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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9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율체계 전체를 일신하는 것으로,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환경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당연히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 또한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금융투자업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기능별 규율체계, 자본시장 관련 업무의 
사내겸영 확대, 투자자보호 규제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1.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정의에 따른 영향

은행이나 생보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자본시장에서는 자금제공자(투자자)와 
자금조달자(기업)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양자가 개별 거래에 내재한 
위험이나 성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그리고 이는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고도의 다양성을 띠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다종다양한 욕구를 가진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거래상대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품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모든 상태
(state)별로 현금흐름(payoff)이 달라지는 다양한 상품이 출현함으로써 완비된 
시장(Complete Market)이 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자본시
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완비될수록 자금조달자와 투자자의 욕구 충족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발달은 시장참가자의 효용극대화와 직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법규적 제약으로 인해 완비된 시장이 
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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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거주의적 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은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 자본시장에서 출현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표 Ⅱ-1》참고).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적용에 따른 상품 종류의 확대는 자본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이 맞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은행에만 머물렀던 
기업들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이 제공되므로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된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됨
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 및 공급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시장의 저변 확대는 금융투자업의 시장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물론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Flight to 
Quality)으로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난 후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 힘입어 자본시장 수요
기반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명     칭 정  의

증

권

전통적
증권

채무증권 채무를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등

투자계약 증권
(Investment Contract)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

간접투자증권, 
비정형간접 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 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장외 생상품 선도, 스왑, 옵션을 추상 으로 정의

장내 생상품 생상품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정의

<표 Ⅱ-1> 융상품의 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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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외연 확장은 금융기관의 경쟁행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금
까지 금융투자회사들은 제한된 상품을 두고 치열한 가격경쟁을 펼쳐 왔는데, 
앞으로는 상품혁신을 통한 질적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개발을 
억제하는 법규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이제 혁신을 통한 차별화는 온전히 금융
투자회사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겠다.1)

2.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에 따른 영향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제는 기관별로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는 ‘기관별 
규율체계(Institutional 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별 규율
체계 하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수행하는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기관별 규율
체계를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이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별 규율체계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권역에 걸친 통합적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기능별 규율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능(Financial Function)을 정의
해야 하는데,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고객－상품－업무’의 다양한 조합들을 별개의 
금융기능으로 정의한 후, 이들 각각의 금융기능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를 부여
한다. 여기에서 고객은 다시 두 종류(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상품은 세 종류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업무는 6종류(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고객)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상품)의 중개업(업무)’, ‘전문투자자(고객)를 위한 
부동산펀드(상품)의 집합투자업(업무)’ 등이 하나의 개별 기능으로서, 금융투자
회사 인․허가를 위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인허가 단위가 종합증권업, 
위탁매매업, 자산운용업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고유의 속성인 다양성을 반영한, 매우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위험도나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일부 단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표 Ⅱ-2》).2)

1) 최근 혁신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구조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혁신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자자나 
감독당국이 해당 상품을 올바로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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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업 종류 융투자상품 범 투자자 자기자본

투자매매업 인수포함 증권 일반+전문 5001)
채무증권2) 일반+전문 2001)

국공채2) 일반+전문 751)
지분(집합제외)2) 일반+전문 2501)
집합투자증권2) 일반+전문 501)

인수제외 증권 일반+전문 2001)
채무증권2) 일반+전문 801)

국공채2) 일반+전문 301)
사채2) 일반+전문 401)

지분(집합제외)2) 일반+전문 1001)
집합투자증권2) 일반+전문 201)3)
RP대상증권4) 일반+전문 60

인수만 증권 채무증권2) 사채2) 일반+전문 601)
장내파생 일반+전문 100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1)
장외파생 일반+전문 9001)

주권기초 일반+전문 450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4501)

통화ㆍ이자율기초 일반+전문 180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전문 301)

채무증권2) 일반+전문 101)
지분(집합제외)2) 일반+전문 101)
집합투자증권2) 일반+전문 101)
RP대상증권4) 전문 5

장내파생 일반+전문 201)
주권기초 일반+전문 101)

장외파생 일반+전문 100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501)

통화ㆍ이자율기초 일반+전문 201)
투자중개업 (ECN) 증권 지분(집합제외)2) 상장주권 일반+전문 1501)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증권 채무증권2) 전문5) 30
집합투자업 모든펀드(혼합펀드) 일반+전문 801)

증권펀드(MMF포함) 일반+전문 401)
부동산펀드 일반+전문 201)
특별자산펀드 일반+전문 201)

신탁업 모든신탁재산 일반+전문 2501)
금전만신탁 일반+전문 1301)
금전제외신탁 일반+전문 1201)

부동산신탁 일반+전문 1001)
투자자문업 모든 금융투자상품 일반+전문 51)
투자일임업 모든 금융투자상품 일반+전문 151)

《표 Ⅱ-2》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상의 인․허가 자기자본 요건

1)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 경감 (코드 번호는 0-0-2 형태).
2) 해당 증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 포함.
3)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1/2 경감 적용.
4) RP대상증권 : 국공채, 상장법인ㆍ공기업 공모사채, 보증사채, 공모 ABSㆍMBS, 수익증권 등.
5) 전문투자자중 일부 제외.

2) 현재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진입에 필요한 물적자본을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자본
시장통합법시행령에서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전환한다.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자본력은 납입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납입자본금 대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은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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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진입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의 주 수입원인 
주식 위탁매매업무의 경우, 현재는 30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이면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동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자기자본으로도 주식위탁매매업무를 위한 특화증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흔히 
자산운용업으로 지칭되는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도 현재 100억 원인 자기자본 
요건은 향후 80억 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부동산이나 대체자산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40억 원의 자기자본만으로도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단위가 세분화됨과 동시에 물적 진입요건 
또한 낮아짐에 따라, 향후 특정 고객이나 상품에만 초점을 둔 특화 금융기관이 
대거 출현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동질적인 상품․업무․고객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경쟁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 금융투자업의 사내겸영 허용에 따른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사내(In-house)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로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통해 타업무를 겸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일 법적 조직 내의 한 
부서(department)에서 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투자회사들이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의 업무를 사내에서 겸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대상은 자산운용업의 겸영이다. 자산운용업 겸영
여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우려 때문이다.3)

실제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다양한 이해상충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펀드의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행위, 인수한 유가증권의 매각(placement)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떠넘기는 행위,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펀드에 넘겨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고객이 이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고, 따라서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자신의 자금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국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에 대한 실증연구는 박래수․신보성(2007)을 참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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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szner and Rajan (1997)). 그리고 만약 이러한 고객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
이어서 사내 겸영에 따른 편익을 상쇄하는 정도라면, 겸영이 허용된 후에도 
기존처럼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곳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들 사이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비교적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할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 대형사 입장에서 볼 때 
사내 겸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즉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고객의 이해상충 우려로 인해 평판자본이 훼손될 가능성은 대형사에서 
가장 큰데, 이는 대형사 입장에서 사내 겸영의 편익과는 달리 사내 겸영에 따른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사내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 중에는 자회사 등 계열관계를 통해 자산운
용업을 영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4) 

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대형사들도 사내겸영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운용상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는 
인덱스펀드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교섭력이 높아 
금융투자회사의 재량권이 개입되기 어려운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도 겸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투자자보호 규제 강화의 영향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개별 거래에 내재한 위험이나 
성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정보비대칭 
문제도 여타권역에 비해 크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회사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
할 경우에는 투자자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투자자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있다.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투자 권유에 앞서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Know-Your-Customer-Rule), 투자자 특성에 맞추어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suitability) 원칙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적합성 원칙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고객의 재산
이나 소득수준 등과 동떨어진 상품을 권유할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4)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대형 증권회사들은 자산
운용업을 사내겸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는 장근영(200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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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늘리기 위해 
부적절한 상품을 권유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은 상당부분 억제될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나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창구직원이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고객의 
특성에 맞게 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비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금융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창구직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창구
직원의 부담과 불완전판매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별로 상품의 종류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본손실 가능성이 크거나 
상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한 상품은 PB(Private Banking)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
하고, 리테일 고객에게는 비교적 단순한 상품만 판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금융투자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5개 대형 투자은행이 
겪고 있는 위기와,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될 규제는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 대형 투자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투자업에 미칠 영향을 개관한다.

1. 미국 대형 투자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예외 없이 위기를 겪고 있다. Lehman Brothers는 파산
보호(Ch.11) 신청을 하였으며, Bear Sterns와 Merrill Lynch는 각각 JP 
Morgan Chase와 Bank of America 그룹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순수 투자은행
(Pure Investment Bank)의 대명사로 불리던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마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로 전환함으로써, 미국 내 
상위 5개 투자은행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Ⅲ
-1》 참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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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미국 상  5개 투자은행 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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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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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들 상위 5개 대형 투자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기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들과 
여타 투자은행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과다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고유계정의 
지나친 확대와 이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정리된다.

1) 차입에 기반한 고유계정 확대
전통적으로 투자은행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issuer)과 해당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투자자(investor)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자본시장 내의 자금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주식이나 
채권의 인수․중개, M&A자문,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획득하는 대리인
(agent)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부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유자산 트레이딩(Prop Trading),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등의 업무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아닌 고유계정에서의 이익창출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5)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은행지주회사 전환은 최근의 금융위기 와중에 미행정부의 구제금융과 

연방준비은행의 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모든 금융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은행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지주회사로 변모하기 위한 중간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향후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투자은행업무와 더불어 일부 상업은행업무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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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미국 자본시장 개기 의 차 조표 변화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 투자은행들만이 배타적
으로 향유하던 정보독점력의 저하, 기업 및 투자자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장악력 
약화, 기술 진전에 따른 상품 및 업무의 표준화와 이로 인한 수수료율 하락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투자은행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거래에 투자은행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 것도 
고유계정에서의 투자비중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의 고유계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형 투자
은행들의 고유계정 확대 추세를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일부 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고유계정에서 나오는 이익이 전체 이익의 7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대형 투자은행들의 역할이 고객의 거래를 성사시킨 후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 몰입하는 주인
(principal)으로 변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도 
대규모 차입을 통한 고유계정 확대를 부추겼다. 실제로 미국 상위 5개 투자은행의 
부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기자본의 20배 수준이었으나, 장기간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2007년에는 자기자본의 30배까지 늘어났다.6) 대규모 차입을 바탕으로 
하는 고유계정 운용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7)

본래 대규모 차입을 통한 고유계정에서의 이익창출 방식은 전형적인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의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은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실제로 유가증권 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모델에서는 

6) 부채규모가 자기자본의 30배에 달한다는 말은, 불과 3%가량의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자본 전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급격한 레버리지 확대는 SEC가 지난 2004년 취한 규제완화 조치에도 
책임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New York Times(2008. 10. 3)의 기사, “Agency's '04 Rule Let 
Banks Pile up New Debt.”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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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부채의 구성에서 단기차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
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은행들이 보유하던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았던 
점도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들 투자은행들의 행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Ⅲ-2》참고).

먼저 부채 측면을 보면, 부채의 절대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동시에 단기차입의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단기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부채의 유동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채부문의 유동성 증가와는 정반대로 보유자산의 
유동성은  과거에 비해 대폭 저하되었다. 이는 투자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유동성이 
높은 예금을 재원으로 유동성이 낮은 대출자산을 보유하는 상업은행과 극히 
유사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차익거래 전략을 
추구하는 일부 헤지펀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그 결과 상업은행 
이외의 영역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것이다.

그러나 투자은행의 경우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업은행과는 달리 시장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유동성 
낮은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하자 급속한 자금회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8) 이러한 결과는 투자은행이 
상업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따른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9)

2) 고유계정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심화

레버리지를 통한 고유계정의 지나친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는 위험증대 측면에만 
8) 미국 5대 대형 투자은행 중 가장 먼저 유동성 위기에 빠진 Bear Sterns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전체 부채 중 79%가 단기부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차입의 구성이 유동성 위기를 가져온 
핵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9) 이러한 논의가 상업은행들에게 투자은행업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업은행은 자금조달을 주로 예금에 의존하는 관계로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
에서 일부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업무를 공격적으로 영위하게 되면 상업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율성 측면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투자은행 내부에서도 표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창의력과 독창성의 발휘가 
중요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력과 독창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따라서 보수적인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수행은 조직문화 및 보상의 
현격한 차이로 효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에 따른 
효과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결합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증거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제한된 증거들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Ber et al (2001), Kang and Liu (2007), Kroszner 
and Rajan (1994), Puri (1996), Saunders (1994) 등을 참고하라.



- 37 -

국한되지 않는다. 고유계정에서의 이익 증대에 골몰할 경우 고객의 이익 보다는 
투자은행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10)

증권회사에게 매각을 의뢰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매각의뢰를 받은 금융투자
회사는 해당 기업의 매각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기업의 내용을 속속
들이 파악한 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가 
해당 기업을 직접 인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제 금융투자회사는 단순히 고객
으로부터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
(주인)가 됨으로써 시세차익 전부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
하지 않다.

우선 매각을 의뢰한 기업주는 금융투자회사가 인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회사가 인수자로 나설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산정하려 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역시 불만인 
것은 매한가지다. 괜찮은 매물을 투자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가로채가는데 시선이 고울 리 없는 것이다. 고유계정 확대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과 이들의 고객 간에 이해상충 관련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추진하는 PI는 고객의 이익을 가로채는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평판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즉, 투자은행이 PI를 통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꾀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고 나면, 양질의 투자대상이 나타날 경우 금융
투자회사가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기피하는 물건만 
넘길 것이라는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해당 투자은행은 더 이상 거래를 유치하기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2. 금융투자업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상업은행과 달리 예금보험제도, 최종대부자 기능 등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시장
에서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자본시장을 통한 과다한 유동성 공급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자본시장 영역에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10) 신보성, “증권회사 PI 유감”, 파이낸셜뉴스 칼럼(200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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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는 주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레버리지 규제는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레버리지 규제는 고유계정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향후 투자은행의 모습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투자
은행 모델에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레버리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더불어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 역시 고유
계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PI로 대표되는 고유계정의 
과도한 확대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리인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PI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거래와 관련한 PI는 오히려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본래 PI는 고객들 
스스로가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원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특정 거래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
회사가 자신의 자금을 함께 투자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선별력이 탁월하여 해당 거래의 성과가 양호할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고객과 더불어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Ⅲ-3》에는 향후 금융투자회사 비즈니스 모델의 바람직한 지향점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지향점은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해외 대형 투자은행의 
중간에 위치한다. 즉, 해외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고유계정의 규모를 상당부분 
축소해 나가야 하는 반면, 지나치게 단순 중개업무에만 의존하는 국내 금융투자
회사(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고유계정의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Ⅲ-3> 투자은행의 바람직한 비즈니스모델

▲ ▲ ▲Agent Principal

국내 증권사

Agent + Principal

(ensuring deals) 일부 Global IB

험↓

이해상충↓ 이해상충↑

험↑

       자료: 신보성(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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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금융투자업 성장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투자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향후 변화된 환경 하에서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투자업계 및 규제․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과제가 요구되는지를 간략히 제시한다.

1.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금융투자회사에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창의력에 기반한 상품개발의 
제약을 없앰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 및 공급기반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금융
투자회사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과거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차별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예외 없이 동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질화된 상태에서 유일한 경쟁수단은 
가격뿐이며, 따라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펼쳐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질적인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위탁매매업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온라인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소매고객 대상의 위탁매매업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차별화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위탁매매업을 둘러싼 가격경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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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탁매매수수료율  한계비용 추이

         자료: 신보성․이석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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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에는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위탁매매업무에서의 마진(markup, 위
탁매매업무의 수수료율－위탁매매업무의 한계비용) 추이가 나타나 있다. 마진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매매수수료율 자유화 및 온라인거래제도 도입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위탁매매수수료율에 비해 한계비용이 더 빨리 
하락함으로써 마진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계
비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반면, 수수료율은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감으로써 급격한 마진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비용의 
추가적 하락은 쉽지 않고, 따라서 마진 축소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1)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화는 비단 위탁매매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유가
증권 인수업무, 자산관리업무 등에서도 금융투자회사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업무가 
동질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화전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특화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위험도나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일부 
단위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특화전략 추진을 미룰 경우 가벼운 비용구조를 가진 신규 
진입자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력에서 취약한 소형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업무에서 경쟁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특히 리테일 위탁매매업무의 경우 방대한 네트워크와 대규모 
IT투자가 수반되는 관계로 대형사들의 영역일 수밖에 없으며, 해외사례를 보더
라도 소형사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에 성공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결국 
자본력에서 열위에 있는 소형사들은 대형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영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보다 제한된 영역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특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실제로 특화에 성공한 해외 
소형사를 살펴보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제한된 수의 산업이나 고객을 대상
으로 월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들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오랜 기간 위탁매매업무에 의존해온 관계로 위험인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11)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질화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가격경쟁은 진입제한을 통해 경쟁자 수를 줄인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단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품이 완전히 
동질적이라면 가격경쟁은 지속될 수 있고, 그 결과 가격은 한계비용까지 신속히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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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해왔는데, 그 결과 상당한 자본력이 요구되는 인수업무에서조차 중․소형사
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단순한 상품(Plain Vanilla)을 중심으로 위험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 단순 중개에 
가까운 방식으로 인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사들조차 손쉽게 인수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형 금융
투자회사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은 자신의 자본력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자연스런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12)

한편, 특화전략 추진의 필요성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
투자회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평판 
혹은 브랜드인데, 처음부터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은 제한된 일부 부문에서부터 평판을 구축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특정 업무에서 평판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데, 이는 한 업무에서 구축된 평판은 다른 업무로 쉽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이 밟아온 궤적을 보면, 예외 
없이 우선 특정 분야에서 평판을 구축한 후 다른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덩치를 키워나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강점을 가진 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트레이딩
센터, 리스크관리 조직 및 역량, 리서치 조직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고도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춘 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들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취약한 리스크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일은 향후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사내 겸영업무가 확대될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투자회사들은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해상충 
행위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13) 더불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12)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과도한 위험추구로 위기를 맞이한 반면, 국내 대형 금융
투자회사들은 지나친 위험기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이해상충 행위 차단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 마련은 비용 측면에서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하고, 개별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러한 일반적 프로세스를 자신의 특성에 맞게 조정
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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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판매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전에 면 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인 평판이나 브랜드의 훼손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14)

2. 규제 및 감독 당국의 과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금융규제 및 감독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향후 생겨날 어떠한 금융상품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는 장외
파생상품을 비롯한 신상품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이 이전에 비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여 감독당국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향후 다종다양한 수많은 신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복잡다기한 상품들의 내용 및 내재위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능별 규율체계 또한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권역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가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권역별 규제차익 
여지는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전술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능별 감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조직체계와 유인을 갖추는 한편으로, 기관별 규제에 
대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대폭 강화되는 투자자보호 조치 및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내용도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독
당국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와 이해상충 여부를 사후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금융
기관이 불완전판매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마련해야 할 사전적인 절차를 수립
하는데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4)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보호 조치와 관련한 준비의 필요성은 펀드판매, 장외파생상품 취급 등 

직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이나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해상충 방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련된 절차와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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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규제당국과 통화당국 역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모든 금융권역에 걸친 전례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각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사상 최대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납세자 돈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기관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자본시장 중개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불충분한 정보
공시 등에 대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모든 원인을 
느슨한 규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초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하락 문제를 레버리지 증대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초저금리 정책의 장기화라는 거시정책의 실패가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유인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 기존
에는 유효하게 작동했던 미시적인 규제수단들마저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주는 시사점은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의 유효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통화정책의 
실패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문제를 규제강화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금융
부문을 질식시킴으로써 실물부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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