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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
원화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6가지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한 후,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업규제를
차등하여 실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
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범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국공채의 인수업무,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
등 한정된 증권관련업무만을 부수업무의 차원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미치는 법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먼저 현행법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현황), 이어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에 적용될 증권관련업

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 그 다
음에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Ⅳ.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향).

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1. 총 설
(1) 은행의 업무범위 및 종류
은행업2)을 영위하는 금융기관3)(이하 “은행”)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
1) 이글에서 ‘증권업무’라는 용어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령에 의하여 취급하는 업무, 주로 발행시장
에서의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인수업무, 유통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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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은행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업무는 예금 및 대출업무, 내⋅외국환 업무4)의 ‘고
유업무’와 이에 부수하여 수행되는 ‘부수업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5)
은행은 본연의 은행업무 이외에도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자산운용업무 등의
‘겸영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은행 겸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은행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은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의 3가지를 영위할 수 있
는 것이다.

(2) 부수업무로서의 증권관련업무
증권관련업무는 은행 ‘부수업무’의 일종이다.6) 현행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
위에 관한 지침｣7)(이하 “부수업무지침”)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24가지를 열거하고 있
으며, 이중에서 증권관련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국공채의 인수업무, ② 국공채

2)

3)
4)

5)

6)

7)

대리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사용한다. 반면에 ‘증권관련업무’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증권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라는 폭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다만, 신탁운용, 간접투자자산운용 등의 업
무는 증권관련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글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한다.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생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
항 제1호).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은
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외국환 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내⋅외국환 업무는 은행법 제2조의 은행업의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은행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가 규정하는 은행업무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업무가 은행의 예금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의 고유업무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현행법상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증권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증권관련업무
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은행⋅증권⋅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종류에 대
해서는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 요강｣(2007. 12), 24면 참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2008. 7. 25. 금융위원회고시 200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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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사채 매매업무, ③ 국공채의 창구매매업무, ④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업무, ⑤
유가증권의 투자업무, ⑥ 유가증권 대여⋅차입⋅매출업무, ⑦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
행업무, ⑧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대리업무 등의 8가지이다.8)
그러나 은행의 증권관련업무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열거된
종류 이외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에게 부수업무의 해
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수업무지침 3). 따라서 현행 부수업무지침은 ‘개방적 열거주
의’(opened positive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부수업
무지침에 규정된 8가지의 증권관련 부수업무를 위주로 현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를 살펴본다.

2. 증권업무 중 국공채의 인수⋅매출 업무(부수업무지침 2.라)
(1) 근거규정
은행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라). 이러
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는 현행 증권거
래법상 ‘유가증권 인수업’9)에 해당한다(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조 제8항 제
5호 내지 제7호).

8) 부수업무지침에 열거된 업무들 중 증권관련업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8가지로 분류한 것이
다. 견해에 따라서는 증권관련업무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항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고 본다.
9) “인수업”은 유가증권 발행시에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발행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1호, 제8항
제5호). 국공채의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 자본시장법의 시행 이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인가 및 등록의 특례에 따라서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법 부칙 제5조, 제6조). 현재 은행이 수행하는 국공채의 인수
업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업의 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법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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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매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부수업무지침은 모든 유가증권을 인수⋅매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바, 은행이 증
권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인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내리면 은행은 모든 유가증권이 아니라 국공채를 대
상으로 하는 인수업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10)(이하 “유가증권 발
행⋅공시규정”) 제30조는 은행이 인수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모든 유가증권이 아니

라 ‘국공채’의 인수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이처럼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을 우선하는 이유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업무 등에 대해서는
그 속성상 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등의 증권거래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부수업무지침 역시 명시적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
무 중”이라고 한정하고 있어서 증권거래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3)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은행이 국공채의 인수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 이
외에 증권거래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은 타금융기관이 증권업을 ‘겸영’12)하는 경우에는 증권
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9조 제2항). 은행의 부수업무지침 역

10) 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2008. 4.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11) 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제30조(증권업겸영기관의 인수업 제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증권업겸영기관이 동 허가
와 관련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한한다. 다만, 증권업겸
영기관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국공채(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채권을 말한다) 인수업무에 한한다.
여기서 ‘국공채’의 범위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예
컨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제1항),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 제1항),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 제1항) 등이 포함된다.
12) 은행법령은 증권관련업무를 ‘부수업무’의 일종으로 규정하지만, 증권거래법령은 은행 등 타 금융기
관의 증권업 영위를 ‘겸영업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공채 인수 등 은행의 증권업무는 실질
적으로 겸영업무에 해당하므로,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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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융기관은 …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권거
래법령이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부수업무지침 2. 본문).

3. 증권업무 중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 업무(부수업무지침 2.라)
(1) 근거규정
은행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를 부수업무로서 영
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라).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업무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매매업’13)에 해당한다(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8항 제1호).

(2) 매매대상 국공채 및 회사채의 범위
은행은 국공채와 회사채의 매매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증권거래법령 우선적용
의 취지와 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제30조를 유추적용하여서 ‘국공채’는 증권거래
법 제2조 소정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채권을 의미하고(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14) ‘회사채’는 증권거래
법 제2조 소정의 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증권거래
법 제2조 제1항 제4호).

(3)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앞서 은행의 국공채의 인수업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은행이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증권업
허가가 요구된다고 본다.
13)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매매에 해당하는 업무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업으로 분류될 가
능성이 높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2항).
14) 동지 : 고동원, “은행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상사법학회, 2007),
191면[이하, 고동원, “은행업무 범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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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업무(부수업무지침 2.마)
(1) 근거규정
은행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 : RP 또는 Repo)를 부수업무
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마). RP거래는 특정한 유가증권을 매도(sale)하고,
동시에 장래의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해당 증권을 환매수(repurchase)하기
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15)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이 주로 채권이어서 국내에서는 이
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라고 부른다. RP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하여서 고객으로부
터 자금을 빌리거나(환매조건부 채권매도),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환매조건부
채권매수) 기능을 한다.

(2) RP거래의 법적 성질
RP거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단기소비대차계약과 유사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
해서 증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에 주목하여 ‘담보부 소비대차’(secured loan)
로 보는 견해16)도 있으나, 대상증권의 독립적인 매매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증권매
매’로 보는 견해17)도 있다. 사견으로는 RP거래가 형식적으로 유가증권 매매의 일환
으로 행하여지는 측면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거래법령 적용의 필요성을 고려하
여, ‘유가증권 매매’(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증권거래법령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은행이 RP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령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15) 송종준, “Repo거래의 법적 성질론”, ｢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증권법학회, 2001. 12), 189면.
16) 1982년 10월, 미국의 한 파산법원은 “a repurchase agreement is a secured loan and the securities are
merely collateral”이라고 판시하였다. Extract of Minutes at 3, In re Lombard-Wall, Inc., No. 82-B-11556
(Bankr. S.D.N.Y. Sept. 16, 1982). Gary Walters, Repurchase Agreements and The Bankruptcy Code : The
Need for Legislative Action, 52 Fordham L. Rev. 828, 849 (1984).
17) 미국 대법원은 RP에 유사한 거래를 증권매매로 판결한 바 있으며, SEC 역시 대상 증권의 독립적인
매매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William F. Hagerty, Lifting the Cloud of Uncertainty over the
Repo Market : Characterization of Repos as Separate Purchases and Sales of Securities, 37 Vand L. Rev.
401, 421 (1984) ; 송종준 교수는 Repo거래는 담보부 소비대차적 요소와 결합된 ‘혼합적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는 증권의 매매계약이고, 비전형계약으로서 특수한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송종준, 위의 논문, 2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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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Repo거래자체가 ‘독립적인 증권’(separate security)
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는데, RP거래의 실체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RP거래의 대상채권의 범위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RP거래의 대상 채권의 범위를 살펴본다. 현행 ｢증권업감
독규정｣18)은 RP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①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②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증권거
래법 제3조에 규정하는 등록법인이 모집⋅매출된 사채권과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 ③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의 모집⋅매출된 채권, ④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
금대출증권에 한정하고 있다(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 제1항 본문). 다만,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권, 교환사채
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은 제외한다(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 제1항 단서).

(4)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앞서와 같이 RP거래는 증권매매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권거래법령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은행이 ‘기관간 RP거
래’19)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업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나(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제7항), ‘대고객 RP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매매업 허가

를 요구하고 있다(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제8항 제2호). 다만, 기관간 RP거래에 있
어서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및 채권매수가 모두 허용되지만(증권업감독규정 제5-26

18) 증권업감독규정, 2008. 7.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16호.
19) 증권업감독규정은 RP거래를 (1) 은행⋅종합금융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 사
이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거래’(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제7항)와 (2) 증권회사나 은행 또는 종
합금융회사가 일반법인이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고객 RP거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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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7항), 대고객 RP거래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거래만 허용된다(증권업
감독규정 제5-34조 제1항).

5. 국공채 창구매매 업무(부수업무지침 2.바)
(1) 근거규정
은행은 “국공채 창구매매”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바). 은행
의 국공채 창구매매 업무는 1995년 9월부터 허용되었다. 처음에는 발행시장에서 인
수한 국공채를 창구를 통하여 매매하는 것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6월부터는 유통
시장에서 매입한 국공채의 창구매매도 가능하게 되었다.

(2) 대상 국공채의 범위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국공채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유가증
권 발행⋅공시규정 제30조(증권겸영기관의 인수업 제한)를 유추적용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소정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3)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은행의 국공채 창구매매 업무는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하고,
증권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증권거래법 제28조, 제2조 제8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업무가 가능한데(부수업무지침 2.라),
창구매매 업무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사견으로는 ‘국공채의
창구매매업무’를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와 별개로 규정할 실익을 찾기 어려
우므로 ‘부수업무지침 2.바’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0)
20) 국공채 창구매매 업무는 1995년 9월부터 허용된 반면에, 국채의 매매업무는 1998년 11월부터 허용
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지방채, 특수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로 확대되었는데, 국공채 매매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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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가증권 투자업무(부수업무지침 2.다)
(1) 근거규정
은행은 “유가증권 투자 …”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다 본
문).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매매, 위탁매매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본다. 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획득한 자
금을 대출에 운용하거나 보유자산의 다양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수업무지침이나 상위규정인 은행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증권거래법령이 정의하고 있는 유가
증권(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파생결합증권 등도 포함)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1) 이는 특히 은행법이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명
시적으로 “유가증권인 파생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행법 제38조 제1호 후단)
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은행이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 이외
에 증권거래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의 법적 성격을 ‘업’의 일종으로 보는가, 아니면 은행의 수행하
는 ‘자산운용’의 일종으로 보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견으로는 부수업무지침 2.다호의 ‘유가증권 투자’는 은행이 영업차원에서 수행
하는 ‘업무’의 일종이기보다는 은행의 자산운용 차원에서 규정된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2) 만일 부수업무지침 2.다호의 ‘유가증권 투자’의 개념을 은
허용될 때 규정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 고동원,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및 업무규제의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8.
3. 28), 19면 [이하, 고동원, “은행 업무규제의 개선방안”이라 한다].
22) 아래에서 보는 유가증권 대여⋅차입⋅매출업무를 포함하여 은행은 실제 주식 등 매매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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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무의 일종으로 보아서 은행이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을 비롯한 모든 유가증권
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증권회사의 본질적인
증권업무를 은행이 부수업무의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
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수업무지침 2.다호에 근거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자산
운용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업무차원’에서 수행되는 증권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증권거래법령의 증권업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자산운용
차원을 넘어서 업무에 근접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7. 유가증권 대여⋅차입⋅매출 업무(부수업무지침 2.다)
(1) 근거규정
은행은 “유가증권 … 대여⋅차입⋅매출”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
지침 2.다 본문). ‘유가증권 대여⋅차입업무’라 함은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것을 업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 매출업무’라 함은 이미 발행
된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업무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매출대
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부수업무지침 2.다 단서).

(2)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1) 대여⋅차입의 경우
유가증권 대여⋅차입23) 업무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수업무지침
이나 상위 규정인 은행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
나, 해석상 증권거래법령이 정의하고 있는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
행령 제2조의3 제1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4) 따라서 주식, 채권 이외에
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3)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2006. 3. 21. 부수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서, 그동안 차입업무
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을 부수업무지침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초에는 은행의 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었
으나, 2008. 7. 25. 부수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차입거래의 목적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24) 고동원, “은행 업무규제의 개선방안”, 18면. 한편 대여 대상인 유가증권은 국채에 한한다는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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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제
2조의3 제1항 제8호), 주가연계증권(제2조의3 제1항 제6호) 및 주식워런트증권(제2조의
3 제1항 제7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매출의 경우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부수업무지침 2.다 단서).25)
여기서 ‘매출’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매출행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6호, 동조 제4항)가 아닌, 유
가증권의 단순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출대상으로 이용되는 증권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 아닌 상업어
음 및 무역어음에 한정되어 있고, 은행이 상업어음 등을 매출하는 것은 자금의 고정
화를 피하기 위해서 할인 매입한 어음을 다시 일반 고객에게 매출하는 ‘수신업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의 유가증권 매출업무는 자금의 고정화를 피하
고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은행의 수신상품의 하나로 이
해할 수 있다.26)

(3) 중개⋅주선 또는 대리행위의 허용 여부
은행이 대여⋅차입⋅매출업무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가 가능한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부수업무지침 등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상 중개
업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증권회사의 경우
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개나 주선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 제1호 사목 참조). 다만 은행
에 한하여 중개⋅주선 등의 업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증권회사의 경우처
럼 업무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7)
있다. 대여는 차용자가 차용유가증권을 정부,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하여 연납담보
(연납담보란 납부금의 기일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는 보증금의 대용으
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찬형⋅도제문, ｢은행법｣(박영사, 2005), 302면.
25) 은행은 상업어음과 무역어음 이외에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역시 할인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된 기업어음은 할인매입만 가능하고, 매출은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지
: 고동원, “은행 업무규제의 개선방안”, 19면.
26) 한국금융연수원, ｢수신실무법률｣(한국금융연수원, 1997), 5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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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은행의 유가증권 대여⋅차입⋅매출 업무의 증권업 인허가에 대해서는 행위의 유
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유가증권 대여⋅차입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따라서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무
형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증권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은행의 유가증권 매출업무는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업무가 아닌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업무의 일종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증권업 허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8.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부수업무지침 2.저)
(1) 근거규정
은행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
다(부수업무지침 2.저). 명의개서는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해서 권리이전이 있는 때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통해서 권리이전 사실을 공시하고 그 사실로서 제3자에게 대
항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는 이러한 명의개서를 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0조 제3항).

(2)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제한하고(증권거래법 제
180조 제1항), 등록요건으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출

것, 대차대조표상 영업이익이 있을 것, 예탁원과 명의개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등

27) 동지 : 고동원, “은행 업무규제의 개선방안”,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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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지방은
행이 아닌 시중은행만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28)

9. M&A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부수업무지침 2.카)
(1) 근거규정
은행은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카). 당초에는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단순 중개”로 되어
있었으나, 2003. 7. 3. 부수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타업
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M&A의 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2) 증권업 인허가의 여부
기업합병 및 매수, 이른바 ‘M&A’는 명확한 정의가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총
체’를 의미한다.29) 이처럼 M&A 업무의 폭과 범위가 워낙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증권업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사견으로는 현재와 같이 은행이 단
순 중개의 차원에서 M&A 업무를 중개할 경우에는 증권업에 해당할 소지가 적으
나,30) 해당 행위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
증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28) 현재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등록하고 명의
개서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9) 김건식, ｢증권거래법｣(두성사, 2004), 183면; 송종준, ｢주석상법[회사(Ⅵ)]｣(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139면 ; 임재연, ｢증권거래법｣(박영사, 2004), 667면 ; 정동윤, ｢회사법｣(법문사, 2003), 855면 ; 홍복기,
“외국에서의 M&A의 방어에 관한 입법례”, ｢상사법연구｣ 제14집 제1호(상사법학회, 1996), 283면 ;
Marc L. Steinberg, Understanding Securities Law 333(Lexis Publishing, 2000).
30) 현재 은행들은 M&A 단순 중개 등의 수행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의 인허가는 받고 있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이 유가증권 매매, 위탁매매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
는 단순한 M&A 중개의 경우에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
만,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단순 신고’의 대상인지(자본시장법 제5조), 아니면 새로운 업
무단위 추가에 따른 ‘추가 인가’의 대상인지는(자본시장법 제6조) 해당 은행 기존업무의 내용, 증권
업 인허가의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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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국공채 회사채 주식

근거규정

증권업 인허가

개선방안

유가증권 인수⋅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

○

×

×

부수업무
지침
2.라

필요

회사채 인수업무
허용

유가증권 매매업무
(dealing)

○

○

×

2.라

필요

주식
허용

2.마

대고객 RP거래(필요)
기관간 RP거래
(필요 없음)

×

2.바

필요

증권거래법상 유가
증권

2.다

필요 없음
(자산운용 차원)

2.다

대여⋅차입(필요)
매출(필요 없음)

2.저

등록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업무
국공채 창구매매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국공채, 사채 등
증권업감독규정 5-33
○

×

증권거래법상 유가
유가증권 대여⋅차입 증권(대여⋅차입)
⋅매출
상업어음 및 무역
어음(매출)
유가증권 명의개서 증권거래법상 유가
대행업무
증권
기업 경영권
M&A 중개⋅주선⋅
(증권거래법상 유가
대리업무
증권 포함)

2.카

매매업무

유가증권 매매업
무로 통일

대여⋅차입⋅매
출업무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 허용

단순 중개(필요 없음)
유가증권 매매, 중개 투자은행업무
⋅대리 등에 해당하는 확대
경우(필요)

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
1. 총 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
융투자회사’31)라는 3가지 기본개념에 의해서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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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18조). 예컨대 현재의 증권회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
록을 하면 ‘금융투자회사’로 되는 것이다.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은행이 금융투자
업에 해당하는 증권관련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새로운 금융투자업무를 추가
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므로(은행법 제8조), 부수업무의 형
태(실질적으로는 겸영업무)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증권회사와 차
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위 3가지 기본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은행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를 살펴본다.

2. 증권의 의의 및 종류
(1) 의 의
자본시장법은 ｢증권이란 ①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②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③ 추가로 지급
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
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4조 제1항)고 정

의하고, 증권을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
31)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투자업자는 대부분 회사일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회사로 칭한다(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참조).
32) 엄밀하게는 거래상대방으로서의 투자자의 분류가 추가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전문
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
다(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33)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며(법 제3조 내지 제5조), ‘금융투자
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
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업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6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주체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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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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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Yes

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
가능성

금융상품

추가지급의무의
부담 여부

Yes

② 장내파생상품

Yes

거래소시장
거래 여부

파생상품
No

No

非금융투자상품

③ 장외파생상품

자료, 재정경제부, ｢자본시장통합법 설명자료｣, 5면
[그림 1]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상품의 분류체계

예탁증권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정의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다.

1)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증권의 발행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을 증권을 발행주체
에 포함시킨 것은 외국증권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34)

2)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으로서의 증권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35)이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것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34) 자본시장통합법연구회,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한국증권업협회, 2007. 12), 91면 [이하, “자본시장
통합법 해설서”라 한다].
35)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존재할 수 없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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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항). 즉 금융투
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계되는 상품이
다. 이 요건은 금융상품의 전통적인 요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한
금융상품이 이익 획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많은 경우 금융상품은 이익 획득과 손실 회피36)의 목
적을 모두 가지고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목적’이
라는 주관적 요소를 넣은 이유는 상업 목적의 비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악
할 가능성을 제거하여 일반 상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37)
둘째,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
가 있는 것(“금전 등”)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전 등의 이전 시점
을 ‘현재 또는 장래’라고 명시한 것은 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 이외에 파생상품을
포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8)39)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
은 투자기간의 초기에 현금흐름의 이전이 수반되지만, 선도(선물), 옵션, 스왑 등 파
생상품은 그 속성상 장래의 특정 시점에서 현금흐름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투자상품은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서 취득하는 권리｣이다. 이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이란 본질적으로 ‘계약상의 권리’40)41)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예컨
36) 손실회피의 측면에 중점을 두면 헷지(hedge), 이익획득이나 재산증식의 측면에 중점을 두면 투자
(investment) 또는 투기(speculation)가 된다. 어떠한 거래에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서 법적으로 반드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가 지나치게 사행적인 경우에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37) 일반적인 상품판매도 이익획득을 위한 것이며, 이익과 손실회피 개념간의 부정확한 관계 등에 문
제를 제기하면서 목적 개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은 전통적으로 이익획득과 손실회피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동법의 지나친 적용 확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목적 개념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38)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BFL｣ 제1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3), 110면.
39) 자본시장법상 현재 또는 장래의 개념은 융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개념은 계
약과 동시에 지급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여 지급하는 정도(예컨대, 3일 이내 결제 요건 등을 충족하
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래의 개념 역시 단순히 이행기가 미래라는 개념 이외
에도, 지급여부에 대한 ‘불가측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지급여부가 단순히 미래
에 불과하다면, 이는 장래이행의 계약일 뿐이지만, 파생상품은 그 지급여부, 지급방향, 지급당사자
등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지급방향, 지급당사자, 지급금액 등이 확정되었
으나, 단순히 이행기가 미래에 도래하는 장래의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0)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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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순히 발행인의 파산이나 자력부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신용위험의 가
능성은 그 정도와 규모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요소가 될 수 없지
만,42) 발행인에게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가 되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게 되는 것
이다.
넷째, 금융투자상품은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
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격⋅이자율⋅환율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이 처분가격보다 높을 가능성, 즉 ‘원본손실의
가능성’(이른바 “투자성”)43)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통
적 예금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된다.

3) 추가지급의무의 부재
증권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
지급의무’44)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지급의무의 부재 요
건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
은 ‘원본손실의 가능성’, 즉 투자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 모두 금융투자상품에 포
함되지만, 증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법

41) 금융투자상품이 본질적으로 계약상의 권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최근 화두에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의 금
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상품과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자체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상세한 내용은 최문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금융법상 논점”(비교
사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8. 5), 13-17면. 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의 온라
인거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탄소배출권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탄소배출권 국내 첫 온라인 거래”, 매
일경제신문, 2008. 6. 5).
42)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BFL｣ 제1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3), 110면.
43) 원본손실의 가능성이라 함은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
액(“취득원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처분원본”)을 초과
하게 될 위험(이른바 “투자성“)을 의미한다(법 제3조 제1항). 즉 〚취득원본 — 처분원본 > 0〛인 경
우를 말한다.
44) 다만,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지급의무는 추가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4조 제1항). 이는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위한 대금의 지급을 추가지급으로 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자본시장법해설서,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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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파생상품은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45)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종 류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
증권⋅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이는 자본시장법이
채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 정의, 명시적 포함, 명시적 제외의 3단계 정의
방식 중 명시적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증권의 종류별로 그 개념을
차례로 살펴본다.

1) 채무증권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법 제4
조 제3항). 타인자본의 조달수단으로서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채무증권이라는 명

칭으로 일반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46)

2)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
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법 제4조 제4항). 채무증권이 타인자본의 조달수단을 일반화한 것임에 반하
여, 자기자본의 조달수단으로서 지분을 표시하는 증권을 지분증권이라는 명칭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증권의 정의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도 지분증권에 포함된
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증권의 일반적 정의, 특히 추가지급의무의 부재
45)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지급의 가능성’이 파생상품의 요건이라고 보는 견해와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파생상품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지급 가능성이 파생상품의 요건 자체는 아니라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김홍기,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제도적 개선과
제”,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증권법학회, 2008. 6), 109-110면 참조.
46)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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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상법
(회사편) 개정(안)47)에 포함되어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지분증권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
성이 높다.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을 증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민법 제702조 제1항),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 중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채권자는 조합재산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개인재
산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통설⋅판례),48) 손실부담의 비율은 조합계약
에 의해서 결정되지만(민법 제712조), 조합원 가운데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자가 생
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민
법 제713조), 조합계약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자

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른 조합원이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무한인적책임’49)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 민법상 조합원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자
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추가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을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의 정의에서 포함시켜
야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50)
47) 2008. 5. 7. 법무부 입법예고 상법(회사편) 개정안. 2008년 상법개정안은 17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와
더불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는 조만간 18대 국회에 상법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
고 한다.
48) 김형배, ｢민법학강의｣(신조사, 2008), 1436면.
49)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채무(분할채무)에 대해서 무한인적책임을 진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심
인숙, 위의 논문, “미국 연방증권법상 ‘출자지분’(Equity Interests)“,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비교사
법학회, 2007), 215면.
50) 심인숙 교수는 민법상 조합지분에 대해서는 일반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interests)에 적용되는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민법상 조합지분은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추정되나, 다만
조합계약으로 일부 조합원 또는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① 조합계약상 조합원의
권한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경영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 ; 또는 ② 조합원이 사업에 관하
여 무경험이고 아무 지식이 없어서 조합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 또는 ③ 업무집행자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상의 특수한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조합
원이 당해 업무집행자를 교체하거나 달리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는 ‘증권’으로 인정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인숙, 위의 논문, 215면.
그러나 민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가운데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분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분류가 가능하여도 민법상 조합 출자지분의 증권에의 해당 여부를 시장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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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법 제110조(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투자신탁)
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법 제4조 제5항). 일반적으로 자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
었다. 그 밖에 ‘비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
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4)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법 제4조 제6항).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새로이 도입된 것이며,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51) 입법
취지상 간접투자의 지분까지도 포괄하려는 개념이며,52) 투자계약과 집합투자기구
사이에는 개념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계약에 대한 규제가 위주일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 기구(vehicle)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특히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53)

5)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
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법 제4조 제7항). 이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령 제2조의3 제1항 제8호에 도입되어 있는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서 상법(회사편)

에게 맡기는 것은 명확한 규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51) 미국 연방대법원은 Howey 사건에서 (1) 오로지 권유자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2)
이익(profit)을 기대하여, (3)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에, (4) 금전(money)을 투자하는, 4가지 요
건을 충족하면 ‘투자계약’으로 인정하고 증권법을 적용한다.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
298-299.
52)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설명자료(재경부, 2006. 6. 30), 11면; 정
순섭,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BFL｣ 제1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3), 109면.
53)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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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사채54)의 개념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지는 ‘파생상품’(법 제5조)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현행 증
권거래법령은 ‘대금전액 수령’과 ‘추가지급의무의 부재’를 파생결합증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규
칙 제1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 이를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

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역시 현행 증권거래법의 구분기준을 따라서 ‘추가로 지급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것
으로 보인다(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

6)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
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법 제4조 제8항).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국내 예탁증권만을 유가증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을 해외 예탁증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국내 예탁증권은 대상증
권을 해외 발행증권으로, 발행주체를 예탁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법 제 298조
제2항), 해외 예탁증권에 대해서는 대상증권 및 발행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그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유통DR이 증권에 포함되게 된다.55)

3. 금융투자업의 개념 및 분류
(1) 금융투자업의 개념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매
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의 6가지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6조 제1항).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

54) 2008. 5. 7. 법무부 입법예고 상법(회사편) 개정안 제469조(사채의 발행).
55)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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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법 설명자료｣, 32면을 참고⋅수정함.

[그림 2] 금융투자업의 분류체계

으로 행하는 이상 실제 1회에 그친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 개설⋅운영행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행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7조 제6항).

금융투자업의 개념은 ‘기능주의’와 연계되어 있다. 자본시장법은 해당 업무의 경제
적 실질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신탁업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증권업⋅선물업⋅신탁업 등 현
행법상의 업종 구분이 기능이 아니라 증권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른 것임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업의 분류
1)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2항).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매매업⋅인수업⋅매출
업, 종금사의 매매업과 인수업, 간투법상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을 의미하는 것이
며,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중개업과 구분된다.56)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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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투자성 있
는 예금⋅보험을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
7조 제1항).

2)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
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3항). 법률적 명의와
경제적 계산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 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선물거래
법상 선물회사의 선물거래업, 종금사의 중개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57) 다만, 제51
조 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7조 제2항).

3)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4항). “집합투
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
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
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만,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법 제6조 제5항).

4)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6항).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
56)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165면.
57)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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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7조 제3항).

5)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
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7항).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투
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
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7조 제4항).

6) 신탁업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8항).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
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1조 제2
항).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
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7조 제5항).58)

4. 은행의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
은행이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금융기능의 수행에 요구되는 진입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자본시장법은 금융기능별로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단위별
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
58) 신탁업에서 제외된 신탁은 투자와 관련이 없는 소위 ‘관리신탁’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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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이는 현행 금융관계법령이 금융기관

별로 각 업법에 규정된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한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59) 전반
적인 진입요건은 현행보다 완화하여 규제완화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의 기능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요건의 수준을 기능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 즉 금융투
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①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
함한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③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을 차례로 선택한 후, 선택한 업무
가 속하는 금융기능에 필요한 진입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다(법 제
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60) 예컨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고객으로 장외파

생상품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금융기능에 부과되어 있는 진입기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2-3-1 참조)을 충족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된

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가단위를 추가하여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21조. 이른바 add on 방식).

(2) 인가제와 등록제의 병용
1) 인가요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의 영업과 관련하여 인가제와 등록제를 병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등 4가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인가를 요구하는 이
유는 투자매매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를 가지
므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이행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59) 현행법상 각종 금융회사의 진입규제 제도에 관해서는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법 설명자료｣, 17면
<현행 금융법상 금융회사의 진입규제> 참고.
60) 자본시장법은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은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 FSRA 763A), 금융업(financial
services, FSRA 766A), 고객(client, FSRA 761G)의 3가지 요소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의 3가지 요소에 상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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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탁업의 경우에는 수탁한 고객자산의 보호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6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①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일 것, ②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투자자 보호가 가능
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설
비를 갖출 것, ⑤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⑥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⑦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투자자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법 제12조 제2항).62)

2) 등록요건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2가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
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인가가 아닌 등록을 요
구하는 이유는 투자자문업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
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를 가지지 않는 성격
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등록요건은 인가요건과 비슷하지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져 있는 등 일부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법 제18조 제2항). 특히 등록제의 경우에는 종
래와 같이 집행과정에서 사실상의 인⋅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진입요건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63) 법률에 등록처리기간(2개월, 법 제19
조 제2항)을 명기하여 등록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3)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및 문제점
1)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의 특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61)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관한 연구”, ｢BFL｣ 제18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7), 10면.
62) 인가업무의 단위, 요건,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참조.
63) 예컨대, 인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으나(법 제12조 제2항 제
3호), 등록시에는 이와 같은 주관적 진입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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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
고’할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 부칙 제5조 제1
항, 제2항).

예컨대, 은행이 금융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2008년 8월 4일 부터 2008년 10월 3일까지)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법 부칙 제5조 제1항).64)
금융위원회는 신청은행이 인가 또는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법
시행일 전일(2009년 2월 3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한 은행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인
가 및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은행은 법 시행일자(2009년 2월 4일)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법 부칙 제5조 제2항).

2) 업무 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은행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특례가 있다. 금융투자업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은
행이 영위하는 업무에 새로운 업무단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2008년 8월 4일부터 2008년 10월 3일까지)에
종전의 영위업무와 추가하려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부칙 제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인가 또는 등록신청의 내용을 심
사하여 법 시행일의 전일(2009년 2월 3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부칙 제6조 제2항).

3) 신고 제도의 문제점
자본시장법은 은행 등 금융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
는 기존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
추어 ‘신고’할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가 단순 신고 제도가 아닌 사실상의 인가제도에 준해서 운영될 소지가

64) 다만, 실무상으로는 은행의 장외파생상품업무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 <1-31-2. 전문투
자자, 장외파생(주권기초), 투자매매업>, <1-32-1. 일반+전문투자자, 장외파생(주권외기초), 투자매
매업> 항목에 한하여 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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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는 신청은행이 인가 또는 등록유지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확인’한 후 법 시행일 전일(2009년 2월 3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한 은행에
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역에 따라 감독기구 내에서 감독기능부서가 전문화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감독부서간의 업무분장 사정에 따라서 확인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만일 감독당국이 은행이 인가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 은행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라도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65)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 등 금융
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으면 신
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확인하고 기존의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부수업무로서의 금융투자업무
(1) 금융투자관련업무
현행 은행법령상 증권관련업무(본문 Ⅱ.1.(2) 참조)의 대부분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관련업무’66)로 변경될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에게는 금융투
자업이 본업이고 금융투자업 상호간에 원칙적인 겸영이 허용되는 반면에([그림 2]
금융투자업의 분류체계 참조),67) 은행의 금융투자관련업무는 ‘부수업무’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차이가 있다.
2008년 7월 25일 개정된 은행부수업무지침의 내용은 종전과 다를 바 없다. 열거
된 부수업무 가운데 ‘금융투자관련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공채의 인수업무, 국공
65) 예컨대 현재 은행이 수행하는 주식기반 파생상품업무의 확인 여부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주식기반 파생상품업무를 증권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로 보는 이유 때문이 아
닌가 한다.
66) 이글에서 ‘금융투자업무’라는 용어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사
용하고(법 제6조), 반면에 ‘금융투자관련업무’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에 관련하여 수행
하는 업무라는 폭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67) 은행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은 겸영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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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및 회사채 매매업무, 파생상품거래업무68) 등이며, 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자본시
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영위할 수 있다. 영위 대상증권의 범위는 부수업무지
침 및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해당 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인가 또는 등록업무 단위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신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6조 제1항).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는 일
반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증권
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69)
자본시장법은 인가 및 등록업무 단위별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의 유형, 장내외 거래의 여부, 거래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서 인가 및 등록기준을 세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
관련 인가, 등록 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아래와 같다.

Ⅳ.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총 설
최근에 들어서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업무의 겸영이 세계
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금융자율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개
방화 및 국제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이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다.

68)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이므로 파생상품거래(부수업무지침 2.너)는 금융투자업무에 해당
한다.
69) 현재 은행은 증권관련업무 중 ‘국공채 인수업무’, ‘국공채 매매업무’는 투자매매업(인수 포함), ‘회사
채 매매업무’는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증권거래법상 허가받은 은행에 한함), ‘RP거래 업무’는 투자
매매업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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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도 금융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사한 기능의 금융상품이 서
로 다른 이름하에 증권⋅보험⋅은행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70) 이러한 현상은 전통
적인 은행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권 금융기
관들이 광의의 수신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에게 지급결제업
무가 허용되었거나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은행은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를 넘어
서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
익성이 높고, 금융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증권관련업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다양한 증권관련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예금 및 대출업무 등 전통적인 고유업무
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기관별 규제하
에서 제한된 경쟁에만 익숙해 왔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71)
아래에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를 위주로 향후 은행업무의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2. 포괄주의⋅기능주의를 통한 규제체계의 통일 필요성
(1) 은행 등과의 형평성 부재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기초자산의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
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의 일부 법률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은행업, 보험업 등 통합논의에서 제외되었거나, 여신전문금융
업법 등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타 금융업과의 관계에서 규제의 형평성이 문제가
70) 예컨대 금융투자회사가 이자율 하락시 손실이자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이자율
파생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재보험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거래되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Cat Bond)의 기능도 보험상품에 극히 유사하다. 증권회사의
CMA, 투자신탁회사의 MMF, 보험회사의 저축형보험상품 등도 은행의 예금에 유사하다.
71) 주요국가의 은행업무영역의 다각화와 겸영, 대형화 등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논
의되어 오던 쟁점이다. 박종기, ｢금융환경변화와 은행, 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한국조세연구원,
1995. 5) ; 정지만, “은행산업의 금융자율화와 국제경쟁력”, ｢금융연구｣ 제6권 별책(한국금융연구원,
1992. 8), 58-65면 ; 손정식⋅전홍택, “금융중개산업과 증권업무”, ｢금융연구｣ 제2권 제1호(한국금융
연구원, 1989. 4), 147-15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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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융권역별 규제체계의 비교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업무범위

포괄주의 (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업무규제

기능별 규제체계

기관별 규제체계

업무영위

겸영체계

전업체계

되고 있다.
예컨대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은행의 경우에는 취급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열거
주의와, 현행 기관별 규제체계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
을 받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와 겸영체계로 인해서
신상품 개발 등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금융투
자회사와 비슷한 기능과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영역이 열
거된 금융상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상의 차이는 금융기관
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차익을 초래하거나 업종간 형평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표
4] 금융권역별 규제체계의 비교 참조).

(2) 포괄주의에 기초한 은행상품의 정의 신설(취급대상 상품정의의 측면)
금융업종간 규제상의 차이를 해소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
행, 증권, 보험 등 금융시장 전체에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참고하여 포괄주의에 기초하
여 은행상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72)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법의
발전과 신종 복합금융상품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신상
품 개발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급대상인 은행상
품에 대해서 포괄주의를 취할 경우, 사전제약의 철폐로 연결되어 은행의 상품개발이
자율화 될 수 있으며, 기능별 규제와 연계하여 금융시장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72) 보험업법 개정 요강에서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의 체계와 맞추어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
의규정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 요강｣(2007. 12), 31,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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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을 도모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의 방식을 참고하여 ① 일반적 정의, ② 명시적 포함 ③
명시적 제외를 통해 은행상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금과 대
출상품을 핵심 개념으로 하되, 지급결제업무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73) 은행상품 및 은행업의 구체적인 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74)

(3) 기능주의에 기초한 규제체계의 통일 필요성(업규제의 측면)
금융업의 겸업화와 금융상품의 복합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
법이 채택한 기능별 규제체계에 기초해서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 전체의 법률체계
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별 규제체계는 금융기관별 규제체계로
인한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수신업⋅여신업⋅지급결제업 등은 기능적 측면에서 은행업에 해당하는데,
만일 은행규제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될 경우 은행업무는 이에 관한 금융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투자회사는 기능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인수기능
과 판매기능에 의한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유사보험 또는 공제업무 등을 포괄하는 기
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75) 따라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73) 사견으로는 은행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예금 및 대출관련 은행상품 (증권 및 파생상품 제외)은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고 하여도 손실가능성, 즉 투자성을 전제로 하
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크게 충돌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파생상품의 경우라고 본다.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었기에 이를
금융투자상품에 포섭시켜도 은행에 불리함이 적을 것이나, 파생상품은 기존에 은행, 증권, 보험회
사 공히 취급하던 것이었는데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포섭됨으로서 은행은 기
존의 은행법령 이외에 자본시장법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었다고 본다.
74) 상품정의와 업정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은행업, 은행업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행업),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규정이 있어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은행상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 등’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열거적 규정이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75) 동지 : 신인석,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의 해석과 과제”, ｢BFL｣ 제18호(서울대학
교 금융법센터, 2006. 7),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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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업종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능별로 규제를 실시한다면, 금융기관별
수행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규제차익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역사적 발전단계, 법률체계의 차이,76) 각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투자
자 보호, 건전성 규제 등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것이므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각 업권의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로
서는 각 금융권역 단위로 규제체계를 정비하되, 가능하면 금융법 전체를 통하여 동
일한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타 금융법률의 개편방향은 자본시
장법에 의해 채택된 규제체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능별 규제체계, 금
융상품의 포괄주의, 겸업의 원칙적 허용 등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각 업종의 세부
적인 개편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

(4) 장기적인 측면의 금융법 통합 문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금융법의 통합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금
융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의 태도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각 업종의
‘핵심업무’(은행의 여신 및 수신업무, 금융투자회사의 증권인수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업
무 등)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업종간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게는 전통적으로 은행업에 해당하던 지급결
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및 보험회사에게는 증권인수 등 금융투자회
사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은행 및 금융
투자회사에게는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의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법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각 금융권역의 규모, 전문성, 경쟁력, 균형발전
의 필요성, 법제도적 특성, 투자자 보호, 건전성 규제의 수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
러한 내용이 규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증권회사에 비교하여 규모
가 크고 점포 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투자자 보
호의 필요성이 높은 은행 등의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비대칭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본다. 위험성이 큰 복합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규제의 수준

76) 예컨대 보험분야에서는 피보험이익, 이득금지원칙 등 고유의 법원리가 적용되며, 증권업 등 타 금
융업과 비교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김홍기, “파생상품과 보험규제”,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연세대 법학연구소, 2007.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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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3. 겸영업무의 확대 및 부수업무 규정체계의 정비
(1) 겸영업무의 확대
은행은 본연의 은행업무 이외에도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자산운용업무 등의
‘겸영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그런데 유니버설뱅킹 등 금
융업무 겸영의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증권업, 신탁업 등
기존의 자본시장관련 금융업무가 새로이 통합, 변경됨으로서 은행의 겸영업무의 범
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권인수
업 등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은행의 겸영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으로서는 기존의 노하우와 고객정보 등을 금융투자업
등 겸영업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은 다수의 은행지점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기관간
의 경쟁과 겸영은 규제하에서 제한된 경쟁에만 익숙해 왔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
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부수업무의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
은행은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현행 부수업무
지침은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으로 규정되어 있어, 은행은 열거되어 있는
한정된 업무만을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열거된 부수업무 이외의 부수업
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에게 부수업무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결
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부수업무지침 3. 기타), 원칙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새로
운 유형의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가 출현할 때마다 부수업무지
침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수업무지침을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77) 자본시장법 역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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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78) 예컨대, 은행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
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
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자본시장법 제41조 참조).

(3) 부수업무 중 일부 항목의 겸영업무로의 전환
부수업무지침에 규정되었으나 부수업무의 속성에 상응하지 않는 일부업무에 대해
서는 겸영업무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업무, 유가증
권의 모집, 매출의 주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업무, 보험
대리점 업무 등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기보다는 증권업 또는 보험업
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인
허가 등이 요구되는 업무나 증권, 보험 등 별개의 금융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
는 업무들은 부수업무로 규정하기 보다는 겸영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업무들을 겸영업무의 형태로 규정하더라도 현행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
다. 현행 부수업무지침 2.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부수업
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수업무라고 하여도 다른 법령에서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영업무에서와 같이 인허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79)

4. 투자은행 업무범위의 확대
(1) 은행의 투자은행업무 확대의 필요성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스스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정보제공, 자본시
장 형성, 자본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80) 먼저, 정보제공업무에는
77) 고동원, “은행업무 범위”, 213면.
78) 보험업법 개정 요강에서도 보험회사 부수업무의 포괄주의 방식 채택이 제안된 바 있다.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 요강｣(2007. 12), 22면.
79) 고동원, “은행업무 범위”, 209면.
80) 고객의 예금에 기반하는 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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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관련 컨설팅, 증권발행 기업의 재무관리 대행, M&A 주선업무 등이 있다.
자본시장 형성업무에는 증권 인수, 증권 발행에 수반되는 초기업무, 증권의 모집⋅
매출, 신디케이트의 구성 등이 있으며, 자본투자 업무로는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
품 등의 자기매매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융업의 엄격한 겸영금지로 인해 대형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에게 대하여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광범위한 겸영이 허용됨으로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업무
수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간 내부겸
영이 허용되면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의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업주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금융투자회사
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투자자문
업,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통해서 겸영이 허
용된다고 하지만, 본업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은행은 은행
법령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불리함에 놓여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금과 대출업무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수행으로 인
한 수익 창출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감안할 때, 은행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는 겸영업무로 수행될 것
이며, 아래와 같이 현행 증권관련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증권인수업무의 확대
1) 인수업무 확대의 필요성
증권의 인수업무는 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과거 은행
을 통한 간접적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적 자금조달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직접적 자
금조달 방식이 증권의 발행규모도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증권인수업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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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게도 성장하는 증권 인수시장에의 참여 확대를 허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상 증권의 범위
현재 은행은 부수업무의 하나로서 국공채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부수업무지침
2.라), 향후에는 인수가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81)

우선 인수대상 증권의 범위를 현행 국공채에서 금융채를 포함한 회사채로 확대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채는 주식에 비교하여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의 위험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등 위험수준이 높은 증권에 대해서는 은행의 인수업무 허용에 신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식인수는 증권회사(향후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업무이고, 위험수준
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3) 증권인수의 중개업무의 허용여부
증권의 인수업무 이외에 증권인수의 중개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증권인수의 중개업무는 단순히 인수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지
않고, 은행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개가 허용되는 범위는 국공채 및 회사채 인수업무의 중개업무에 한정
할 것이다.

(3) 증권 매매업무의 확대
은행의 증권 매매업무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은행은 부수업무의 하나로서 증권
업무 중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부수업무지침 2.라), 이 범
위를 주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관계없이 해당 주식의 매
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의 차원82)
81)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신탁수익증권, CP, 저당증권 등의 인수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제33조의2 제1항.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인
가은행은 국채, 지방채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수업무도 가능하다. 78 USC 24(7) ; 12 CFR 12.
82) 앞서와 같이 은행이 자산운용차원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은행 부수업무의 하나인 ‘유가증권
투자업무’(부수업무지침 2.다)에 해당하여, 현행법 하에서도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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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는 업무의 차원에서도 주식매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
가 있으나, 증권회사에게만 주식 매매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도 미약하므
로,83) 은행의 증권 매매업무를 주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증권 위탁매매 및 중개업무의 확대
은행에게 유가증권 위탁매매, 중개 또는 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다. 현재 은행은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부수업무지침 2.카).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의 증권 위탁매
매, 중개 또는 대리업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지 못하다.
유가증권 위탁매매, 중개 및 대리의 허용은 은행입장에서는 중개와 위탁매매에 따
른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할 수 있고,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은행경영의 안정성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허용을 하더라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전업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미국에서도 은행에 대하여 회사채, 주식 등을 포함
한 유가증권의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84)에서 볼 때에도 설득력이 있고, 일
본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증권 중개업(다만, 투자권유행위는 금지)이 허용되어 있다
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85)
다만, 은행의 급격한 업무범위 확대가 염려된다면 우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위탁
매매, 중개 및 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주식에 대한 위탁매매 및 중개업무
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Ⅴ. 맺음말
금융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변화 추세는 은
83)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한국금융연구원, 2005. 11), 57-58면.
84) 12 USC Sec. 24(7).
85) 고동원, “은행 업무규제의 개선방안”,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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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증권, 보험 등 과거 전통적인 기관별 규제하에서 제한된 경쟁에만 익숙해 왔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게 시사점을 던져 준다.
증권관련업무의 규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특히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의 증권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드
러난 것처럼 저위험,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게 위험성이 높은 증권업무를 전면적
으로 허용할 때 은행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전업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금융규제의 필요성은 확인되었지만, 강력한 제
조업 구축과 지원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
형화, 겸영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감독,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차단벽(chinese wall) 설치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법 전반의 개편 및 정비
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타 금융법률의 개편방향은 자본시
장법에 의해 채택된 규제체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취급대상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기능별 업규제’,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기관 겸업의 원칙적 허용’ 등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각 업종의 세부적인 개편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금융법의 통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전체 금융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의 태도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각 금융권역
의 규모, 전문성, 경쟁력, 균형발전의 필요성, 법제도적 특성, 투자자 보호, 건전성
규제의 수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규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의 큰 틀에서는 칸막이를 유지하되, 업종간의 규제차이에 따른 비
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무들은 금융권역간의
겸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금융투자회사,
증권업무, 은행업무, RP거래, 포괄주의, 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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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Review on Securities Business of a Bank in Korea
-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CMFIBA -

Hong Ki Kim

In 2007,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what has become
know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CMFIBA”) which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Feb. 4, 2009. CMFIBA switchover current institutional
regulation system to functional regulation system, and unified various financial entities
in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y("Financial Company").
As Financial Company, which substitute securities company, can conduct various kind
of capital market related activities, the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is becoming fierce. Therefore it might be inevitable that Financial Company and
Banks will be likely to compete for the same customers, as the rapid change in financial
environments is taking place domestically and worldwide.
This article discusses the efforts to expand banks' powers in the area of securities
related business under the CMFIBA. A through analysis for securities business for a bank
are conducted on the problems which will be presented after the date of CMFIBA's
promulgation.
Part Ⅱ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securities related business of a bank under current
Banking Act, especially focused on ancillary business of a bank. Part Ⅲ of this article
analyzes the securities related business of a bank under CMFIBA. In Part Ⅳ, this article
elicits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banking industry.
In particular, this article suggests introducing the negative system in defining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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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bank's business. In line with this,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unifying
regulatory system in financial areas, especially in banking, securities, insurances ares.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expanding M&A business for banks, in order to
promote its competitiveness.

Key Words：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Banking Ac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y, Securities Business,
Banking Business, Repurchase Agreement, Negative System, Functional
Regul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