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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금융정책의 전개:대선

이명박 후보:
금산분리로 인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심화를 지적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점
진적으로 완화(2007. 5. 7. 서울 파이낸셜 포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은행산업에서 지나치게 외국인 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필요(2007. 10. 20.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
책토론회) 3



한나라당의 기본 견해:외국자본

논지 1: 
금산분리에 대한 재검토는 현재 은행산업에서 지
나치게 외국인 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은
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주체가 은
행을 인수하고 경영하게 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기본 견해:감독역량

논지 2: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의 폐해로 지적
되는 도덕적 해이, 부실의 전파문제, 또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문제 등은 은행법 개
정을 통한 적절한 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기본 견해:국제기준

논지 3: 
규제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보유를 강제로 금
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견해에는 많은
선진국 은행들이 정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지
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의하기 어렵습
니다. OECD 28개국 중 미국, 한국 등 7개국만 산
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21개국은 관련규제가 없거나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보유가 가능합니다. 



한나라당의 기본 견해:역차별

논지 4: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역차별
하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집
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
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
로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 투자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
렵고, 특히 글로벌 펀드인 경우에는 이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례 : 론스타, 뉴브리지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2008/3/26)

국민연금, 각종 기금은 금융자본 인정

산업자본이 출자한 PEF: 조건 충족시 인정

산업자본 투자비중<15% - 20% (현행 10%)
재무적 투자자로 그 역할을 한정

비금융주력자에 적용되는 4% 소유상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

장기적으로 EU 형의 사후적 개별적 심사체
제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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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무보고(3/31/08)

3단계에 걸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폐지할 예정

제1단계: 연기금과 PEF에 은행인수를 허용하되
PEF의 경우 비금융주력자 인정 기준을 완화

제2단계: 비금융주력자에 적용되는 4% 상한을
10%로 상향 조정

그 이전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속하게(필요시 제
1단계와 병행하여) 추진키로 함. 

제3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명시적 규
제를 완전히 철폐



금산분리 폐지론(1): 역차별

내용: 법률상 차별은 없으나 사실상 역차별

반론:
시행령 차원에서는 오히려 외국자본 불리

“사실상 역차별”은 감독의지만 있으면 해결

산업자본의 참여 허용이 외국자본에 대한 대
항수단이 아님(외국 산업자본 추가 참가)
산업자본 허용한 뒤 외국자본 차별하려는 것
은 GATS 위반



금산분리 폐지론(2): 국제기준

내용: 명시적 규제 국가보다 무규제 혹은
심사후 승인 규제 국가수가 더 많다.
반론: 

de jure standard vs. de facto standard
이병윤(2007) 에 의한 현실

국가의 수 보다는 국가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미국은 오히려 금산분리 강화



금산분리 폐지론(3): 경쟁력강화

내용: 산업자본을 포함해서 가장 잘 경영할
수 있는 주체에게 은행경영을 맡기자

반론:
이론: 이해 상충의 가능성 상존

현실(1):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우리
은행의 슬픈 경험

현실(2): 현대와 “Buy Korea”
현실(3): 대우와 대우증권, 아주대 병원(!!)



금산분리 폐지론(4): 산은 민영화

내용: 산업은행 및 자회사를 지주회사방식
으로 매각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필요

반론
산업자본 자회사나 대우증권처럼 제2금융권
금융기관인 자회사의 경우 분리매각하면 금산
분리 완화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음.
지주회사나 메가뱅크를 고집하면서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본말전도



참고: 론스타와 금산분리 완화

론스타는 산업자본인데도, 이를 무시

“론스타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넘
기자”

론스타가 PEF라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어
서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이를 무시

“산업자본이 PEF 형태로 은행을 사는 것은 허
용하자”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론스타
를 막을 수 있었던 조항임에도 이를 무시

“비금융주력자 관련 정의를 대폭 완화하자” 14



PEF의 은행소유 허용 확대 반대

PEF의 본질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

일정기간(통상 5년 - 10년) 보유

기업가치 제고 후 재매각 통해 수익 창출

PEF의 특징

단기 보유 후 투자이익 환수

경영권 확보

현재 매각대상 은행이 부실기업이 아니고, 
안정적 경영자를 구한다는 취지로 볼 때
PEF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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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에 대한 현행 규제 체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7 (투자전
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
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
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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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와 Mutual Fund의 규제차이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목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가
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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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와 Mutual Fund의 규제차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한 비금융주력자 정의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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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산분리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불가능

은행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비은행을 지배하거나, 스스
로 영위하지 못한다. 

no bank holding company shall  acquir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voting shares of any company which is not a bank, 

은행을 소유하게 된 은행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2년 이
내에 은행업 관련 업종 이외의 모든 주식을 매각, 은행업
이외의 영업행위를 종료

no bank holding company shall after two years from the date as of 
which it becomes a bank holding company,  retain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voting shares of any company which is 
not a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or engage in any activities  …



미국 ILC에 대한 규제

미국 의회는 최근 산업대부회사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ILC(Industrial Loan Company)란 은행지주회사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유사은행(nonbank bank)

2006년 이후 산업자본이 ILC를 이용하여
은행업 진출을 시도하자 이를 규제

Walmart, Home Depot 등이 ILC 인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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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CA of 2007

IBHCA(Industrial Bank Holding Company 
Act) of 2007의 주요 내용

No commercial firm could acquire or establish an 
ILC in the future
It could engage in activities it was engaged in on 

Jan. 28, 2007. It could not be sold to a 
commercial firm.
A commercial firm is required to divest itself of 
an ILC within 2 years if the commercial firm 
acquires control of an 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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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와 삼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부칙

제4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
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삼성카드가 소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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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금산분리

국민연금의 역할 제한적 확대 검토

현재 별도의 기금운용본부 설치 운용

충분한 자금력으로 매물 소화부담 경감 가능

국민연금 역할 확대의 전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산업자본 운용부서와 은행 운용부서의 격리

재무적 투자자로 한정하여 매물 소화부담의
경감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금, PEF의 역할 확대에는 반대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