ; 신보성,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
미나,” 한국증권연구원(2008. 7. 8) <http://www.ksri.org/bbs/viewsemi.asp?code=seminar&page=1&id=
59&number=59&keyfield=&keyword=> (검색일 2008. 10. 20) ; 안경철⋅민세진, 전게논문, 182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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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보험⋅금융투자지주회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비
은행지주회사에게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금융자⋅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
였다는 점이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견해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역
시 각 금융업의 특성을 인정하여 특정 업종 중심의 지주회사로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4)
금융환경이 우리와는 다른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를 취하는 나
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회
사간 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공동출자로 외국 기업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
도록 한 점이다. 이 역시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종전보다는 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혹 완화된 조
치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
컨대 금융자회사의 건전성과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정적이지만 제한하고 있다
는 점과 겸직이 종전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겸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지
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 및 업무의 위탁을 인정한
결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에 손해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완화된 조치
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근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주력자회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
사로써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한 바 있다. 김자봉, “금융지주회
사의 최적 겸영구조,” ｢주간 금융브리프｣ 제17권 24호(한국금융연구원, 2008. 6. 14∼6. 20), 16-17면
; 김훈⋅유종민, 전게논문, 30-31면. 또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재 지주회사방식의 경영성과가 우
리나라 재벌의 운영방식인 자회사방식보다 우월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김훈⋅유종
민, 전게논문, 35면.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서병호, Banker, 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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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현재 복잡한 기업지
배구조나 출자구조 상태에 있는 재벌체제로 금융그룹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 개정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출자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규제감독면에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주로 행위측면을 중심으로 규제하다보니 책임측면에서의
규제는 소홀한 점도 없지 않다. 차후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통하여 우리 금융지주회
사가 겸업을 통하여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누림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규제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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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 and Review 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Released in October, 2008

Joeng Woong Baik

Recent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been hard time in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other countries have tried to overcome
this crisis by means of several measures, these measures do not work any more. In this
sense, our authority released the amend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FHCA) in order to control the financial crisis in October, 2008.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of the FHCA allow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hereinafter FHC) to be treated discriminately as their efficacy as compared to
bank holding companies (hereinafter BHC), insurance holding companies(hereinafter IHC)
and 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ies(FIHC). This philosophy of the amendment of
the FHCA is reflected into the several legal issues of the amendment of the FHCA, such
as subsidiaries, capital ratio, and concurrent position between FHC and its subsidiaries,
or among its subsidiaries under the roof.
This amendment of the FHCA is reasonable, bu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several
actions, such as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hereinafter COD),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SSD) and cross-guaranteed provisions(hereinafter CGP) which are rested on
responsibilities of FHC and its subsidiaries because most of them of the amendment of
the FHCA focuses on the preliminary regulations.
Key Words：financial holding company, bank holding company, insurance
holding company, 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y, discriminatory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