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국등주요국은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간의 금융
자유화기조를재점검하고금
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
의를시작하 음

Ⅰ. 논의배경

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세계적으로금융

자유화가진전되고금융혁신및 IT기술이확산

됨에따라각국은자국금융회사의경쟁력을제

고하기위해금융의대형화, 겸업화, 세계화전

략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금융업을높은부가가치와양질의고

용을창출할수있는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

한금융제도개혁에주력해왔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한금융회사대형화를추진하고「금융

지주회사법」(2000년 시행)과「자본시장법」

(2009년시행)을마련하는등금융겸업화도적

극추진하 다. 

그러나 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국 등

주요국은위기재발을방지하기위해그간의금

융자유화기조를재점검하고금융규제강화방

안에대한논의를시작하게되었다. 이후동방

안의일환으로 Paul Volcker 前 美연준의장,

Mervyn King 란은행총재등이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업무분리문제를언급하는등금융

회사의겸업제한문제가주요국제논의대상으

로 부각되었다. 또한 美 Obama대통령도

Volcker 前의장의견해에동의하면서금융겸업

의확산으로위기가초래되었음을지적하고겸

업제한을추진함에따라겸업제한에대한논의

가국제적으로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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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우리나라에서는금융위기이후에도「자

본시장법」개정을통해대형증권사에대한대출

업무허용방안을마련하는등여전히금융겸업

화확대논의가대두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

는 로벌금융위기이후겸업제한에대한국제

논의와사례등을살펴보고국내금융회사겸업

화추세에대한시사점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최근금융겸업화관련주요
국제논의

금융회사의 업무 역에 대한 견해는 금융회

사의업무 역을제한하는정도에따라겸업주

의(universal banking)와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구분할수있다.1) 겸업주의는통상

한금융기관이은행, 증권, 보험등여러금융서

비스를취급할수있도록하는방식2)이며, 전업

주의는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이각각해

당고유금융서비스만을제공하는방식이다. 이

러한 구분은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는

「Glass-Steagall Act」가 제정(1933년)됨에 따

라등장하게되었으며, 이후각국의금융제도와

금융산업발전에큰 향을미치게되었다.

대공황이후에도겸업주의를유지한독일, 스

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Deutsche Bank,

UBS 등과같은겸업은행중심으로금융산업이

발전하게되지만, 전업주의를채택한미국에서

는 상업은행과 함께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과같은 로벌투

자은행이 성장하고 자본시장도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즉미국에서는투자은행들이자신들에

게만 허용된 고수익·고위험 자본시장 업무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자

본시장규모도확대하게된계기가된것이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전업주의도 1970년대초

부터상업은행과투자은행이금융혁신, 규제회

피등을통해타권역의수익성있는업무 역을

서로경쟁적으로잠식하게됨에따라점차쇠퇴

하게되며, 결국1987년 국의금융빅뱅, 1999

년 미국의「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법) 도입등자회사및지주회사방식을통

한겸업도점차확대되면서금융회사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겸업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

었다.3)

하지만 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겸업화에

대해부작용이부각되면서‘겸업제한이필요하

다’는주장이다시제기됨에따라①겸업화가

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② 대형금융회사 규제수단으로서 겸업제한의

필요성③ shadow banking에대한겸업화관

련규제강화방안등이주요논쟁주제로부각

되었다. 이하에서동논쟁을소개하고자한다.

1. 겸업화가 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의여부

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Obama 대통령이「Glass-Steagall Act」철폐

에따른겸업화확산이위기의원인이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1930년대「Glass-Steagall Act」

제정당시제기되었던주장들이재등장하 다.

2

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겸
업화에대해부작용이부각되
면서 ① 겸업화가 로벌 금
융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는
지 여부 ② 대형금융회사 규
제수단으로서 겸업제한의 필
요성③shadow banking에
대한 겸업화 관련 규제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쟁 주제로
부각되었음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
기 이후에도「자본시장법」개
정을통해대형증권사에대한
대출업무허용방안을마련하
는 등 여전히 금융겸업화 확
대논의가대두되고있음

금융회사의 업무 역에 대한
견해는 금융회사의 업무 역
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겸
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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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주의와전업주의에대한구분은은행의비금융회사주식보유제한등과같이금산분리측면에서도구분할수있으나본고
에서는단일금융회사가제공가능한금융서비스를중심으로분류한다. 이러한분류에따른각방식의장단점은<부록1> 「금융
겸업의장단점」을참조하기바란다.

2) 겸업주의는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도등장함에따라그범위가확장되었다. 자세한내용은<부록2> 「금융겸업(universal
banking) 방식」을참조하기바란다.

3) 로벌금융위기이전의금융겸업화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3> 「금융겸업화의변천과정」을참조하기바란다.



Volcker 前 연준의장 등은
겸업을제한하자는의견을제
시하 는데, 이들은 리먼의
도산충격이증폭된것은투자
은행부문에서유발된금융불
안이겸업화된 업구조를연
결고리로하여상업은행부문
으로 전이되면서 겸업은행들
이연쇄도산한데기인했다고
보았기때문임

겸업제한 반대론자들은 겸업
은행의위기가은행고유업무
인 대출, 모기지 등의 실패에
주로 기인하 다고 보고, 금
융규제 개혁은 대출관행 및
리스크추구행위억제에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 음

대형금융회사의파산은여타
금융회사의 연쇄파산을 유발
하거나자본시장의기능을마
비시켜 금융 및 실물경제에
막대한 향을미침

특히, Volcker 前연준의장, N. Brady 前재무

장관, W. Donaldson 前SEC의장, G. Soros 소

로스펀드매니지먼트회장, J. Reed 前씨티그

룹CEO 등금융계주요인사와Roubini 뉴욕대

교수 등은 어떠한 형태로든「Glass-Steagall

Act」를부활시켜겸업을제한하자는의견을제

시하 는데, 이들은투자은행인리먼의도산충

격이증폭된것은투자은행부문에서유발된금

융불안이 겸업화된 업구조를 연결고리로 하

여 상업은행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겸업은행들

이연쇄도산한데기인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또한 겸업은행에 대해서는 고위험 증권투자가

허용되고있어리스크관리에엄격하여야함에

도불구하고예금보장제도, 중앙은행의자금지

원등에기대어도산가능성을배제한채해당

업활동을 지속하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하

다. E. Prescott 아리조나주립대교수도 2010

년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에서G20의금융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은행세 도입보다는 상업

은행이 고객예금으로 과도하게 리스크를 추구

하지 못하도록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분리를

우선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 다. 

하지만L. Blankfein 골드만삭스CEO 등금

융업계, 美자본시장규제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arket Regulation), P. Krugman 프

린스턴대교수등은겸업화와 로벌금융위기

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Glass-Steagall Act」의부활을반대하 다. 이

들은겸업은행의경 상황악화로인한위기발

생은은행고유업무인대출, 모기지등의실패에

기인한것이지증권자회사또는계열회사의채

권인수및매매업무에서기인한것이아니라는

입장이며, 위기의원인으로지목된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표적인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P. Wallison 美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2009)은美 19개대형은행에대한

2008년 stress test 자료를 바탕으로 2009~

2010년중예상손실을측정한결과손실의대부

분이모기지, 기업대출등고유자산에서발생했

던반면투자은행과의계열관계에서발생한손

실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초래요인들이은행등금융회사의그릇된대출

관행, 과도한리스크추구행위등이므로금융규

제개혁은대출관행및리스크추구행위억제에

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고주장하 다. 즉, 이

들은위기재발방지를위해서는상업은행과투

자은행의분리보다자본, 레버리지비율규제강

화등을통해금융회사의위험추구행위를제한

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한편미국에서는위기수습과정에서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ill Lynch, Bear

Stearns 등 다수전업투자은행들이겸업은행

으로전환하 다. 그러나이는 로벌금융위기

이전과같은금융겸업의확대가아닌美연준의

구제금융요건을충족하는과정에서소속자회

사인산업대부회사(Industrial Loan Company)

를은행으로전환해은행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

여타은행지주회사들에매각되었기때문이다.

2. 대형 금융회사 규제수단으로서의 겸업
제한필요성

로벌금융위기에서나타난바와같이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은 여타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을유발하거나자본시장의기능을마비시켜금

융및실물경제에막대한 향을미친다. 리먼

사태의경우파산의파급효과에대한불확실성

이 높은 상황에서 도덕해이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해 구제금융을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경제

적충격을초래한사례 다. 이와같이금융회

사의규모가확대(too big)되고금융회사間연

계성이 강화(too interconnected)될수록 여타

금융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및 실물경제에 대한

향이 증대되어 정책당국은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할우려가있는경우이로인한경제적충

격을방지하기위해구제금융을실시할수밖에

3로벌금융위기이후의금융겸업논의와시사점



없어(TBTF)4) 금융부문의 리스크 추구 유인이

강화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겸업제한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서금융

회사의겸업을제한하여리스크전이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겸업화에

따라 복잡해진 사업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화

되어, 감독및부실금융회사의신속한청산실

시가보다용이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J.

McCain, M. Cantwell 美상원의원등은더나

아가상업은행과투자은행이분리될경우금융

회사의규모확대도제어할수있을것으로판

단하고있으며, FSB도TBTF 문제를해결할수

있는대안중의하나로은행의 업범위제한을

고려하고있다. 

이에대해겸업제한반대론자들은대형금융

회사의문제는단일금융회사가보유할수있는

자산규모제한으로도충분히해결할수있다고

주장한다. 즉이들은자산규모를제한하는방법

으로금융회사의자기자본확충과함께리스크

가높은사업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자기자본

확보를요구하고, 차입비율도규제하는방안을

제시하고있다.

3. Shadow banking에 대한 겸업화
관련규제강화논의

비은행금융회사가CP, ABCP, RP 등비예금

성부채를통해소요자금을조달하여기업여신

등에 운용하는 경우 비은행금융회사가 실제로

는 겸업을 통해 은행업을 위(shadow

banking)하는것으로볼수있어이에대한규

제강화논의가진행되고있다. 

Shadow banking을 하는 비은행금융회사들

은수신기관과여신기관으로상호연계되어은

행과 유사하게 신용·만기·유동성 변환 등의

방법을통해자금을중개하게된다. 그런데이

렇게단기자금을유동성이낮은장기대출로운

용하는경우뱅크런발생가능성이높기때문에

은행에제공되는중앙은행대출제도, 예금보험

등과 같은 공적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나

shadow banking은이러한공적보호장치로부

터배제되어있기때문에강화된규제를적용할

필요가있다. 한편 shadow banking 금융회사

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매입약정,

CDS 등신용파생상품, 보험상품등의사적투

자자보호장치를활용하고있으나동수단들은

공적보호장치와달리금융기능자체를마비시

키는 시스템적 리스크에는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금번위기는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

발생을 계기로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해 온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시장신뢰가

붕괴되면서 발생5)·확산된 것으로도 평가6)할

수있으며, 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회복하기위

해美연준이각종유동성을공급7)한것도실질

적으로는 shadow banking system의 위기를

타개하기위한조치라고볼수있다.

4

비은행금융회사가 RP 등 비
예금성부채를통해소요자금
을 조달하여 기업여신 등에
운용하는 경우 비은행금융회
사가 실제로는 겸업을 통해
은행업을 위(shadow
banking)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강화 논
의가진행되고있음

금번위기는서브프라임모기
지 부실 발생을 계기로 신용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의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해 온
shadow banking system
에대한시장신뢰가붕괴되면
서발생·확산된것으로도평
가가능함

겸업제한 찬성론자들은 금융
회사의대형화로인한부작용
을방지하기위해서금융회사
의 겸업을 제한하여 리스크
전이가능성을차단해야한다
고주장하나반대론자들은자
산규모제한으로도충분히해
결가능하다고주장함

No. 2012-5

4) D. Tarullo 美연준이사는시스템적리스크가높아져버린상황에서는금융회사의도덕해이여부를감안할여지가없음을지
적하고있다.

5) 모기지관련증권을담보자산으로널리활용했던ABCP 및RP시장은물론동시장관련위험이크게노출된MMF시장에서연
쇄적인대량인출사태(shadow bank run)가발생하 다.

6) Paul 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2009)는 사실상 은행업을 수행하면서 규제 및 公的 보호장치를 보장받지 못한 shadow
banking system의붕괴를금융위기를초래한핵심원인으로지적하 다.

7) MMMF로부터 적격 ABCP를 매입한 예금기관 등에 대한 AMLF(2008.9월), ABCP와 CP를 매입한 SPV에 대한
CPFF(2008.10월), MMMF로부터 CD, bank note, CP를매입한 SPV에대한MMIFF(2008.11월), 적격 ABS보유자에대한
TALF(2008.11월) 등이있다.



Ⅲ. 최근주요국의겸업제한추진
사례

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겸업화에대한논

의결과미국에서는볼커룰(Volcker Rule), 국

에서는소매은행업분리(retail ring-fence) 등

겸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SB, BCBS 등 국제기구는 shadow

banking, G-SIFI 등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

하면서금융겸업에대해보다강화된규제적용

을추진하고있다.

1. 볼커룰 : 미국

미국은「Dodd-Frank Act」(금융개혁법)를마

련(2010.7월)하면서은행·은행지주회사및소

속자회사에대해고객서비스와관련없는자기

매매거래(proprietary trading)8), 헤지펀드 및

PEF 운용·투자등의투자은행업무를금지9)하

는 방안을도입하기로하고시행을준비10)하고

있다. 이를 볼커룰이라하는데, 은행업과증권

업겸업을전면금지했던「Glass-Steagall Act」

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입법 정신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파산時금융시장에과도한리스크

를유발할만큼대형화되고복잡해지는상황을

방지하는데그취지가있다. 또한예금보험, 공

적자금지원등의금융안전망은위기時에한하

여예금, 지급결제서비스등본질적인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상업은행에게만 제공되어야 한

다는원칙도반 하고있다.

한편볼커룰발표당시프랑스, 독일등이지

지의사를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도

입방안을추진하지않아유럽대륙국가의지지

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11)되었으나,

최근 네덜란드 De Jager 재무장관은 자국 실

정에맞춰볼커룰의도입방안을검토하고있

다고발표(2012.3월)하여향후그귀추가주목

되고있다.

2. 소매은행업분리 : 국

국은리먼사태이후Northern Rock, RBS,

HBOS 등대형은행의파산을경험하면서은행

개혁을위해은행업과증권업間겸업제한을강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 다. 이는 현행 겸업화

下에서는 투자은행 부문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공적자금투입가능성을높인다는데에공감대

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12)

먼저 은행미래위원회13)(The Future of

Banking Commission)는공정하고지속가능한

은행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볼커룰보다 강화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분리 방안을 마련하도

록 정부에 권고(2010.6월)하 다. 이는 상업은

행과투자은행분리가겸업은행內이해상충발

생가능성을예방하고개별은행의규모도축소

하여보다안전한금융시스템을구축할것으로

5로벌금융위기이후의금융겸업논의와시사점

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겸
업화에 대한 논의 결과 미국
에서는 볼커룰(Volcker
Rule), 국에서는 소매은행
업 분리(retail ring-fence)
등 겸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되고있음

볼커룰은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해 고객
서비스와 관련없는 자기매매
거래, 헤지펀드 및 PEF 운
용·투자등의투자은행업무
를금지하는방안임

8) 고객의주문없이자기자본및차입금등자기계정자금으로채권, 주식, 파생상품등에투자해고수익을추구하는행위를말한다.
9) 다만, 국공채매매, 유가증권인수, 시장조성및리스크관리관련자기매매및기본자본(Tier 1 capital)의3% 이내의헤지펀드
및PEF 투자등은예외적으로허용된다.

10) D. Tarullo 美연준이사(2012.1월, 의회증언)는볼커룰과관련하여허용업무와금지업무간구분이쉽지는않으나금융계의의
견을취합하여업무를구분하는것만으로도실질적인규제효과를발휘하고있다고발언하 다.

11) 한편2012.2월G20회의에서는일본, 국, 프랑스, 브라질등이볼커룰시행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하 는데, 미국이美국
채매매에대해서만볼커룰적용을배제함에따라정부부채가많은일본, 국및유로국가등은자국국채에대한수요가감소
될것이라판단하 기때문이다. 또한이들국가는미국계금융기관등의달러화통화스왑거래규모를축소시켜달러화공급
감소로인한금융불안발생가능성도우려하고있다.

12) 한편Barclays, RBS 등대형은행은겸업은행이취급업무가분산됨에따라위험도가전업은행보다낮으며재무비용및고객
관리등에있어서도보다효율적이라며의견수렴과정에서반대하 다.

13) 금융위기이후학계, 업계등의의견을반 한 국은행제도개편방안을논의하기위해2009.12월보수당D. Davis의원을
위원장으로하여총8인의구성원으로설치되었다.



기대하 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분리방안

에대해국제적인컨센서스를형성할필요가있

다고보고 로벌금융중심지인 국이정부차

원에서 국제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한다고지적하 다.

동권고와비슷한시기에은행제도개혁을위

해정부에의해설립(2010.6월)된은행개혁위원

회14)(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는은행그룹이투자금융부문의부실로인

해파산위기에직면하더라도공적자금투입요

건을엄격하게적용하는체계를구축한다면고

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경 행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은행산업개혁 최종안에서 소

매·도매·투자금융업으로구성된현행겸업은

행체계(universal banking)에서소매은행업을

분리(retail ring-fence)하겠다고 발표(2011.9

월)하 다. 동 방안은 소매은행 부문을 겸업은

행 內에 자회사 법인(legal entity)으로 존치는

시키되, 독립된이사회와별도의자본금을보유

토록하여여타부문과격리15)시키도록하고있

다. 이에따라소매은행부문만이개인·중소기

업에대한여수신업무등핵심적인국내소매

금융서비스를담당하도록하되, 정보및인적

교류, 대고객복합금융서비스제공등의면에서

는현재와같은협력관계를유지하도록허용할

예정이다. 

3. 겸업은행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 적
용 : 국제기구

FSB, BCBS 등국제기구는금융규제강화와

관련하여직접적으로금융겸업을제한하기보다

는겸업에대해보다강화된규제적용을추진

하는방식으로겸업제한을추진하고있다. 

FSB는shadow banking을통한겸업화로인

해시스템적리스크가유발되지않도록은행의

shadow banking 금융회사에대한익스포져규

모를제한하고shadow banking 금융회사의

업행위와관련된투명성을제고하는등규제강

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4월에 마련된

「Shadow Banking: Scoping the Issues」를보

면FSB는①은행을통한간접규제②shadow

banking 실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직접규

제③shadow banking 활동규제④거시건전

성 조치 등 4개의 범주로 나눠 shadow

banking에대한규제를강화할계획이다. 그리

고 BCBS는 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

SIBs)을 선정하는 지표16)에 은행의 채권·주식

인수등의투자은행업무수행정도를포함하여

겸업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본규제가 적용

되도록하고있다.

Ⅳ. 우리나라의금융겸업화현황

우리나라는과거미국, 일본의 향을받아전

업주의를채택하 으나 1980년대이후에는은

행의예대및환업무, 증권회사의유가증권인

수·중개·매매업무, 보험회사의보험인수, 보

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업무등각업권의핵

심업무를제외한업무에대해서는각금융회사

가겸업할수있는업무범위를확대해왔다. 은

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9월), 변액보험

국제기구는 직접적으로 금융
겸업을 제한하기보다는 겸업
에대해 보다강화된규제적
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겸
업제한을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
의 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 으나 1980년대 이후
에는 각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의 겸업범위를 확대
해왔음

6

소매은행업분리는국내소매
금융서비스부문을겸업은행
內에자회사법인으로존치시
키되, 독립된 이사회와 별도
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하여
여타부문과격리하는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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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무부장관이 국 은행산업의 안정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 란은행 chief economist인 John
Vickers 위원장과여타위원4명을구성원으로설치하 다.

15) 소매금융부문과도매·투자금융업을완전히분리하는방안도검토되었으나저축과투자의중개효율성, 위험분산, 시너지효
과등을희생해야하는경제적비용이크고내부겸업을허용하는EU법과도상충되는점을감안해배제되었다. 

16)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Rule text)」, 2011.11월



금년 6월에 마련한「자본시
장법」개정안에서는 shadow
banking 가능성에 대한 우
려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자에게기업대출업무를추가
로허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
있음

최근 美, 英 등 주요국에서는
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간

의 겸업화 추세를 수정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겸업제한
방안을 도입 또는 검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내부겸업방식에대해서
는국제적으로여전히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에 대한 대
출업무 허용 등과 같이 내부
겸업범위를확대하도록허용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적리스크유발가능성
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7월 및 2003.8

월), 은행및보험회사의자산운용및판매회사

업무허용(2004.3월), 증권및보험회사의신탁

겸 허용(2005.7월) 등을실시하고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회사간의 전면

적인겸업허용을위해자본시장관련법률15개

를통합·정비한자본시장법도시행(2009.2월)

하 다. 또한대형투자은행육성을위해금융

투자업자(증권회사)의 신규업무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 등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

를허용(2011.9월)하 으며, 금년 6월에마련한

「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는 shadow bank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자에게기업대출업무를추가로허용하는방안

을추진하고있다.

한편2000.11월에는금융지주회사설립허용

으로美, 日등과같은외부겸업형태가전면적

으로도입됨에따라우리나라도금융제도분류

상전업주의채택국가가아닌겸업주의채택국

가로도분류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국내

겸업화확대논의의대부분은외부겸업중심의

국제논의와는 다르게 증권·보험회사 등 은행

지주회사설립에제약이있는금융회사의내부

겸업을통한업무 역확대문제로국한되고있

다. 이는우리나라은행은지주회사방식을활

용한금융투자업이나보험업진출이용이한반

면증권·보험회사는금산분리등은행소유규

제, 자본규모취약등으로은행자회사를인수

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

라증권·보험회사는여·수신, 지급결제등의

은행업무를 지주회사를 통한 외부겸업보다는

내부겸업형태로수행하기를희망하고있다.

Ⅴ. 평가및시사점

최근美, 英등주요국에서는 로벌금융위기

이후「Glass-Steagall Act」와같은엄격한전업

주의로의복귀는아니지만그간의겸업화추세

를수정하여자국실정에맞는겸업제한방안을

도입또는검토하고있다. 미국은시스템적리

스크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자기매매거래, 헤

지펀드 및 PEF 투자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되

고객서비스제공이목적인경우등필요時관

련규제적용을배제할예정이며, 국은공정

하고지속가능한은행제도구축을위해겸 은

행 內 소매금융부문으로부터 도매·투자 금융

업을분리하되은행그룹內에서외부겸업형태

의자회사간계열관계는유지하도록허용할예

정이다.

한편 금융겸업화에 대한 최근의 국제논의는

상업은행에 대해 증권·보험업을 겸업하도록

허용또는제한할것인가가주요이슈이며, 그

방식도 지주회사 등을 활용한 외부겸업방식과

관련된다. 반면우리나라에서주로논의되고있

는내부겸업방식에대해서는국제적으로여전

히엄격히제한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미국

은1999년「GLB법」도입으로외부겸업을전면

허용하 으나 내부겸업에 대해서는 1933년

「Glass-Steagall Act」에따른제한을상당부분

유지하 으며, 국은 2011년은행산업개혁최

종안에서 소매은행업에 대해서는 겸업은행 그

룹 內 여타 금융부문과도 격리(retail ring-

fence)하기로결정한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금융겸업제한과관련된해외논의및사례를

볼때우리나라는해외겸업규제논의및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향후 외부겸업

이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한 리스크 추

구, 연계성강화등의부작용을유발할가능성

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내부겸업과 관련해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

고있는주요국의경험등을감안하여증권사에

대한대출업무허용등과같이내부겸업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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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도록허용할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시

스템적리스크유발가능성을함께고려해야하

겠다. 무엇보다예금수신기능이없는증권회사

에대출업무를허용하는경우증권회사가 RP,

ABCP 등과같은단기시장성자금조달(shadow

banking)을통해대출업무를확대하는등내부

겸업을통한shadow banking이증가할가능성

이높다. 이러한점에서shadow banking에대

한국제적인규제강화논의추이를면 히모니

터링하고 필요 時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겸업대상업무에대해서는추가

규제자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

8

특히 내부겸업을 통한
shadow banking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shadow
banking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논의를 반 하고,
추가 규제자본 부과 등을 통
해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
능성을사전에억제할필요가
있음

No. 2012-5

겸업주의나 전업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데다 실증분석 결과도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있어어느쪽이우월하다고평가하기는곤란한상황임
■실증분석한 결과 Puri (1994, 1996), Kroszner and Rajan (1994), Gande et al. (1997), Hebb and Fraser
(2002), Jensen (2003) 등은시너지효과가, Ber et al. (2001), Kang and Liu (2007) 등은이해상충문제가
더크다는연구결과를제시

- 겸업주의는전업주의에비해규모·범위의경제를통한시너지효과와정보생산의효율

성등에서우월함

겸업은행은간접금융을통한장기간의거래관계유지로거래기업의경 실태를정확히

파악해적합한금융수단제공가능

다양한금융서비스취급을통해수익다변화및위험분산이가능하며업무취급비용이

절감되는등수익성제고가가능하고금융지주회사內자회사간경쟁도촉진

- 반면겸업주의는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금융불안유발및전이가능성등의문제

점이지적되고있음

증권, 은행등복수업무를겸업함에따라한부문고객의이익을위해다른부문고객

의이익을희생시키거나고객의이익보다는금융회사의이익을우선하는이해상충문

제에취약

증권부문의고위험투자에따른리스크가은행부문으로전이됨에따라금융시스템전

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형화에 따른 대마불사(too-big-to-fail;

TBTF) 등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고수익·고위험추구유인을높일가능성

<부록 1> 금융겸업의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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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겸업(in-house) 방식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등유럽국가

- 단일금융회사의내부조직에서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의업무가운데2개이상의업무

를직접겸업하는형태

독일의경우은행의비금융회사주식보유및경 참여도허용

- 단일지배구조를통해복수의금융업무를직접통제하고복합금융상품을개발·판매할수

있어범위의경제구축이용이하고금융수요자의편의성증대등금융겸업화의경제적효

과극대화가능

- 다만업무관계가복잡해지고, 겸업에따른이해상충발생및한부문의위험이바로금융회

사전체에전이될가능성이여타겸업방식에비해높음

모자회사(parent-subsidiary) 방식 : 국

- 금융회사가여타금융권의고유업무를수행하는자회사를소유·통제함으로써부분적으

로겸업의효과를얻는형태

- 모회사가제공할수없는금융서비스를자회사를통해공급함으로써종합금융서비스제공

이가능하며, 모회사의리더쉽이발휘될경우서로다른금융업종의자회사간협조체제구

축으로시너지효과발생가능

- 내부겸업에따른이해상충해소및위험전이차단등에있어내부겸업방식보다효과적이

나, 모회사중심경 전략으로인한모·자회사간이해상충발생, 자회사부실의모회사로

의전이가능성등의문제는여전■

■ 란은행은자회사방식이나내부겸업방식이나증권업 위가은행에미치는 향은동일하다고판단

금융지주회사(holding company) 방식 : 미국, 일본, 한국등

- 금융지주회사가은행, 증권사, 보험사등서로다른금융업무를수행하는자회사들을통해

겸업하는방식

- 모자회사방식과유사■하나모자회사방식보다금융지주회사소속자회사의독립성이상대

적으로높고, 합병전략의유연한추진이용이
■통상적으로 모자회사 방식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경 권 확보에 필요한 만큼 보유하나 지주회사 방식
은지주회사가자회사의지분을100% 보유한다는점에서구분

지주회사는자회사간정보공유및이해관계조정등을통해효율적인자원배분을가능

하게하며, 지주회사를통한자금조달로비용절감도가능

<부록 2> 금융겸업(universal banking) 방식



10

No. 2012-5

1. 전업주의등장: 미국의
「Glass-Steagall Act」(1933년)

□대공황 이전까지는 겸업주의와 전업주의에 대
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겸업이 자
유롭게 허용되었으나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은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는 전업주의를 채택
하 음

- 대공황의주요원인으로은행의주식투자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Glass-Steagall
Act」를도입하여①은행의증권업금지■

(§16) ②증권회사의은행업금지■■(§21) ③
은행과증권회사간계열관계(자회사화) 금
지(§20) ④ 은행과 증권회사간 이사 겸임
금지(§32) 등을규정
■■ 유가증권 인수업무와 브로커/딜러 업무를 모두

금지하 으나, 위험성이 적은 국채관련 업무 등
은허용

■■ 당좌예금, 저축성예금 등 모든 예금수신행위를
금지

1956년에는 은행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은행지주회사가진출할수있는분야를은
행업무또는은행의경 과 접한관련이
있는업무로한정해보험업과도분리

- 미국의 전업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의해일본에강제로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해방이후美·日금융제도가
도입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채택

- 국은금융관련법규상으로는겸업수행
에 대한 제약이 특별히 없었으나 1980년
대까지수익성■ 및이해상충문제등을이
유로전업주의를유지
■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 친숙하지 않은 업무를 취
급하는 것이 결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미국은 전업주의에 따라 은행의 겸 업무
범위가 제한되는 가운데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로벌 투자은행이 성장하고 자본시장이 함께

발달하게되는계기를마련하 음

- 투자은행이 자신들에게만 허용된 고수
익·고위험자본시장업무를바탕으로성
장하면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자본시장
규모를확대

2. 겸업주의의발전및전업주의의쇠퇴

□독일 등 유럽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겸업
주의를지속적으로유지·확대해왔음

- EC 신용기관지침(Credit Institutions
Directives, 2000.12월)에는독일, 네덜란
드등에서정착된내부겸업방식의겸업주
의를채택하고, 유럽지역內은행업의자
유화를추진

□전업주의를채택한미국, 일본등과달리유럽
대륙국가가 겸업주의를 유지한 것은 은행중심
금융제도에기인하 음

- 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투
자자산관리및기업감시업무를자본시장
보다는은행이직접수행

- 아울러겸업화에따른이해상충문제등을
경쟁촉진에따른금융회사의평판유지노
력■, 감독당국의감독강화등으로대처
■ 투자은행 업무는 금융회사의 시장정보 획득능력

과 함께 평판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

제유발時시장도태가불가피

□미국에서도 1970년대초부터 금융혁신, 규제
회피 등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타권
역의 수익성 있는 업무 역을 서로 경쟁적으
로 잠식하면서 겸업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부록 3> 금융겸업화의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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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주체의저축및투자금융수요가다양
해지면서금융회사도 IT기술발전으로이
에부응할여건이마련된데기인

- 1980년대이후에는겸업금지가美금융산
업의경쟁력을저하시킨다는인식이확산
됨에따라연준등금융당국은법해석, 법
원판결등을통해겸업관련규제를완화

전업주의가유럽계대형겸업은행과의경
쟁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Glass-
Steagall Act」자체를폐기하려는노력이
지속■되었으나 금융업권간의 이해대립으
로실패
■ Benston 前 에모리대 교수(1990)는 대공황 이전
美금융산업에대해겸업이이해상충문제를유발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금융위
기유발여부도확실치않았다고지적

□이후 Citicorp 은행과 Salomon Smith 
Barney 증권사를 보유한 Travelers 보험사
간의 합병을 계기로「Gramm-Leach-
Bliley Act」■가 1999년 제정되면서 전업
주의를 도입한「Glass-Steagall Act」가
사실상철폐되었음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을지칭

- 「Glass-Steagall Act」의은행과증권사간
계열관계및이사겸임금지조항을폐지하
되, 은행·증권사의내부겸업금지조항은
유지

- 금융지주회사방식에의한은행의비은행
업겸업및증권·보험사의은행인수등
이허용됨에따라美금융회사도유럽겸
업은행과같이다양한금융서비스를one-
stop으로제공할수있는기반마련

- 한편일본■및우리나라도금융환경변화
에대응한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
여「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각각1998년,
2000년)하여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금융
겸업화를추진
■ 자회사를 통한 타 업종 진출도 가능(금융제도개혁
법, 1993년)

□ 국에서는 1987년 런던증권시장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빅뱅■(Big Bang)이 단행된 이후
자회사방식의겸업주의가크게확산되었음
■ 증권매매 수수료율 자율화, 단일자격제도 폐지를
통한 종합증권업의 기반 마련, 주식·국채 전산매매
시스템 개혁, 외국 기관에 대한 증권거래소 회원
개방등

- 국에서는자회사방식을통한금융그룹
모델이완전한업무다각화의장점을누리
면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방안으로평가

란은행은자회사방식이나내부겸업방
식이나증권업 위가은행에미치는 향
은동일하다고인식하여내부겸업방식도
허용하 으나, 대부분의은행들은이해상
충방지등을위해자회사방식의겸업을
채택

- 이에따라 국의상업은행과국제금융회
사들은 증권회사를 매수하거나 계열화시
키면서금융그룹의형태로증권업에참여

상업은행 투자은행

■ 증권서비스에 대한
교차마케팅 허용

■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및 확대

■ 뮤추얼펀드 설립
허용

■ CP, 지방채 등
인수대상 유가증권
의 범위 확대

■ 파산 S&L회사
인수

■ 은행 인수후
정기예금만
취급하는 비은행
등으로 전환

■ MMMF 및 CMA
등을 통한 당좌
예금시장 잠식

■ Junk Bond를
통한 대출시장
잠식

< 美금융겸업확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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