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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요성

산업 구조의 변화와 주식시장

•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을 이

루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위험자본(long-term risk 

capital)의 공급이 필수적

• 장기적 위험자본의 공급은 은행이 담당하기 어려우며, 자본시장, 특

히 주식시장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은행 중심국보다는 자본시장 중심

국에서 더 빨리 성장

•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시

장의 발전 및 활성화가 필수적 과제

•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적 참가자의 하나인 증권산업의 경

쟁력 제고가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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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요성

금융 시스템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성장률

Market1.76 1.45 33+24바이오 신약

Market2.961.22평균

Market3.45 0.53 31+32차세대 전지

Market7.85 6.47 64+72디지털 콘텐츠

Market2.55 1.97 33+64차세대 이동통신

Market1.42 -0.93 30+32차세대 반도체

Market1.12 -0.92 30+34미래형 자동차

Market3.18 0.69 29+31+32지능형 로봇

Market1.43 -0.22 26+30+32디스플레이

Market3.84 1.94 32+64디지털 TV/방송

Bank/MarketMarket-basedBank-basedISICIndustry

연 실질 부가가치 성장율 (%)
OECD 20개국, 1991-2001년
자료: OECD STAN database, World Bank WDI, 신보성 외(2004)에서 재인용



한 국 증 권 연 구 원 4

목 차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요성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요성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한 국 증 권 연 구 원 5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발행시장

원천별 기업 자금 조달 추이

•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수준이 낮
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하였음

• 조달 규모면에서 은행은 10년간 약 3배 성장한 반면, 주식은 2배에 못 미치
는 성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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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발행시장

IPO 및 유상증자 추이

• 거래소의 경우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더 위축

• 코스닥 역시 2000년을 기점으로 정체

161
163
146
110
122
340
252
215
227
311

25
36
40
89
8

120
179
169
133
80

1
0
90
168
116
102
211

66
5

105
179
166
122
70

161
163
146
109
122
250
84
99
125
100

25
36
40
23
3
15
0
3
11
1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유상증자IPO유상증자IPO유상증자IPO
계코스닥거래소

연도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한 국 증 권 연 구 원 7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국내 주식시장 규모

• 거래소와 코스닥의 총 시가총액은 GDP의 48% 수준 (2003년)

•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GDP의 130% 수준 (2001년)

•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하여 주식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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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주식시장의 투자자 구성

• 개인투자자의 비중 감소 및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증가 (시가총액
기준)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는 고가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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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중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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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주식시장의 변동성

• 우리나라 가계, 즉 개인이 주식투자 및 보유를 기피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임

• 1987~2003년 기간 중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2.8배, 일본
의 2배 수준

33.864.148.1한국

12.618.223.2일본

12.924.720.8
OECD

(미국, 일본, 한국 제외)

14.821.417.0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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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주가지수 수익률의 표준편차(%)

자료: 신보성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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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개인투자자의 단기투자 성향

• 전체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약 70%에 달함

•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은 시장 전체 평균의 3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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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취약한 기관투자자 기반
•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미국은 50%를 상회

•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클수록 주가변동성은 감소하는 경향

•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원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선호 : 자산운용업에 대한 낮은 신뢰

연금의 미발달: 기업(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의 발달이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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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유통시장

주식간의 동조화(comovement)의 정도가 높음

• 주식시장 변동성은 개별 주식의 변동성과 개별 주식간 동조화 정도
로 분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개별 주식의 변동성은 미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
나, 동조화 정도는 14배 정도로 훨씬 높아 전체적인 주식시장 변동
성을 높이는 원인이 됨

• 기업 고유의 정보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부족할수
록 주가 동조화의 정도가 높음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의 부족

•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Market for 
Lemon” 현상

•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 특정 정책목표 추구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인한 정책/규제에 대한
신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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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산업의 시장구조

분산된(fragmented) 시장구조

• 2004년 9월말 현재 56개의 증권회사가 영업중

• 전통적 위탁매매업무(brokerage) 중심의 증권산업은 은행이나 생명보험
에 비하여 규모가 갖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시장집중도는 은행, 생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권역별 CR5(총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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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산업의 시장구조

• 증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시장집중도
는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음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증권산업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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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은 2004년 3월말, 미국은 2002년 말, 일본은 2003년 3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각 증권회사별 사업보고서, 2004.3

한국은행,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집중도 및 시사점, 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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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규모에 관계 없이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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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타 부문의 비중 및 경쟁력 취약

• 투자은행, 자산관리 부문의 비중이 미미하며, 경쟁력 또한 취약

46개 증권회사가 “종합증권회사”로 등록하여 인수업무에서의 경쟁

역시 치열

그러나 전문 인력, 네트워크, 평판 등에서의 경쟁력은 취약

자산관리업무는 시작 단계

• 은행의 증권업 영역 진출에 따라 타 권역과의 경쟁 가속

펀드판매 부문 등에서 은행의 점유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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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온라인 거래의 급성장은 증권산업의 경쟁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 신규 진입 온라인 전문 증권회사에 의한 치열한 위탁매매수수료 인하 경쟁
촉발

• IT 투자의 확대로 증권산업은 고정비 투하가 높은 장치산업적 성격을 가지
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수료 인하를 통한 약정 증대
시도

온라인 거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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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위탁매매수수료율의 지속적 하락

• 위탁매매와 같이 동질적인(commoditized) 서비스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경쟁 수단은 가격

우리나라 주식위탁매매수수료 추이

50.0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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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bp

주 : 개별 증권회사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 평균(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포함)

자료 : 증권연구원 내부 D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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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 리딩컴퍼니가 부재한 상태에서 다수 증권회사가 경쟁

• 협소하고 동질적 시장

가격에 의존한 치열한 경쟁

수익성 악화

협소하고 동질적인 시장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경쟁의 결과는 수익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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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수수료 경쟁의 결과로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수익성 악화

•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ROE는 은행의 1/3 수준

증권ㆍ은행산업의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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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영업이익 기준, 2001~2003기간 동안 각 권역에 속한 개별 기관 ROE의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각 증권회사별 사업보고서



한 국 증 권 연 구 원 23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수익성

• 수익성의 악화는 소형사에서 더 심각함

증권산업의 그룹별 ROE

6.24 6.3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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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 영업이익 기준, 2001~2003기간 동안 각 그룹에 속한 개별 회사 ROE의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각 증권회사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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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기업가치

증권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부정적

• 상장 증권회사의 평균 PBR은 0.62로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은행의 절반 수준

증권ㆍ은행산업의 PBR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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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3 회계연도 말 기준, 각 권역에 속한 개별 기관 PBR의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각 금융기관별 사업보고서,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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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기업가치

• 특히 소형사의 저평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

증권산업 그룹별 PBR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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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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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3 회계연도 말 기준, 각 그룹에 속한 개별 증권회사 PBR의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각 증권회사별 사업보고서,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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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증권회사의 기업가치

PBR<1의 경제적 의미

• 계속기업의 가치 < 청산가치

주주의 입장에서는 청산하는 것이 유리

• Expected ROE < Cost of equity

• 즉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증권회사에서는 주주가치가 파괴되고 있음

그러나 증권산업이 부실화된 것은 아님

• 전환사를 제외한 국내 증권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77%에 달함

577.03

1,810.52

65.33

582.98

1,810.52

65.33

596.55

1,183.65

324.83

504.53

619.65

388.65

평균

최대

최소

전체소형중형대형
위: %

국내 증권회사 그룹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4. 3. 31 
현재) 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
템



한 국 증 권 연 구 원 27

목 차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요성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중요성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한 국 증 권 연 구 원 28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 신뢰성 제고

신뢰성의 중요성

•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신호전달(signaling) 기능이 매우 중요하
며,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에서 평판(reputation)은 가장 중요한 신
호전달 경로임

• 따라서 평판은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

• 증권회사의 평판은 신뢰성에 그 기초를 두고 형성됨

이해상충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불공정/부당 행위의
기저에는 증권산업 참여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있음

• 주식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및 증권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해상
충을 최소화하여 불공정/부당 행위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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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 신뢰성 제고

이해상충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

•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인 사전적 행위규제를 지양하고, 유인체계의
변화를 통한 행위 변화 유도

과도한 행위규제의 열거는 증권회사의 자발적 역량 개발 및 축적의 유
인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음

개별 행위에 있어서 증권회사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해상충으로 인한 불공정/부당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임직원의 보상체계,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등 유인구조상의 핵심 요인들
의 변화를 통한 이해상충 해소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효과성 제고

증권회사의 자율성 신장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규율의 수단
을 시장, 특히 투자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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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 신뢰성 제고

구체적 개선 방안

• 증권회사 임직원 보상체계 개선

투자자의 이해와 임직원의 이해 사이의 유인일치성을 높일 수 있는 성

과평가 및 보상 기준 사용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타 업무 성과와의 연계 제거

• 증권회사 수익구조의 변화

Commission-based → Fee-based

2000년대에 들어 Merrill Lynch, Charles Schwab 등 세계적 증권

회사에서도 fee의 비중이 commission의 비중보다 커짐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요 업무 부서간 방화벽 강화

차단벽 운영상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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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 신뢰성 제고

• 이해상충 관련 정보 제공의 양적, 질적 개선

임직원의 주식보유 등 재산적 이해관계

임직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

증권회사 및 임직원의 track record, 제재 이력

– 미국 NASD는 “Public Disclosure Program(PDP)”을 통하여

50,000명 이상의 증권업 종사자 및 6,000개 이상의 증권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SEC에서도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PDP의 활용을 홍보하고 있음

–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종업원 제재내역 조회제도”의 고객 접근성을 높

일 필요가 있음

증권회사의 정확한 평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 개발

– 증권회사의 옥석이 정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 “Lemon market” 현

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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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주식시장 및 증권산업 신뢰성 제고

• 투자자 교육 강화
투자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시장 규율의 효과성
제고

일차적으로 감독/규제기관의 책임

미국의 경우 SEC와 NASD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한 투자자 교육 자료
를 제공하고 있음

– 조사분석보고서의 작성 주체 및 절차

– 투자등급의 의미와 그 해석

– 애널리스트 관련 이해상충 요인 및 그 요인이 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 브로커 선택 기준 및 고려 사항

– 투자의사결정 및 실행

– 현행 관련 규제 장치

– 관련 정보, 자료의 원천 및 접근방법

–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구제 수단, 절차

• 효과적 사적 구제 수단 제공

• 불공정/부당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및 시장으로부터의 퇴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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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증권산업 구조조정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의의

• 구조조정의 첫 번째 기능은 초과설비(over-capacity)의 제거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도태, 퇴출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설비 및 고용의 감축

• 구조조정의 두 번째 기능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임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사별

로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구사가 요구됨

– 증권회사 수익구조의 안정성 제고 및 대형화, 전문화,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설비 등 필요한 역량

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M&A가 필요

특히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 역량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산

업이 필요로 하는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 위험자본의 공급을 위하여 매

우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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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증권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관련 고려 사항

• 과거 경제위기 직후의 은행 구조조정에서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 개

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음

당시의 은행과 달리 증권산업은 부실화되지 않았으며, 경제 전반에 대

규모의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음

경제위기 직후 다수 은행이 사실상 국유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

들은 대부분 지배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존재

• 구조조정은 단순한 회사 수의 인위적 감축이 되어서는 안되며,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증권산업의 경합성(contestability)을 제고하여 효율적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비효율적 사업자의 퇴출이 원활하고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

어야 함

• 증권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을 부여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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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증권산업 구조조정

증권산업 구조조정 부진 원인
• M&A에 따른 기대 시너지의 부재

증권회사간 수익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갖지 못한 역량 확
보를 위한 M&A의 유인이 없음

매우 제한적인 업무영역 하에서 대형화, 전문화의 유인 또한 약함

• M&A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미약
우리나라 노동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중복점포 및 인원에 대한 조정이
어려움

• 청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발
경제적 수익성 및 가치에 관계 없이 장부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증권
회사의 경우, 청산에 대하여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예상

• 증권회사의 소유구조: 지배주주의 사적 편익
증권회사의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M&A 혹은 청산 의사결
정은 이들에 의하여 좌우됨

• 증권회사의 자본금 규모: Deep pocket
단기적 영업 손실은 수년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인수 가격 및 주식교환비율 결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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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혁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은행업과 증권업의 명확한 관계 설정 및 유가증권 개념의 확대

• 은행업과 증권업의 전업주의 견지

이미 도입된 지주회사 및 자회사 방식의 겸영은 허용, 사내겸영은 엄격

히 제한

은행과 증권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수준을 통일할 필요

• 유가증권 개념의 확대

유가증권의 수평적 확대

– 열거된 유가증권들의 집합 또는 이에 근거한 지수

유가증권의 수직적 확대

– 열거된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과 선물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 증권업의 선물업 겸영 허용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장내파생상품 업무 겸영을 허용

– 파생상품은 현재 법에서 열거된 유가증권의 수직적 확대에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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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

혁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권역간 불평등한 규제 시정

• 증권회사의 신용파생상품 취급 허용

증권회사에 신용파생상품 취급을 불허할 근거 취약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요건 완화

–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최소한 은행에 요구되는 1천억원 수준으로 인하

• 예금보험제도의 증권업 적용 배제

현재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는 0.2%로 은행의 2배 수

준

증권회사는 시스템 리스크와 무관할 뿐 아니라, 현재 고객예탁금은 전

액 외부(증권금융)에 예치

예금자보호법 상 부보대상 예금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을 제외하

고, 예금자 보호제도와는 별도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통해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

• 재무건전성 규제 비율 완화

증권회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은행 수준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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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개선과발전을 위한 제언

불공정거래 행위의 제재확률 제고

• 시세조종 행위의 제재범위 확대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의 개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 처

벌근거가 없음

포괄적 사기금지조항 도입

– 다양한 방식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

– 제재확률을 높임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줄여야 함

•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범위 확대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 범위 확대

내부정보의 범위 확대

– 거래정보 및 시장정보도 규제대상 정보에 포함

• 감독자 책임제도 도입

증권거래법 상에 감독책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증권회사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증권회사 및 당해 직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행

정적 제재 부과

–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감독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유도

– 내부통제절차를 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경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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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개선과발전을 위한 제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로 실질적 제재 수준은 오히려 저하

일반인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

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폐기

• 감독당국에 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제도 도입 검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감독당국의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

증권회사는 물론 일반인도 규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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