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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는 매우 익숙하다. 국내에서는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

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도 외국계 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1

년 저축은행사태, '13년 동양사태, '14년 KB금융사태 등을 거치면

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각계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어 치열하게 전

개되어 왔다. 일련의 금융 사태들의 직접적 주된 원인을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에서 찾는 입장이 힘을 얻음에 따라 비교적

강도 높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책’이 나왔으며, 강화책 중

하나로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全금융업권에 도입한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

과('15.7., ‘16.8.1.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주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대

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더욱

강화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 발생한

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더욱 특별히 강화하여 규제하는 경우 금

융회사 대주주의 재산권,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

거나 더 나아가 금융시장 산업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

다. 그간의 치열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 논의의 결과물인

지배구조법의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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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 중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

와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치열했던 부분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또는,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금

융업의 인 허가, 등록,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진입규제의 일

부로 요구한 대주주 적격 요건을 진입 후에도 유지하게 하기 위하

여 금융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

하고, 심사결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시 시정조치,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제도로 지배구조법 전에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에만 도입되어 있던 제도이다. 지배구

조법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全금융회사에 도입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

는 별도의 영역에서 강화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해결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태적 대주주 적

격성 심사’는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

사 대주주를 규제하는 제도 중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대주주 적격

성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연

이렇게 강화된 규제가 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특별히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현황

을 살핌으로써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전개하였다. 첫째, 상법을 넘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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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하는 근거를

고찰하고, 새로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제도

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

용에 대한 평가는 향후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게 하였다.

주요어 : 금융회사 대주주,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학 번 : 2011-21382



- 4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 2 장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실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현황- ······· 5

제 1 절 개 관 ·········································································· 5

제 2 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분류 ···· 7

제 3 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의의 ··· 10

1. 정의 및 내용 ········································································· 10

2. 규제의 취지 및 기능적 위치 ············································· 11

제 4 절 국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12

1. 국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규정 개관 ······················· 12

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12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13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14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세부적 내용 ························· 15

가.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 ··················································· 16

나. 적격성 심사 요건의 내용 ··············································· 17

제 5 절 외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24

1. 개 관 ······················································································· 24

2. 국가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현황 ··········· 25

가. 미 국 ················································································· 26

나. 영 국 ················································································· 30

다. 일 본 ··············································································· 33



- 5 -

라. 호 주 ················································································· 38

3. 국제기구의 권고 등 ····························································· 41

가. BCBS ················································································ 41

나. IOSCO ·············································································· 43

다. IAIS ··················································································· 45

라. 정리 ··················································································· 47

4. 해외 규제동향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47

가. 해외의 금융회사 소유구조 현황 ································· 47

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현황 정리 ··································· 49

다. 평 가 ················································································· 50

제 5 절 소 결 ·········································································· 52

제 3 장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 53

제 1 절 개 관 ········································································· 53

제 2 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체 · 53

1. 규제의 대상 ··········································································· 53

2. 규제의 기능 및 위치 ··························································· 56

제 3 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 ··· 57

1. 개 관 ······················································································· 57

2. 논의의 정리 ··········································································· 57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특수하다는 견해 ····················· 57

(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용은 특수하다 ····················· 58

(2)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다········· 60

(3) 정 리 ··············································································· 62

(4)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은 업종별로 다른가 · 63

가) 업종별 차이를 두지 않는 견해 ······························· 63

나) 업종별 차이가 있다는 견해 ····································· 64



- 6 -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견해 ········· 64

(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용은 특별하지 않다 ··········· 64

(2)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65

3. 검 토 ······················································································· 66

가. 쟁 점 ················································································· 66

나. 대주주 행위의 범위․유형 ············································· 67

다. ①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불법행위

가능성의 정도 ······························································· 69

(1) 쟁 점 ················································································· 69

(2) 관련 견해의 정리 ··························································· 70

(3) 검 토 ················································································· 71

라. ②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불법행위의 결과

-모든 금융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하는지 여부- ······· 72

(1) 쟁 점 ················································································· 72

(2) 견해의 정리 ····································································· 73

가)은행업은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한다는 견해 ··········· 73

나)은행업 외의 금융업 모두 시스템 리스크를 보유한다는

견해 ·················································································· 74

다)금융회사의 자산규모와 시스템리스크 관련성을 강조하는

견해 ·················································································· 75

(3) 검 토 ················································································· 75

가)금융투자업 ····································································· 76

나)보험업 ············································································· 79

다)여신전문금융업 ····························································· 81

라)상호저축은행업 ····························································· 83

마)새로운 금융환경과 업종별 고유성의 해체 ············· 84

4. 소 결 ······················································································· 86

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 - 시스템리스크 ······· 86

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내용 ····································· 87



- 7 -

(1) 기본원칙 -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다르다 ················· 87

(2) 핵심적인 내용 - 대주주의 행위, 자격에 대한 규제 88

제 4 절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필요성 ····· 88

1. 개 관 ······················································································· 88

2.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 89

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 89

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 90

(1)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의 정리 ······························· 90

(2) 검 토 ··············································································· 91

4. 소 결 ····················································································· 95

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 95

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한계 ··························· 95

다. 업권간 규제내용의 차이 여부 ····································· 96

제 4 장 금융회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바람직한 내용-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98

제 1 절 개 관 ·········································································· 98

제 2 절 지배구조법상 관련 내용 개관 ·························· 98

제 3 절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 ···································· 101

1. 개 관 ······················································································· 101

2. 바람직한 심사대상 설정기준 ·············································· 101

가. 관련 견해의 정리 ····························································· 101

나. 검 토 ················································································· 103

(1)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취지 ························· 103

(2) 법적 효과에 대한 고려 ··············································· 104

다. 소 결 ················································································· 105

3.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 105

가. 규율내용 ··········································································· 105



- 8 -

나. 관련 견해의 정리 ··························································· 106

다. 검 토 및 소결 ··································································· 107

제 4 절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 107

1. 개 관 ······················································································· 107

2. 바람직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기준 ··································· 108

가. 관련 견해의 정리 ··························································· 108

나. 검 토 ················································································· 110

(1) 적격성 유지요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10

(2) 적극적 요건의 규정 필요성 ······································· 113

다. 소 결 ················································································· 115

3.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 115

가. 규율내용 ··········································································· 115

나. 관련 평가의 정리 ··························································· 117

다. 검 토 ················································································· 117

(1)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제외되었는지 여부 · 117

(2) 변경승인시 적격성 심사요건 대비 완화에 대한 평가 ·· 118

(3) 전문성,경험,능력 등 적극적 요건의 부재에 대한 평가·· 119

라. 소 결 ··················································································· 119

제 5 절 실효성 확보수단 ····················································· 119

1. 개 관 ······················································································· 119

2. 바람직한 실효성 확보수단의 기준 ·································· 120

가. 관련 견해의 정리 ····························································· 120

나. 검 토 ··················································································· 121

(1) 주식처분명령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 121

(2)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 및 내용 ················ 125

다. 소 결 ················································································· 126

3.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 126

가. 규율내용 ··········································································· 126

나. 검 토 ················································································· 127



- 9 -

다. 소 결 ················································································· 128

제 6 절 지배구조법의 형식·체계에 대한 평가 ··········· 128

1. 통일적 도입에 대한 평가 ·················································· 128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9

가. 상호저축은행법과의 관계 ··············································· 130

다.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 130

3. 소 결 ······················································································ 131

제 5 장 결 론 ······························································ 132

참고문헌 ········································································134



- 10 -

표 목 차

[표 2-1]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관련 규제 분류 · 7

[표 2-2] 각 금융업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 개관· 16

[표 2-3] 적격성 심사요건의 내용 정리 ································· 17

[표 3-1] 각 금융업법상 대주주의 정의 ································· 55

[표 4-1]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 116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내 해외 입법례 모두 금융규제의 일 내용으로서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금융회사 및 시스템의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소극적 측면), 금융회사의 성장 및 금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주주를 확보하는 측면(적극적 능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의 불법행위, 영향력 남용의 문제는 어느 회사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주주를 확보하

는 것은 어느 업종에서건 요구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규제영역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적격한 대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각 금융업법에서는 ‘대주주’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이 대주주 및 금융

회사에 대하여 각종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소

유규제,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상법에도 대주주(‘지

배주주’, 상법에는 대주주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규제가 존

재하지만, 그 목적 기능 내용이 상이하다.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로서 금융

회사의 대주주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내용, 수준에 대한 이견은 있어도 상법을 넘어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

사 대주주 규제를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것에 큰 다툼이

없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

아졌다. 가까이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를 겪으며 금융회사 대주주 규

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졌으며, 과거를 돌이켜봐도 론스타 사

태 등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끊이지 않아왔다.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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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논의 가운데 일부는 제도영역으로의 접근을 이룬 것도 있었다. 최

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 발표되었으며

(‘14.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제정되었다(‘15.7. ’16.8월 시행). 그런데 모범규준의 발표는 금융회사

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서 공공성이 큰 은행의 수준으로 모

든 규제수준을 맞추겠다는 원대한 발상이라는 등의 많은 논란을 야기하

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간 지배구조법안은 수년간(약 3년 반) 계류되어 온 상태였다. 논의만

무성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가 제도적 현실화를 이루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나 동 법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제2금융권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도입한 것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통일적 도입은 업계의 큰 반발을 일으

켜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동태적(주

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 보험, 여전사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란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우리 개별 금융업법은 인가/등록, 합병 등 조직변경, 대주주 변

경승인 등 진입규제 및 소유규제에 있어서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부과하

고 있는데 그 요건을 진입, 소유규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요

건을 불비할 경우 시정조치,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주로 대기

업이 대주주로 있는 제2금융권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동법은 제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컸지만 결국 제정되었다.

이처럼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사 지배구

조, 대주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대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더욱 강화하여 규제하여

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 발생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더욱 특별히 강화하여 규제하는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산권,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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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금융시장 산업의 발전

까지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간의 치열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

논의의 결과물인 지배구조법의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에 대한 본질적

연구 아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동태적 대주

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평가하면서 향후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상법

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사 대주주를 규제하는 핵

심적인 내용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연 이렇게 강화된 규제가 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특별히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더

욱 절실하게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는 주로 국내 외 법령, 국내 외문헌, 입법자료, 정책자료(금융위·금

감원 보도자료 등), 감독실무사례, 관련기사의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감독실무사례, 기사를 통해 금융회사 대주주와 관련한 문제

의 실태를 발견하였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 기존

법과 통과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16.7월말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등을 분석하였으며, 외국법령, 입법자료, 정책

자료, 국내외 문헌을 통해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통해 현행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향후 규

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인 ‘대주

주 적격성 심사’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본 논문 연구대상인 ‘금융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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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태를 파악한다.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금융규제로

서 현행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장은

본 논문 연구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이다.

제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

에서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근거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 아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 필요성

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내

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본 논문

이 향후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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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실태

-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현황 -

제 1 절 개 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하여는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

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동 규제는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실제로도 최근

동 규제는 국내외를 통틀어 강화되어 온 추세이다. 그 대표적 예가 ‘동태

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1)는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인데, ‘15.7월 통과된『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16.8월 시행)

에 의하여 국내 금융회사 전반에 도입되게 되었다.

현행 우리 개별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진입규제(금융업의 인 허가, 등

록), 금융회사의 소유규제(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변경승인)

의 내용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진입, 소유

규제 이후에도 그 자격요건(이때는 ‘적격유지요건’이라 함)2)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감독당국 등이 시정조치, 의결권제한, 주

식처분 등의 제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도 쓰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내

용을 규정한 조문에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이라고만 쓰고 있다. 다만 통과된 법률안

(대안)의 제안내용에서 ‘주기적 적격성 심사’라고 쓰고 있으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

사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률안 모두 그 제안내용 등에서 ‘주기적 적격성 심사’라고 쓰

고 있었다. 한편 강학상으로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모두 쓰이나 어느 용어로 쓰든 상관은 없어 보이며,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쓰기로 한다.

2) 금융회사의 인 허가 및 등록, 대주주 변경승인 이후에도 계속 대주주의 적격성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경우, 그때의 적격성 요건을 ‘적격유지요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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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이 ‘대주주 적

격성 심사’인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러한 핵심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서 강화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라고 평가된다.3) 이미 취

득한 대주주 지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제도의 도입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

해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4) 강화된 제도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

사’가 全 금융회사에 도입되면서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에는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더욱 절실해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새로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바람직한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현행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

고자 한다. 특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우선, 금융규제로서 금

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개괄적으로 살피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국내·외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크게 소유규제, 진입규제, 행위규제로 분

류할 수 있다(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이기도 함). 소유규제 및 진입규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가 되기 전의 규제로서 그 수인 가능성이 이미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후에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심사에 비해서 높으며, 행위규제는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이

기 때문에 ‘남용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규제에 비해 그 수인 가능성이 높다.

4) “제2금융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지나치다’, ‘헐렁하다’”, 한국일보, ‘15.05.20. “법 대상

이 되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증권사의 선두권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계열이

라는 점에서, 일부 재벌 오너들이 내년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

망된다...(중략)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선 관련 법령 위반

으로 총수 의결권을 제한당해 경영권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상황이 올 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사회 및 임원 관련 규제강화로 총수의 인사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보험업

계 관계자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지배구조가 제한된 은행과 달리 보험업계는 현실적

으로 오너 경영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은행과 똑같은 의결권 제한이 적용

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등 다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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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분류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5)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소유규제, ②진입규제, ③행위규제가 그것이다.

<표-1>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관련 규제 분류

구 분 내 용

소유규제

•주식보유한도설정-은행법, 금산법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적격성심사)-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회사)
•대주주변경승인(적격성 심사)-은행법을 제외한 금융업법(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편, 대주주 변경승인은 지배구조법 통과로 인해 통일적으로
규율되게 됨(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제외)

진입규제
•인가/등록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모든 금융업법(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ò
소유규제와 진입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적격성 심사 ⇒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행위규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 소유규제

소유규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취득·보

유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과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 대주주의 ‘발생’부터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규제는 ‘주주’ 또는 ‘대주주’가 되기 전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영향력의 남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규제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주주의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주주가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적용법규에 따라 ①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규제와 ② 각 금

융업법상의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5)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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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출자승인 규제6)이며, 후자는 개별 금융업

법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

식을 소유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거나(한도초과보유승인), 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대주주 변경승인)을 정한 것이다.7)

소유규제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① 주식의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것, ②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하

는 것이 그것이다. ①과②가 혼합되어 규정되거나 ②만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8)

2. 진입규제

진입규제는 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회사의 대

주주가 적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건 중의 하나로 하는 것이다. 진입규

제 역시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가 진입

을 못한다는 점에서 그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대주주’는 아니다. 각

금융업법은 모두 인·허가 및 등록 등 진입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심사요건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6) 동일 금융계열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초과

보유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중소기업

은행 제외)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은

①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나, ②

다른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7) 구체적으로 보면「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

식 보유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위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

는 규제(한도초과보유승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대주주변경승인)를 정하고 있다.

8) 현행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식보유한도를

정하고 한도초과 보유를 위해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전자의 예이고, 「금

융회사 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이 후자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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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규제

행위규제는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금융회

사-대주주의 신용공여, 지분취득 등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주주로 하여금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다. 규제는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에는 ‘거래제한’의무를, 대주주에게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각 금융업법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

나 금융회사의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를 금하거나 제

한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다른 자를 상대방으

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금융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

는 행위,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회사와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각 금융업법마다

금지․제한하는 행위의 범위 및 제한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각 금융업법에서는 대주주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각 금융업법이 대동소이하다. 각 금융업법

은 공통적으로 ⅰ) 대주주가 그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

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여(목적, 주관적 요건), ⅱ)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라고 법이 정하는 행위(각 금융업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9)

9) ①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

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③ 통

상적인 거래조건과 달리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공통적으

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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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의의

1. 정의 및 내용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는 금융회사의 대주

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 법이 정한 적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요건 불구비시 금융회사의 진

입(인·허가, 등록, 합병 등 주요 조직변경), 금융회사의 소유(대주주 변경

승인, 한도초과보유승인)를 불허하거나 퇴출 또는 의결권 제한 등의 제

한을 하는 것으로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10)의 핵심적인 내

용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그 내용 또는 적용시기에 따라 ① 진입규

제(인·허가, 등록, 합병 등 주요 조직변경)시 적격성 심사, ② 소유규제

(한도초과보유승인, 대주주변경승인)시 적격성 심사, ③ 진입, 소유에 대

한 승인 이후에도 적격요건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적

격성 유지요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요건 미충족시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나눌 수 있다.1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전에도 각 금융법이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여부, 적격성 유

각 금융업법의 공통적인 행위태양에 더하여 법에 따라ⅰ) 해당 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나 자산운용 제한을 위배하여 신용공여 등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은

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를 하기 위한 행위(은

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ⅲ)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본시장법)를 정하고 있다.

10) 금융회사, 금융회사 대주주 모두 규제의 대상이다.

11) 김동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주요 논점과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

원, 2013.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당 사업의 인가,

새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출현 등 진입요건으로서의 심사와 진입후의 자격유지요건으로서의

심사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후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와 비주기적으로

심사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단국대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38권4호,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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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무 규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업권간 차이가 존재하였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전에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 금융

업법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불과하

였다. 자본시장법은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계속 유지할 의무는

부과하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금융

업법(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12)

2. 규제의 취지 및 기능적 위치

가. 규제의 취지

대주주의 위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책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대주주에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책임경영을 제

고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13)

12) 보험업법은 설립인가시 심사 이외에 변경승인 심사가 ‘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시

도입되었으나, 유지의무와 주기적 심사조항은 도입되지 않았었고, 유지의무가 있긴 하지

만, 이는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물적시설 유지의무만을 규정

하고 있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설립인가시 심사 이외에 변경승인 심사는 구 증권거래

법 당시 ’05. 7 도입되었고 ‘10년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지의무를 도입하였으나 동

태적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설립인가

시 심사 이외에 카드사만을 대상으로 한 변경승인 심사를 ’07. 7 도입하였고, ‘10년 법 개

정을 통해 유지의무도 도입하였으나 보험업법과 같이 인가시 물적설비 요건의 유지의무

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대주주 적격성 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상호저축은행법은 설립인가시 심사 이외에 ’10.3월 법개정을 통해 변경승인 심사 및 유

지의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여 비은행 금융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세 단계 모두

에서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다.

13) 정순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제311회), 2012 참조. 규제의 취지를 ①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주주와 이사 등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감독적 측

면과 ② 금융회사를 범죄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범죄 대응측면 ③

금융회사 대주주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의 확인이라는 주주책임론적 측면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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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의 기능적 위치

금융규제로서 ⅰ)소유규제, ⅱ)진입규제가 있다.14) 전자는 금융회사의

‘소유’한도와 자격, 후자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

인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러한 규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ⅰ)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 적격요건을 심사하고, ⅱ)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회사의 대주주 적격요건

을 심사하는 것을 통하여 금융회사를 소유, 경영하는 자를 선별, 관리하

는 것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소유규제와 진입규제시 대주주

규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4 절 국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국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규정 개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전에도 모든 금융업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크게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격성 유

지의무의 도입 여부, 적격성 심사 대상의 차이 등 구조·내용상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적격성 심사요건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로 국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그 적용 법규

에 따라15) 크게 ⅰ) 은행법(은행지주회사 포함)의 적용을 받는 경우, ⅱ)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ⅲ)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가 ① 적격성 심

사를 하는 국면, ②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여부 및 그 내용

에 있어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 은행법(은행지주회사 포함)의 적용을 받는 경우

14)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규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분류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

15) 지배구조법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그 적용법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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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성 심사를 하는 국면

진입규제(은행업 인가)와 소유규제(한도초과보유승인)의 내용으로 대

주주(인가심사시)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한도초과보유승

인 심사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도초과보유주주(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고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그 승인요

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6)

(2)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내용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대주주’

가 아니라 한도초과보유승인을 받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한

도초과보유주주’)라는 점에서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구

조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

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17)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 등

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적격성 심사를 하는 국면

진입규제(인가)와 소유규제(대주주 변경승인)의 내용으로 대주주(인가

심사시)와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자(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 대한 적

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

16)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17)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 제4항. 동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그 명령을 이

행할 때까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100분의4)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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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으로서 100분의 2이상 보유

주주 포함), 주요주주(특수관계인으로서 100분의 2이상 보유주주 포

함), 법인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사실상 지배자 및

대표자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2년18)마다 심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한다.19)

(2)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내용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진입, 소유규제와 연결하여 규정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20)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자, 대주주 변경승인 시 승인을 받은 대주주

가 아니라도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점 현재에 ‘법이 정한 대주주’

이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

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21)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22)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적격성 심사를 하는 국면

소유규제(대주주 변경승인)의 내용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

18)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

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항).

19)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인가, 대주주 변경승인시 심사대상보다 일부 축소.

20) 이를테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고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2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 제7항. 이러한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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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격성 심사를 全 금융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여부를 심

사하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全 금융회사에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

일임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23)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업법상의 규정

이 적용된다. 한편,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 인가/허가/등

록 등 진입규제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은 개별 금융업법이 적용

된다. 동 업종의 경우 소유규제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동태적 대주

주 적격성 심사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2)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소유

규제와 연결하여 규정하지 않고,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라고 규

정하고 있다. 대주주 변경승인 시 승인을 받은 대주주가 아니라도 동

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점 현재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

인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주식처분명령은 수단

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세부적 내용24)

가.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

2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1조 제1항.

2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세부적 내용(심사대상, 심사요건,

미충족시 처분)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살핀다.



- 16 -

구 분 심사대상 범위

은행법
•소유규제(한도초과보유승인)시 - 한도초과 보유하려는 동일인
•진입규제(인가)시 - 대주주(대주주 정의 규정과 동일)
•동태적 - 한도초과 보유승인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자본
시장법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대상을 대주주정의규정보다 확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포함)

보험업법 •보험업 허가심사대상을대주주정의규정보다확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

상호저축
은행법

•소유규제(대주주자격심사), 진입규제(인가)시모두대주주정의규정보다확대
•소유규제(대주주자격심사) -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초과 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주요주주의최대주주*또는최다출자자, 사실상지배자및대표자가되려는자
•진입규제(인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주주를포함, 최대주주의최대주주, 대표자포함
•동태적-최대주주(최대주주특수관계인으로서100분의2이상주주포함), 주요주
주(〃),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최대주주또는최다출자자및대표자

여신전문
금융업법

•인가 심사대상모두대주주 정의 규정보다확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를 포함)

금융지주
회사법

•인가 심사대상을 대주주정의규정보다 확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대표자, 최대주주인 법
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포함)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규제로 한도초과보유승인을 두고 있으며,
심사대상은 한도초과 보유 동일인

지배
구조법

•소유규제(변경승인) -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동태적 -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

각 금융업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는 정의 규정에서 대주주를 정

의하고25), 소유규제와 진입규제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정의

규정의 대주주보다 범위를 넓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

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2> 각 금융업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 개관

25) 대주주의 정의는 각 금융업법에서 정의규정을 통하여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라고 규정하며, 최대주주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

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주주는 ①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

함)을 소유한 자, ②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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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부 내용

충분한 출자능력
(1) 대주주의 보유 자기자본 금액

(2) 출자자금의 구성 방법

건전한 재무상태
(1) 재무건전성 기준

(2) 부채비율

사회적 신용

(1)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형사처벌 사실

(2) 건전한 신용 및 금융거래질서 저해 사실

(3)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사실

(4) 동일한 업무 자진 폐지 이력

(5)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이력

나. 적격성 심사 요건의 내용

각 금융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의 규정형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각 법에서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

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요건을 요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시행령과 감독규

정에 구체적인 요건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별표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주주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심사요

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26) 현재 각 금융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동 시

행령, 감독규정에서 대주주 적격요건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처벌 여부 등 소극적 요건만 판단하고, 전문성,

능력이나 경험 등 적극적 요건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

<표-3>적격성 심사요건의 내용 정리

(1) 충분한 출자능력

금융회사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보유

한 자기자본의 금액이 출자금액을 초과할 것, 출자자금의 구성 방법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26) 대주주가 ⅰ) 금융기관인 경우, ⅱ)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지배구조법의 경우

기금 등은 따로 떼서 규정), ⅲ)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ⅳ) 외국법인인 경우, ⅴ) 사모

투자전문회사(PEF) 또는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지배구조법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등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업별간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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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주주의 보유 자기자본 금액

일부 금융업법에서 인가 등 진입규제시의 대주주 요건27)으로 요구하

는 것으로, 대주주가 금융기관이거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 외국법령

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자기자본의 금액이 출

자금액을 몇 배 이상 초과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회사)에서

규정한다.28)

(나) 출자자금의 구성방법

인가시, 대주주변경승인시, 한도초과보유승인시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29) 모든 금융업법,

지배구조법에서 동 내용을 규율하나, 세부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기

본적으로 ⅰ) 조달한 자금 구성 방법으로 차입에 의한 조성 제한30), ⅱ)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31) 한편, ⅰ) 요건과 관련하여

서는 적극적으로 조달의 방식을 규정한 것도 있다. 유가증권매각, 부동산

매각, 예·적금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일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 설립인가시), 유상증자, 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 내부유

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일 것(지배구조법 대주주

변경승인시-금융기관·기금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27)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회사)상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각 금융업법 및

지배구조법의 대주주변경승인 요건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28) 자본시장법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인가시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역시 동일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최

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3배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29) 대주주변경승인 및 한도초과보유승인시 금융기관에게는 동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30) 지배구조법의 경우 대주주가 금융기관·기금 외의 내국법인, 개인인 경우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을 요구함(지배구조법 시행령안 별표1 참조)

31)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은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대주주변경승인-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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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

소득, 양도소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재원(지배구조법 대주주 변경

승인시-개인인 경우)을 요구한다.32)

(2) 건전한 재무상태

진입규제(인가시), 소유규제(대주주변경승인, 한도초과보유승인)시 대

주주의 재무상태가 건전성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내

국법인인지, 외국법인, 내국인으로서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다. 각 금융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인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요

구하며, 내국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

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세부내

용은 각 법마다 차이가 있다.

(가) 재무건전성 기준

진입규제(인가시), 소유규제(대주주변경승인, 한도초과보유승인)시 대

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외국법인인 경우에 요구한다. 금융기관인 경

우 각 금융업법, 지배구조법은 건전한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건전

성 기준을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33) 심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

인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평가한다(예: 은행의 경우 자

본비율,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

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

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32)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 [별표4] 참조.

33)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 [별표4]에서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

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와 ⅱ)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

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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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비율

진입규제(인가시), 소유규제(대주주변경승인, 한도초과보유승인)시 대

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요구한다.

ⅰ)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 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

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34), ⅱ)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① 당

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

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

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② 최

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35)

(3) 사회적 신용

각 금융업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진입규제(인가, 등록), 소유규제(대주

주변경승인, 한도초과보유승인)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사회적 신용

을 요구하고 시행령 이하에서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구체화된

내용은 ⅰ)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실, ⅱ) 채무불이행 등으

로 건전한 신용질서 침해 사실-최근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등의 대

상이 된 사실, ⅲ)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

가, 등록 취소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사실, ⅳ)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조치 사실, ⅴ) 동일한

업종의 자진폐지 이력으로 분류된다. 동 사항들에 대해 각 금융업법·지

배구조법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4)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은 100분의 2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별표4]참조). 상

호저축은행법의 경우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인 대부업자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추

가로 요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35)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은 100분의 2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별표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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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관련법령 위반 형사처벌 사실

각 금융업법에서 진입규제, 소유규제(대주주변경승인, 한도초과보유승

인)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으로서 개

인, 외국법인인 경우 모두 요구한다. 최근 수년간 각 해당 금융법령, 금

융관련법령 등의 위반으로 일정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배구조법36),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

신전문금융업법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은행법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회사 한도초과보유승인)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금

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라고 규정한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외되고, 벌금형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절차 등의 대상이 된 사실 비해당

진입규제, 소유규제 시 요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의 경

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외국법인인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

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기관 이외의 내

36)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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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인인 경우 이에 더하여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

구하며, 개인인 경우 ①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② 최근 5년간 부도발

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

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

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한편,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이라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

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한

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이

에 더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인 기업체가 아닐 것도 요구한다.

(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진입규제(인가), 소유규제(대주주변경승인, 한도초과보유승인)시 금융

기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 내국인으로서 개인, 외국법인의 경우

모두 요구하는 요건으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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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라) 동일한 업무 자진 폐지이력

업무 단위별로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빈번

한 인가신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규제, 소유규제(대주주 변경승

인)시 금융기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 내국인으로서 개인, 외국법

인의 경우 모두 요구하고 있었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

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

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진폐지 요건의 경우에는 모든 대주주가 아니라 최대주

주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배구조법이 통과되고 대주주변경승인에 관한 규정이 통합되

면서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변경승인에 관한 상기 내용은 삭제되고, 지배

구조법 및 그 이하 규정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상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규정하게 되었다.37)

(마)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이력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시 승인 받으려는 자가 금융기관, 기금,

외국법인인 경우38)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

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37)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 [별표4] 참조

38) 외국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

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

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

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

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함.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안 [별표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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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경우39) 진입규제시 금융기관 및 외국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

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40)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금융기관, 외국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41) 한편 은행법상

인가 및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요건,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요건은 동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4 절 외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개 관

국내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 논의가 활발하지만 사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 등 국내의 금융회사 대주주에 관한 규제는 규정(rule)

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입법례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금융회사 지

배구조 규제 강화가 전세계의 공통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규제수준이 이

미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금융회사 대주

주 규제 사례는 유사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강한 규제 사례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42)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겠지만, 각국의

39) 자본시장법의 경우 진입규제, 소유규제(대주주변경승인) 모두 동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유규제 부분은 지배구조법으로 통합됨. 지배구조법으로 통합된 후에도 내용

은 동일함.

40) 외국법인인 경우 각주34)의 내용과 동일.

41)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

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 25 -

규제강도에 대한 비교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rule-based와

principle-based 체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며, 확인 결과 우리나라가 대

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업법에 도입하는 등 도입범위가 넓긴 하지

만 적격요건을 소극적 요건에 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외국은 도입범위

는 적으나 전문성 등 적극적 요건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가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현황

해외 여러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 주요국가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진입규제(인가 또는

등록), 소유규제(주식 취득 신고)의 내용으로서 도입되어 있으며 적격성

유지의무도 대부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43) 한편, 해외 주요

국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규정으로서’ 도입하지는 않았다

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규정의 부존재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

다. 또한 적격성 심사 요건의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크게 형

사처벌 사실 여부 등의 소극적 요건만 두는 국가, 대주주의 전문성, 정직

성, 평판 등도 요건으로 하는 적극적 요건도 두는 국가로 나눌 수 있다.

42)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사례는 주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대주주 심사와는 무관하며(영국은 최고경영자나 이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

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도 중앙은행 개혁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기능

수행자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함), 주식강제매각 조치는 해

외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대주주 규제가

강도 높은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해외의 유사규제와

이렇게 달라”, 2012. 참조

43) 해외에서는 진입규제로 ‘등록’을 규정하거나, 지배주주(대주주) 변경시에도 사전 ‘신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가’ 또는 ‘대주주변경승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등록이나 신고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

2금융권의 경우 적격성 유지의무 규정이 자본시장법 외엔 없었던 반면, 해외는 적격성 유지의

무도 대부분 두고 있는데 지속적인 대주주 규제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해외가 확고했던 것으

로 보인다.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여부인데, 전반

적인 대주주 규제 수준이 어느 쪽이 높은 지는 이하에서 더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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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원칙은 대부분 대주주의 능력, 경험 등의 적극

적 요건도 두는 것이 발견되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 요건만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와 국외 사례들을 비교할 때 어느 국가가 강도 높

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우리

나라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여 규제의 강도가 높다고 하

는 견해도 있으나, 적극적 요건을 심사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그

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 효과를

가지는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해외 주

요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가. 미 국

(1) 은행업

(가) 적격성 심사의 적용 국면

미국에서 전국 단위의 은행(national bank)의 경우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National Banking Associations)은 OCC(통화감독청)44) 통화감독청

장(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의 설

립, 지배권의 변동, 합병, 전환 등 조직재편의 문제에 대해서도 OCC 청

장(the Comptroll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 단위 은행(National

bank)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는 그 취득 전에

OCC에 사전 신고45)하여야 한다.46)47)

44)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12 U.S.C(U.S.C Title 12 Banks and

Banking) Chapter 1에서 규정. National Bank Act of 1864를 통해 설립된 재무부 산하의

독립 행정기구. 미국은 전국단위 은행에 대해서는 OCC가 설립인가, 감독·검사 업무를 수

행하며, 주 단위의 은행(state bank)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인가, 감독 업무를 수행

45) 사전 신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불비된 경우 OCC가 주식 취득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승인’에 가깝다 할 것이다.

46) Bank Control Act(12 U.S.C 1817(j)), OCC'S Change in control regulation(12 CFR 5.50).

47) 특정상황에서는 10% 이상을 획득하려는 자는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7 -

(나) 적격성 심사 내용

미국은 은행법 등(National Bank Act48), Change in Bank Control

Act49), 기타 관련 규정50))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1) 진입규제의 경우

은행업 인가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5명 이

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조합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되는 자

는 자본 총액, 분배되는 주식의 수, 주주의 성명, 각각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조직증명서를 기록재판소의 판사 또는 공증인의

승인 및 증명을 받아서 통화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된 사실 및

감독관이 알게 된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조합의 상

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감독관이 임명한 특별위원 등에 따라 해당조합이

은행업무를 개시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조합은 은행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

하였으며, 그 조합은 은행업무를 개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증명서

에 직접 공식인장을 찍어 해당조합에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감독관은

조합의 주주가 개정법령 제62편에 정한 적법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

로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진 때에는 영업개시를 허가

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12 U.S.C Chapter 2 Section 27).

인가 신청에 대해 (1) 미래 수익전망(future earnings prospects), (2) 경

영진에 대한 분석, (3) 적정 자본금, (4) 지역 사회의 편의성과 요구, (5)

과거 및 향후 재무상황, (6) 법 준수 의무 등을 판단한다.51)

48) 12 U.S.C Chapter2

49) 12 U.S.C 1817(j),

50) 행정규칙 12 CFR 5.50 등 OCC의 관련 규정.

51) 한편, 미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인가 절차를 진

행하고, 실제 규제당국은 금융 안정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위험요

소를 추가로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고 한다. 이수진, ‘미국 인터넷전문은

행 인가 사례 및 시사점’, 2015, 주간금융브리프 24권 21호, 한국금융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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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규제의 경우

다음으로 대주주 변경의 경우를 보면, 은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OCC 감독관은 취득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주식의 획득으로 인하여 독점적 지위가 발생하거나 ② 은행업의 경쟁

제한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식을 획

득하려는 자 또는 은행에 대한 미래 전망이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예금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④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의 능력, 경험,

정직성이 은행 예금자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⑤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OCC에 제공하지 않은 경

우, ⑥ 예금보험제도에 역선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인을 거

부할 수 있다.52)53)

52) OCC는 매뉴얼(Change in Bank Control(‘07.1월) 참조)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사유들

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

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는 금융기관의 이사나 임원 등 결정권자였을 때 잘못 경영한

경우,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과거 경영하거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기관에서

내부자거래를 통하여 명백히 부적절한 이익을 얻은 경우, 중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 또

는 연방 규제기관, 라이센스 수여기관에 의하여 제재, 견책 등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의

도적으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이력서나 금융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OCC가 요청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경우, 적정수준으로 신속하게 자본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수대상

은행의 자본수준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사업계획이나 전략이 신청자의 능력 또는 경

험에 대한 명백한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이를테면, 사업계획이 사업전략, 위험관리 또는

예상 수익성을 만족스럽게 담지 못하는 경우, 비현실적인 성장과 수익에 대한 전망을 포

함하는 경우 또는 사전 보고 및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는 OCC는 주식의 취득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53) OCC는 연방 단위 은행업(National bank) 인가, 지배권 변동, 조직 변경 등의 신청,

심사 매뉴얼을 두고 있다. 감독관의 인가, 승인 신청, 심사 매뉴얼은 주요 인가사항에 대

한 OCC의 정책과 과정을 설명하는 매뉴얼들로 구성된다(National Bank Licensing

Booklets).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08.3월), Background Investigations(‘09.4월),

Change in Bank Control(2007.1월), Branches and Relocations(’09.10월) 등 총 22개의 매뉴얼들

로 구성되어 있다. 적격성 심사시 수행하는 사실조회(신원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매뉴

얼(Background Investigations(2009.4월))을 통해서도 OCC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심사를 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조회는 심사대상의 경험(experience), 전문성(competence), 충실성(integrity), 성격

(character), 금융능력(financial ability)을 판단하고 은행을 안전하고 건전하며 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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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대상의 소극적 요

건에 대한 판단을 중점으로 두지 않고, 심사대상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

는 경우 산업,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영향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등 적극

적 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정리된다.54)

(2) 증권업

(가) 적격성 심사의 적용 국면

미국에서는 증권업 등록55),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증권회사 지배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은행 인가를

받으려는 자, 이사, 인가를 받으려는 은행의 주요주주(예를 들면, 10% 이상의 주식을 취

득하려는 자)가 되려는 자에게 OCC는 일반적으로 관계기관의 이력서 및 재정보고서

(Interagency Biographical and Financial Report)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조회를 수행하는데, 조회항목이나 조회대상 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대상 기관을 보면 Credit burea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ederal and state regulators of banks or other entities,

Internal Revenue Service(IRS) Tax Check Program, United states Customs Service,

LEXIS-NEXIS(법, 뉴스, 경영정보에 대한 데이터 집합체로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관련, 유치권, 도산 등에 관한 정보 조사용),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SARS Report(형사범, 자금세탁 등 혐의), Enforcement Action Report

System(EARS). 한편, 추가적인 체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기관에도 선택

적으로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CIA, CFTC, Federal,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Federal Trade Commission, Interpol, Local court records, NASD, SEC, 신문

기사등,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U.S. Department of state 등.

54) 한편 미국 은행법은 이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사의 국적, 소재지 요건, 자본주

소유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12 U.S.C Chapter 2 Section 72.).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주식 소유를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면서 경영에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한편으로 주주의 책임성도 제고하려는 취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흥미로운 규정이다.

55)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SEC의 등록이 필요하다. 심사업무는 자율규제기관

인 FINRA에 위임되어 있다.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FINRA 회원이 되어야 하

며, FINRA에 신청서(세부적 사업계획, 내부통제 과정, 감독자 및 직원의 수, 경력, 자질

등)를 제출하면 FINRA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한다. 증권거래법은 SEC는 a)

신청서의 고의적 부실기재, b)신청전 10년 이내의 유죄판결, c)유지(留止)명령 발효, d)고



- 30 -

주주(25%이상 보유주주) 변경56)시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관련법령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57), SEC Rule, Finra rule, NASD rule 1010 series).

(나) 적격성 심사 내용

증권회사 지배주주 변경시(25%이상 보유주주) 증권거래법, SEC규정

및 NASD규정 등의 준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그 판

단 기준으로 ⅰ) 연방 및 주 규제당국,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허가와 관련한 불이익조치(adverse action)를 받거나 규제조치 및

조사를 받은 사실, ⅱ) 법률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또는 유죄인정사실,

ⅲ)증권거래행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판결 또는 금지명령

(injunction), ⅳ)법, 자율규제기관의 규칙, 증권업계의 행위준칙(standard

of conduct)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임한 사실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우리나라의 적격요건 규정과 같이 소극적 요건만

규정한 것이다. 미국 은행업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차이를 보인다.

나. 영 국

(1) 적격성 심사 적용 국면

영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58) PRA 또는 FCA59)로부터

의적인 법규위반, e)관련규정의 위반 방조 또는 감독 해태, f)공익 부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b4

56) NASD rule 1017

57) 15 U.S.C Chapter2B

58) 영국의 인허가제도는 기본적으로 Universial bank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이 통합하여 규율되고 있다.

59) PRA가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 보험, 대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하고,

FCA는 기타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보험모집조직, 금융자문업자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수행한다. 인가대상은 중복규제회사(Dual-regulated)와

FCA만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Solo-regulated)로 구분된다. FCA는 PRA 감독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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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에 근거한 허가취득60)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

하여 대주주(Controller)61)가 되거나 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하고 PRA 또는 FCA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62)

(2) 적격성 심사 내용

(가) 진입규제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업의 허가63)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FSMA의 제4편(Part Ⅳ)과 별

표6에 의한 절차와 요건64)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지배주주, controller)는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 영위하

려는 금융업의 본질이나 그의 업무처리방식의 건전성 및 신중성에 대한

확신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주위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고 적절한(fit

and proper) 자라는 것에 대해 PRA 또는 FCA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65)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이나 대주주가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

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적인 인·허가권을 보유한다. 중복규제회사(Dual-reagulated)

에 대한 인·허가는 PRA와 FCA가 각각 검토하고 FCA 동의하에 PRA가 최종 결정한다.

60) FSMA Part Ⅳ permission. Part Ⅳ에서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61)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분(의결권 기준)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0% 이

하이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자로 정하고 있다. FSMA 2000, Part Ⅻ Section 179

62) FSMA 2000, part Ⅻ

63) 영국의 금융업 진입제도는 인가제(Authorization)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특수업종

(예:지급전문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Registration) 적용

64) 이에 따른 허가의 요건은 법적 자격(legal status- 예금 수취, 보험계약 등의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함), 사업장소재지(location of offices-본사의 영국내 설치 의

무), 특수관계인(close links-특수관계인은 효율적 감독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자

원의 적정성(adequate resources-재무적, 비재무적 자원), 적격성(suitability- 이해관계자와

의 관계, 업무의 속성 등에 있어 적합(fit and proper)해야 함)등이 있다. FSMA 제41조

(1) 별표6참조

65) FSMA 별표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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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경우에만 금융회사 인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66)

대주주에 대한 Fit and proper test의 적용 항목은 ①정직, 청렴, 평판

(honesty, integrity, reputation), ②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

③재무적 건전성(financial soundness)이다.67) ① 청렴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범죄, 민사범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의 대상이 된 경

우, 과거 금융규제 위반경력,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으로서 결격사유가 있

었는지, 또 규제 위반 등 문제가 있었던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68) ②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가 수행하려

는 지배․관리기능이 Training and Competence sourcebook의 요구조

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지배기능을 수행할만한 경험과 교육을 갖추었는

지 여부, 마약, 알콜중독 또는 다른 불법행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지배주주가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지배기능의 지속적인 수행 능력이 있는

지, 해당업무에 투입하는 시간 등을 판단한다. ③ 재무적 건전성과 관련

하여서는 지배주주에게 영국 내외에서 현재에도 남아있거나 적기에 지급

하지 아니한 부채 또는 손해배상이 있는지 여부, 파산신청을 하거나 파

산청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과 관련

된 어떠한 형태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법정부채의 존

재, 파산 신용불량) 등을 고려한다.69)

PRA의 감독지침은 대주주의 재무상황, 전문성과 민사, 형사 및 각종

처벌사유 등 사회적 신인도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이러한 적

합성 요건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적격

성 유지의무를 두고 있으나, 사안별로 인가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주주가 형사범일지라도 자동적으로 인가가 거부되지는 않으며

66) FSMA 2000 제61조

67) PRA Handbook FIT

68) 금융 투자관련 민사소송, 금융회사 관련 횡령 사기 등, 부도 파산 청산 기업의 임원, 정

부유관기관의 제재

69) 금융회사 지배주주로 하여금 개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지 않고

동 후보자가 충분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특정한 지배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적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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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 및 정황, 당사자의 해명, 제안된 직무와의 관련성 경과기

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70) 주식처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소유규제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한편,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대주주

(Controller)가 되거나 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PRA 또는 FCA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감독기구에 미리 신고하고 앞서 살핀 요건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1년에 1회 지분구조(변동사항 등 포함)를 감독당국

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주주 즉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컴포트레터를 제출하여야 한다.71)

(다) 정 리

정리하여 보면, 영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적극적 요건을 포함하

여 능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규정상에

는 없지만, 적격성 유지의무 규정, principle-based 규제체계 하에서 동태

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기능, 효과를 가지는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 일 본

(1) 은행업

70) PRA Handbook FIT 2.1.1G

71) 은행의 경우를 예를 들면, 15%이상의 의결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적격

(fit and proper)이고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컴포트레터를 제공하여

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강력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이행력을 확보

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김규식, “컴포트 레터 및 기타 유사보증행위에 대한 검토”,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제33호, 2009년 1월, 51-62면. 정순섭 전게논문(2011), 22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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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성 심사 적용 국면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은행법 제52조의 9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에 의한 은행설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이 있을 때 인가신청인의 의결권

보유상황 등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며,72) 은행의 주요주주

로 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청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73)

(나) 적격성 심사 내용

1) 진입규제의 경우

인가신청인이 주요주주 보유한도 이상의 의결권 보유자로서 의결권

보유 상황, 재산 및 수지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은행업무의 건전하고 적

절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인적 구성등을 고려하였을 때 은행

업무의 공공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하거나 높은 사회적 신용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소유규제의 경우

주요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건전성, 은행업의 건전 적절한 운영

가능성, 주식소유의 목적, 사회적 신용상태 등을 심사한다.74) 금융청장관

은 은행 주요주주가 인가받은 이후에 인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

는 동 주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75)

3) 정 리

일본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소극적

요건을 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없

을 것,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은행 업무의 공공성에 관한 충분한

72) 일본은행법 제52조의10 제1항

73) 은행법 제52조의9

74) 은행법 제52조의10

75) 은행법 제5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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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할 것, 은행업의 건전 적절한 운영가능성 등 적극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은행업의 건전성,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규정은 없으나, 인가받은 후 인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적격성 유지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금융상품거래업

(가) 적격성 심사 적용 국면

금융상품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

야 한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등록 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상품거래업의 주요주주76)가 된 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상 의결권보유비율, 보유비율, 보유의 목적,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대상 의결권보유신고서를 지체 없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제

출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은 금융상품거래업의 주요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요주주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주요주주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

령가능하다.

(나) 적격성 심사 내용

1) 진입규제의 경우

76)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의4 제2항 주요주주라 함은 회사의 총주주등의 의결권(총주

주, 총사원, 총회원, 총조합원 또는 총출자자의 의결권을 말하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

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과 관련된 의

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과 관련된 의

결권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회사의 재무 및 업무방침의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로서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실인 경우에는 100분의15)이

상의 의결권(보유상태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내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상의

결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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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주요주주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주요주주인 개인이 금치산자

또는 규정위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

은 경우, 주요주주인 법인이 등록취소, 규정위반, 벌금형 등에 처해져 집

행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당해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규정 위

반 등 형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게

된다.

2) 소유규제의 경우

금융상품거래업의 특정주요주주(회사의 총주주 등의 의결권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대상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외의 주요주주는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의 특정주요주주가 된 경우 내각부령으로 정한 바

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하는데,77) 내각

총리대신은 금융상품거래업자의 특정주요주주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필요한도 내에서 당해 특정주주에 대해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

운영 또는 재산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가능하며,

금융상품거래업의 특정주요주주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특정주

요주주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주

요주주가 되지 않도록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가능하다.78)79)

3) 정 리

일본의 증권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극적 요

건만을 판단하고 능력, 경험 등의 적극적 요건은 판단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나, ‘특정주요주주’의 경우 그 특정주요주주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

77) 금융상품거래법 제32조

78) 금융상품거래법 제32조의 2

79) 금융상품거래업의 주요주주는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특정주요주주는 당해 금융상

품거래업자의 특정주요주주 이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 내각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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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필요한도 내에서 업무 운영 또는 재산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명령이 가능한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금융회사 소유규

제를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규정하고 있

지 않으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비견할 만한 적극적 규정이 존

재하는 것이다.

(3) 보험업

(가) 적격성 심사 적용 국면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주요주주가 되려 하거나 주요주주 기준치

이상의 의결권 보유자인 회사, 기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청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80)

(나) 적격성 심사 내용

주요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 건전성, 보험업의 건전․적절한

운영 가능여부, 주식소유의 목적, 사회적 신용상태 등을 심사한다.81) 내

각총리대신은 보험회사 주요주주가 인가받은 이후에 인가기준에 적합하

지 않게 된 때에는 동 주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요

구 또는 명령을 실시한다.82)

또한, 보험회사 주요주주가 법령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주요주주에 대해 인가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며, 보험회사

주요주주와 관련된 인가가 취소되면 당해 보험주요주주는 내각총리대신

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보험회사의 주요주주 기준치 이상의 의결권 보유

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83)

80) 보험업법 제271조의 10 제1항

81) 보험업법 제271조의 11

82) 보험업법 제271조의 14

83) 보험업법 제271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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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요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주요주주의 보험업의 건전․적절

한 운영 가능여부 등 적극적 요건까지 심사한다. 또한 동태적 대주주 적

격성 심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능과 효과를 가지는 감독 수행

이 가능하다.

라. 호 주

(1) 은행업 및 보험업

(가) 적격성 심사 적용 국면

호주에서 은행업(Banking business),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APRA84)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85) 인가 신청회사의 모든 주요주주들은

기관이 잘 설립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실체라는 점에서 'fit and

proper'하다는 것을 APRA에 증명해야 한다.

한편, Financial Sector(Shareholdings) Act 1998에 의해 Financial

sector company86)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

으며 한도초과보유를 위해서는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87) 재무부

84)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예금수취기관(ADI), 보험회사,

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담당. 호주의 경우 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크게 은행과 보험, 연금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과 증권, 자산운용, 여신전문 등에 대한 감

독으로 나뉘며, 전자는 APRA가, 후자는 ASIC이 건전성 감독을 한다. 따라서 전자에 대

한 인가는 APRA가 후자에 대한 인가는 ASIC이 담당한다.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은 증권사·자산운용·여전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

라 전 금융권역의 영업행위 감독도 수행한다.

85) Banking Act 1959, Insurance Act 1973. 호주에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건전성 감독은

APRA가 수행하며, 일부는 같은 법(Financial Sector(Sharejoldings) Act 1998)의 적용을

받는 등 진입규제와 소유규제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에 같이 설명하도록 한다.

86) 인가를 받은 예금수취기관(Deposit-taking institutions ; ADIs), 보험회사, 이 두 회

사를 소유하는 지주회사. Financial Sector(Sharejoldings) Act 1998 3조에서 정의.

87) Financial Sector(Sharejoldings) Act 1998 Part 2(Restrictions on shareholdings in

financial sector companies)에서 규정. 15%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지는 재무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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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나) 적격성 심사 내용

은행업(Banking business), 보험업 인가와 관련하여 APRA는 모든

주요주주들로 하여금 인가신청회사를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

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출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자격유지의무는 있으나88)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규정하지 않는다.

(2) 금융시장 및 금융서비스(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가) 적격성 심사 적용 국면

금융투자업에 상응하는 것이 호주에서는 Corporation Act 200189)상의

‘금융서비스’로서, 일부 금융회사(Australian market, Australian CS

facility 인가를 받은 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를 소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 한도(unacceptable control situation)를 규정하

고 있다.90)91) 의결권 15%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자는 ASIC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부장관에게 전달된다. 장관은 승인을 할 때는 신청

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초과 보유가 가능한 주식 한도를 특정

하여 기한을 정하거나 무기한으로 승인한다.92)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포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이사의 업무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88) Financial Sector(Sharejoldings) Act 1998 제18조.

89) 금융투자상품, 금융시장,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증권업 등을 기능적

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회사 규정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90) Coporations Act 2001 850A, 850B, 850C

91) 단독으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둘 이상의 자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을 15%를 초과하

여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법원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는 주식처분,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의 제한,

배당의 금지 또는 연기, 동 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행위를 금하는 것 등이다.

Coporations Act 2001 850D

92) Coporations Act 2001 851B.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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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의 경우를 제외한 회사(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 AFS License를 받은 경우)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등 대주주의 적격성

을 심사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요 변동사항은 ASIC에

대한 보고대상인데, 인가를 받은 회사의 지배권93)이 변동(change in

control)된 경우 이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심사 내용

한도초과 보유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

다. ①ASIC이 부적격 결정을 한 경우, ②Corporation Act 2001의 206B

조(자동결격)94)에 반하는 회사 경영을 하여 결격이 된 경우, ③

Corporation Act 2001 1274AA조 하에서 ASIC에 결격자로 등록95)되어

있는 경우 승인을 얻을 수 없다.96) ①ASIC의 부적격 결정은 그러한 부

한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851C, 851E

93) 지배권이라 함은 금융서비스인가를 받은 자가 회사인 경우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지

배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의 절반이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 인가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 또는 경영조직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인가를 받은 회사의 재무 또는 운영 정책에 관한 결정에 있어 결정력을 가

지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자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자

가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력(권리라기보다는), 인가를 받은 회사의 재무 또는 경영

정책에 미치는 행동의 실제 또는 패턴 등이 고려된다.

94) Corporations Act 2001 206B조는 자동 결격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회사사업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회사의 재무상

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외국법상의

범죄 포함), Corporation Act 2001에 반하는 행위로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구금형

을 받거나 사기행위로 인해 최소한 3개월 간의 구금형을 받은 경우(외국법상 범죄 포함)

또는 외국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구금을 받은 경우 회사 경영자로서

자동 결격이 된다. 파산한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원주민, 토러스해협제도 원주민 회사로부

터 결격된 경우, 외국 법원이 외국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

한 경우도 자동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95) 호주 Corporations Act 2001 Part 9.1에서는 ASIC이 동 법 하에서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기록을 적합한 방식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는

회사 이사 또는 기타 경영진의 결격에 대한 기록도 포함한다. ASIC은 동법 206C, 206D,

206E, 206EAA, 206EA, 206EB 또는 206F조 또는 동 법 시행 전에 효력이 있는 주법 조

항 등에 따라 결격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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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인가를 받은 회사 또는 인가를 받으려는

회사가 금융시장과 서비스를 규정한 Corporation Act 2001의 chapter

7(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상의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어 그 인

가를 받은 회사 또는 받으려는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경우 할 수 있

다. 이러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때 ASIC는 그 자의 능력, 경험 또는 그

에 준하는 것들 보다는 평판, 성격과 정직성을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②, ③

의 경우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범죄경력 등으로 과거 결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서 명확한 결격요건이나 ①의 경우 ASIC가 판단하는 요소를

대략적인 원칙만 정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97)

장관은 국익을 위하거나 승인 하에서 위반이 있었던 경우 승인을 폐

지할 수 있다.98) 이처럼 자격유지의무는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규정하지 않는다.

3. 국제기구의 권고 등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가. BCBS

(1)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1997년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99)이 만들어졌다. 이를

96) Corporations Act 2001 853A.

97) Corporations Act 2001 853C. 그러나 이렇게 규정한 것과 동시에 그 절차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853D). 부적격 결정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

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를 ASIC, 회사 등이 받은 후 42일 내에 ASIC는 인

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서면 통지로 부적격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

을 통보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장관에게 그 통지문의 사본을 주어야 하며, 결정을 하려

는 이유, 청문을 할 것, 청문을 할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98) Corporations Act 2001 851F. 이는 폐지 통지에 명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날은 통지된 날부터 최소한 90일이 지난 날짜로 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도 그 승인

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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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BCBS는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원칙은 2006, 2011년에 개정되었고 최종본이 2012년 9월에 만들

어졌다.100)

최종본은 principle 5에서 진입규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입규제의 내용으로서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대

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진입규제는 은행의 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와 지배구조의 평가로 구성되며, 금융감독당국은 은

행의 주요 주주(궁극적인 이익의 보유자 ; ultimate beneficial owners와

회사에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

며, 소유구조의 투명성, 자본금의 구성, 주주가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principle 6에서는 소유규제(지배권의 변동)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지배권의 변동(직·간접 모두포함)에 대해 지배권을 취득하려

는 자의 건전성 상태를 평가하여 그 변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법과 규정은 ‘지배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지배권의 변동 승인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두

어야 한다고 한다.

(2) 적격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Principe 5, 6에서는 감독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주기적인 보고와 현장

검사를 통하여 모든 주요주주의 이름과 지분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또한, 법과 규정 또는 감독기관은 주요 주주의 적합성에 부정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감독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99)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

Supervision, September 1997. http://www.bis.org/publ/bcbs30a.pdf 참조.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발전시킨 25개 원칙을 담고 있다.

100) 개정된 2006년 버전은 http://www.bis.org/publ/bcbs129.pdf,

2011년 버전은 http://www.bis.org/publ/bcbs213.pdf,

2012년 최종버전은 http://www.bis.org/publ/bcbs230.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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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OSCO

(1)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IOSCO 이머징마켓 위원회는 2009년 12월 적격성 심사의 모범규준

(‘fit and proper assessment – Best practice’)을 발표하였다.101) 이머징

마켓 위원회는 적격성 기준(fit and proper standards)이 금융 부문에 있

어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

인하는데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2) 적격성 심사의 내용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영(management)과 지배

(control)에 관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으로

ⅰ) 능력(Competence and Capability), ⅱ) 정직성, 신뢰성, 공정성, 윤리

적 행동(Honesty, Integrity , fairness, ethical behavior), ⅲ) 재무적 건

전성(Financial soundness)을 들고 있다. 

ⅰ) 능력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자는 상품의 구조와 목적, 위험 등을

적절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규제대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며, 이

러한 능력의 내용과 범위는 금융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금융감독당국은 과거 경력 또는 전문성, 사

업을 이해하고 경영할 기술과 경험을 가졌는지, 전문 자격 소유 여부나

관련 전문 기관의 회원인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ⅱ) 정직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0년 내에 사기, 부정행위, 자금

세탁, 횡령 또는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판결을 받았는지를 고

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그 심각성 또는 정황, 심사대상자

의 설명, 심사 건과 과거 범죄 경력과의 연관성, 경과 기간 등을 따져 사

건별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101) http://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312.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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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무적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급여력이 충분하거나 건전

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고 한다. 감독당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 향후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를 맞게 될 소지가 있는지, 관

련된 지급여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채무이행 또는 배상 판결 하에 놓여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채권자와의 약정 또는 파산신고를

하였는지, 금융감독당국의 신용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지 등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

(3) 적격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한편, 적격성 심사는 진입규제 이후에도 계속되고 축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시로 관련 정보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 보고서의 특이점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요건(Continuing

requirements of F&P(fitness&probity) standards)도 구체적으로 적시하

고 있다는 점이다. 심사대상자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능력

을 유지해야 할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관련된 적절한 자격과 전문기관

의 회원으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적

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그 적격

성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정직성, 신뢰성, 공정성, 윤리

적 행동(Honesty, Integrity , fairness, ethical behavior) 요건은 계속적

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대상자가 법, 규정, 기준을 준수할 의지

가 부족하거나 준수하지 못하여 온 경우,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태만

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결격 판정이

나 탈퇴를 당한 경우, 개인 채무를 심각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우, 경영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 금융 관련 집단 및 시장에서 부적절한 평

판을 얻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들고 있다.

한편, 동 기준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계속적인 적격성 심사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설시하고 있는 것인데, 내부고발자

(Whistleblowing)와 금융규제기관 및 전문기관 및 법집행기관간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부적절한 행위, 사기,



- 45 -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하며, 부적격한 심사대

상자가 회사 CEO 또는 감독당국에 적절히 보고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 IAIS

(1)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IAIS(국제보험감독자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서도 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ICP)102)을 통하

여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감독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03)

진입규제(인가)에 관한 원칙인 ICP4에서는 주요주주와 지배권을 가지

고 있는 자가 적격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감독을 저

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가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ICP6에서는 소유규제(주요주주의 변경)의 내용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적격성 심사의 내용

ICP5에서는 적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주주는 재무적 건전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ICP6 소유규제(주요주주의 변경)로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적 건전성은 주요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

며, 자금조달 원천(자본금의 구성)에 대한 판단도 요구된다고 한다.

한편,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며, 전문성과 자격 보유 여부와 관련 지식, 보험업

또는 다른 금융업에서의 경험으로 그 능력이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102) 2011년 10월 만들어진 후, 2012년, 2013년에 일부 원칙이 수정되었다.

http://iaisweb.org/index.cfm?event=showPage&nodeId=25224 참조.

103) IAIS는 관련하여 여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Supervisory Standards on Licensing

(Supervisory Standard No.1, October 1998), “Supervisory Standard on Fit and Proper

Requirements and Assessment for Insurers”(20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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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 또는 신뢰성은 성품과 업무수행 등에 대한 증거를 통해 증명

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에 기준이 되는 요소로 형사적(Criminal

indicators), 재무적(Financial indicators), 감독적(Supervisory indicators)

인 측면 또는 다른 관점(Other indicators)을 포함한 적합성 기준을 들고

있다.104) 이러한 기준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들이다. IAIS원칙은 국제기구가 이러한 4가지 구

분을 구체화하여 원칙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사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재무적 손실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 하에서 범죄경력의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것(횡령

그 밖의 사기, 자금세탁, 금융테러 등)이라고 한다.

재무적 요소는 잠재적인 금융부정행위(financial misconduct), 재무회

계의 부적절한 수행 등이 없을 것을 말하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무적 곤란, 재무적 약정과 수입 및 자본조달액의 불일치, 파산 등을 포

함한다고 한다.

감독적 요소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는 것으

로, 이러한 감독정보는 심사대상자가 현재 신청하고 있는 것과 다른 금

융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한편, 그 밖의 요소는 위 세 가지 요소 이외에 개인의 적합성과 관련

한 기타 정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근로관계상의 분쟁, 업계나 전문가 협

회 등으로 받은 제재 등 심사대상자의 적격성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고 한다.

(3) 적격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또한 ICP5에서는 감독기관은 지배권을 가지는 자, 주요주주는 계속

적격성("fit and proper")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기관은 주

요주주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며, 주주의 변경 사항 등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더 이상 적

104)“Supervisory Standard on Fit and Proper Requirements and Assessment for

Insurers”(2005)에서도 적격성 심사의 요소로서 범죄적 요소, 재무적 요소, 감독적 요소,

그밖의 요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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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

라. 정 리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원칙들을 보면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

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적격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여야 하며 지배권의

변동 등 주요 사항이 감독당국에 인지되도록 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105)

4. 해외 규제동향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가. 해외의 금융회사 소유구조 현황

우리나라 금융회사 소유구조는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106) 일부 국가나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력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107) 일부 국가나 지역은 뚜렷하지 않다. 지배

105) 국제기구의 이러한 공통적인 태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은행/보험/금

융투자에 관한 국제적인 감독기구협회의 협의체인 Joint Forum에서도 ‘Fit and Proper

Principles’를 일찍이 발표(1999년)한 바 있다. 동 협의체에서도 주요주주가 금융회사에

취약한 건전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나 회사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Key Shareholdrs')는 적합성, 적정성 또는 기타 각 감독기관의 기준을 만족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적합성 판단은 인가단계 뿐만 아니라 그 후

의 특정 사건의 발생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속적인 대주주 규제에 대한

권고가 최근에야 나온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oint Forum의 원칙은 http://iaisweb.org/index.cfm?event=getPage&nodeId=25263 참조.

106)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업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

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80∼

90%에 육박하는 등 지배력이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107) 예를 들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로 아랍국가의 국제경제

협력체)국가들의 경우 회사, 금융 부문이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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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집중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 지역에서 발견되

는 현상이다.108)109) 지난 10년간 주요한 실증적 연구들을 보면, 미국과

대규모 기업그룹이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GCC국가에서 회사, 공공

기관, 지주회사,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는 강하게 집중되어 있고, 공공기관(Public sector

Institutions)이 이러한 GCC국가들 회사의 집중된 소유구조의 중심이라고 분석된다.

Andre Oliveira Santos, 'Integrated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GCC Corporate

Sector', IMF Working Paper, 2015.8 참조.

한편 지배력 집중 현상은 한 국가 안에서도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 및 기업의 소유구조가 개인인 재벌(일본재벌 zaibatsu)

들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은행, 기업 등 기관 집중(keiretsu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국제화에 대응하면서 또 변화를 겪었다고 분

석된다.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금융기관, 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문헌이 있는데, 동

문헌은 1927∼1950년대 중반까지 자본에 대한 지배력이 재벌(zaibatsu)에서 기관

(keiretsu, bank)으로 옮겨졌으며, 은행 중심의 경영자본주의(magegerial capitalism)는 경

제발전을 향한 정부의 뜻에 원활히 협조하면서 일본 경제발전을 이끌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은행 중심의 일본 금융시스템은 일본이 산업화를 완성한 단계인 1970년대 중반

에 변화를 겪었는데, 미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 정부 시기부터 촉발된 전세계적인 신자유

주의 움직임(neo-liberal movements)으로 일본의 금융시스템 역시 개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자본시장이 더 큰 역할

을 하게 된 이후에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은행, 기업 소유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한

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서는 아직 완전한 영미식의 회사지배구조 체계(Angl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model)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고 부분적으로만 변모한 단계라고

한다. Erhan Umit OZKAN, 'The Transformation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Japanese Financial and Commercial Institutions and Its Impact on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in Japan', 2011 참조.

108) 27개 주요 경제권의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글이 있다. 동 문헌은 지배력 집

중 현상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 문헌은 전 세계적으로 대

기업의 대리인 문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결론 내렸다.

Rafael La Porta·Florencio Lopez-de-Silanes·Andrei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8.6 참조.

109) Ronald J.Gilso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

Complicating the Comparative Taxonomy’, Harvard Law Review, 2006.4 는 지배력 집

중에 대해 과거의 문헌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하나는(La porta

전게 각주 논문) 지배력집중이 해당 국가의 법 시스템과 연관된다고 하는 설명이며, 또

하나는(Mark Roe) 지배력집중이 정치와 연관된다고 하는 설명이라고 한다. 전자는 지배

력 집중 현상이 법 시스템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

를 두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며, 후자는 사회민주정치가 지배력집중을 야기한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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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제외하고, 공개된 기업들도 특정 개인, 가족, 그룹에 의하여 지배

되고 있는 것이 전세계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라고 한다.110)

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현황 정리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규제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진입규제 및 소유규제의 내용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

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인가 시에

는 심사를 하지 않으나 대주주 변경시에는 심사를 하는 등 대주주 적격

성 심사를 하는 국면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심사대상의 범위111)도 국가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모두에 적격

성 심사를 도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ⅱ) 적격성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on-going basis). 결격사유

발생 및 발견시 승인, 등록, 신고를 취소 또는 그에 따른 지위를 변동시

킬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이 지속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대부분의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 적격요건의 내용

으로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 불충분한 재무능력 등 소극적 요건 외에도

대주주의 경험, 능력 등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거나 해당 금융업에 미치

노동자가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이 집중된다고 한다. Rafael La Porta 등 전게문, MARK J. ROE, ‘POLITICAL

DETERMINANTS OF CORPORATE GOVERNANCE ; POLITICAL CONTEXT,

CORPORATE IMPACT(2003) 참조.

110) Ronald J.Gilson, 전게문 참조. Marco Becht & Colin Mayer, ‘Introduction to THE

CONTROL OF CORPORATE EUROPE’, Stijn Claessens, Simeon Djankov & Larry

H.P. Lang, ‘The Sepe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2000, Mara Faccio & Larry H.P. Lang, ‘The Ultimate Ownership of Western

European Corporations’, 2002 등 참조. Marco Becht 전게문에서는 예를들면, 독일 상장

회사의 82.5%, 이탈리아 상장법인의 65.8%, 스웨덴 상장법인의 64.2%가 최소 25%이상의

대주주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한다.

111)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의 기준 한도가 25%, 20%, 10%, 5% 등 다양하나, 사

실상 지배력을 가지는 자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규제

차이는 각국의 소유구조 현황, 금융환경 실태, 문화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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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성에 대한 고려를 하는 등

감독적 요소를 능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 평 가

(1)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최근 국내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 논의 과

정에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한 견해는 동 제도가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서 해외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해외의 규제 동향,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내린 결론으로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국가에서 법령

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인 의미에서 맞다. 그러나 각국의 규제 내용, 실태와 국제기구의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도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제도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주요 표지가 ‘주기적 심사’이기는 하나

본질적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의 ‘지속적 심사’, 적격성 유지의무 부과이다.

법령상 6개월, 1년 이런 식의 ‘주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 심사’가 운영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112) 동태

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기능을 하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체계 및 내용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본

질인 ‘지속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속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가 수시로 보고되도록 하거나 감독기관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배권의 변동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법

원 또는 감독당국이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112)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유지의

무도 부과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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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표지는 ‘주기’이므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 및 실질을 가지는 규제는 있다고 할 것이다. 동

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입장은 심사 ‘주기’가

과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규제와 소유규제를 통과하고 들어온

대주주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로 그 지위의 유지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실질은 해외에서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기’ 규정 여부의 차이가 규제의 실질적 차이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무시하여도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기’규정 여부의 차

이가 가져오는 차이는 감독정책·실무상 능동성 확보의 용이성 정도의 차

이라고 할 것이다. ‘주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감독의 능동성이 더 확

보될 수 있다. 주기를 규정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고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나 주기를 규정하면 정기적으로 심

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감독의 능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관건은 능동성인데, 감독실무상의

능동성 여부는 쉽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2) 적극적 요건에 대한 고려

국내와 해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격성

심사요건을 구체적으로 많이 열거하고 있다고 해서 규제가 더 엄격한 것

이며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주주의 형사처벌 및

제재 여부, 불충분한 재무능력 등 소극적 요건이 다수 열거된 사실만으

로는 규제가 엄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주주의 능력, 경험 등 적극적 요건을 적격요건으

로 삼고 있거나 해당 금융산업의 건전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이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엄격한 규제이다.

어떠한 수준의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즉, 적극적 요건을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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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규제에 있어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제4장에서

하도록 한다.

제 5 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국내·해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본 논문 연구대

상인 ‘금융규제로서 현행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내 외 모두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규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은 지속적으로 유지·감독되도록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규제방향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적격성 심사요건의 내용,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 여부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

역을 통해 강화된 내용으로 규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금융회사 대

주주의 경우 이와 같이 강화하여 규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어서 살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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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 1 절 개 관

어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을 규제하

여야 하는 근거가 존재하고, 도입하려는 제도가 그 규제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특별히 강화하여 규제해

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을 통해 全 금융업권에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역시

그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한다. 우선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체부터 파악한다.

제 2 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체

1. 규제의 대상

가. 개 관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113)는 금융회사 및 시스템의 건전

성 위험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대주주의 발생 행위를 제한하고 한

편으로는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적격한 대주주를 확

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소유, 진입, 행위 등의

각종 금융규제를 말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

다.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의

113) 주주에 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나,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금융규제’의 영역에서 별도로, 특수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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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대주주’가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대주주’는 규제 영역을

넘어서 각종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있어서 익숙하게 쓰여지나 ‘대주주’

로서의 경계를 짓는 명확한 지점의 확정은 어렵다. 회사법 이론에서 ‘대

주주’에 대응하는 ‘강학상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규

제 대상이 대강만 파악되고 명확히 파악되지는 못하는데, 결국 규제 대

상인 대주주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상 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나. 규제대상 ‘대주주’의 정의

‘주주’에 대한 기본법인 ‘상법’은 ‘대주주’라고 표현하지 않으나, 상장회

사에 관한 규정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라고 표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도 최대주주, 주요주주, 과점주주,

지배주주 등으로 표현 정의하고 있다. 각 규정의 형식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14)

각 금융업법상의 대주주 정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ⅰ) 각

금융업법상 ‘정의’ 조항에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며,

ⅱ)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를 합산한다는 점, ⅲ) 주요주주

는 ①(주식수 기준)최대주주는 아니나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넘어 주

식을 보유하는 주주(예 : 100분의 10), ②(사실상 영향력 기준)금융회사

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정의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각 금융업법은 주식보유비율,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115)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14) 한편 외국 법령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에서는 지배권(Control)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

는데, 누가 지배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각 법 또는 기준에서 밝히고 있다. 한도

를 기준으로 한 정의(15%, 20%, 25%, 50% 나라와 업종마다 상이), 사실상 영향력을 기

준으로 한 정의(사실상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두고 있음)를 모두 두고 있음.

115) 상법 역시 최대주주는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

수관계인이라고 정의하며,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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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각 금융업법상 대주주의 정의

구 분 내 용

은행법
(제2조 제1항
10호)

①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의
경우 100분의4)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②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 제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①최대주주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
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하며, ②주요주주는 ⅰ) 누구의 명의로 하든
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ⅱ)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인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금융투자업규정 1-6조)

보험업법
(제2조 제17호)

상동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11호)

상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7호)

상동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상동.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2항
제9호)

상동. 주요주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자 포함.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은행법상대주주와동일)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ⅰ)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ⅱ)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가 지정한 자 중 어느 하나

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으로 정의한다(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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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기능 및 위치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는 ‘금융규제’이다. 상법도 지배주

주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이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충돌을

해결하고, 지배주주의 영향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주주, 회사채권자의 피

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회사 거래 조직법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영역의 그것과 다소 다르다. 금융규제법에

서의 대주주 규제 역시 그러한 목적도 포함된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 법리를 넘어 ‘특정 산업’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업무의 체계적 중요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특색

이 있다.116) 즉 금융회사 시스템의 건전성, 금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특수한 규제이다.

금융규제는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시스템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

행위 규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117)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는 우선 건

전성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소유, 진입, 행위제한을

하는데118) 금융회사 진입 퇴출 규제, 자산운용,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 보호는 물

론 당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시스템 전체의 거시적 건전성 보장을 위

한 규제이며, 당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인 금융소비자의 이

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행위규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119)

116)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를 중심으

로’, 2011,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권, 7면 참조

117) ‘금융감독개론’, 금융감독원, 2015개정판, 11면. Christian Hawkesby(2000),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rule, Incentives and Sanctions : Enforcement in Financial

Regulation" 인용.

118)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분류에 대해서는 앞의 제2장 제2절 참조.

119) 정순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대주주 자격심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안을 중심으로’, 2012, 6면 참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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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

1. 개 관

금융회사의 경우 그 대주주(넓게는 지배구조)에 대하여 상법상 일반

규제를 넘어 특별히 그리고 강화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120)121)

달리 말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주주가 비 금융회사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관련 논의를 우선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2. 논의의 정리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122)는 특수하다는 견해123)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주주가 비 금융회사의 그것과 다르고 특수하다

는 견해들을 정리하여 보면, ① 금융회사가 경영(directed)되고 지배

120) 국내 해외 모두 전통적으로 금융 산업을 엄격히 규제해 왔으며, ‘금융규제’라는 별도

의 영역으로 발전하여 왔다. 국내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으로 금융법 외에

도 방송법 등을 들 수 있다.

121) 금융회사 대주주 역시 주주로서 상법의 회사편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 적용된다.

122)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회사가 경영(directed)되고 지배(controlled)

되는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됨. 1992년 영국 회사법개혁시기에 나온 Cadbury

Report에서 발전.

123)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유일하고 직접적인 주제로 쓰고 있는 문헌은 거의 없으며

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를 주제로 쓴 문헌들이다. ‘지배구조’는 회사가 경영되고

지배되는 시스템으로, ‘대주주’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다룬 해외

문헌을 많이 참조하였다. 한편,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

제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4권2호, 2011은 지배구조와 소

유구조의 관계에 대하여 현재 복잡한 금융시장의 구조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구성, 그리고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상 혼란의

원인을 소유구조에서만 찾는 것은 지나치다고 서술한다. 이처럼 지배구조는 소유구조 외에

도 많은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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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되는 시스템인 지배구조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 ②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124)이라는 것으로 정리된

다.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본다.

(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용은 특수하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반회사와 달리 지배구조의 범위가 주주(equity

governance)를 넘어 예금자, 채권자, 예금보험 관련자 등(debt governance)

을 포함한다고 한다(multi-constituency organizations).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도 기본적으로 본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일반사업회사의 지

배구조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단으로서 개발된 것으로 즉,

주주와 이사간,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대리인 문제가 있는 것은 원칙적

으로 금융회사와 일반회사가 동일하나, 주주의 이익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관련자, 기타 채권자들의 이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125)126)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헌도 있는데,127) 만기 불일

치가 뱅크런이라는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게 하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124)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패는 시스템리스크를 실현한다는 것

125) Klaus J.Hopt,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2013.10, , Klaus J.Hopt,

Marco Becht, “Better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 2013.4,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

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4권 2호, 2011, Hamid Mehran

Lindsay Mollineaux,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2012.1, Hamid Mehran Alan Morrison

Joel Shapiro, ‘Corporate Governance and Banks :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Financial Crisis?’,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등 다수 문헌 참조.

126) 한편, 통과된 지배구조법도 그 목적(제1조)에서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

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127) Patrick Bolton and Ailsa Röell, “Why bank governance is differen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ume 27, Number 3, 2011. 동 문헌은 은행에 대해서만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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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산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메카니즘은 주주 뿐만 아니라 예금자, 기타 채권자, 거래 상대

방, 납세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이 되어야 한

다고 한다.128)129)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른데, 예금자와 채권자들이 대부분의 금융회사

자산을 구성함에도 대부분의 결정은 경영자, 이사회, 주주들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고 한다. 경영진들은 은행의 리스크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한 결

정에 대하여 예금자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며 주주들은 여전히 이사의 임

면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30)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한 양상은 ‘금융업’ 자체의 본질적 특

성에 의해서도 유래된다고 한다.131)132) 금융업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 이

사회와 주주 중심의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약화시킨다고 한다(소유가 분

산된 구조 하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거래는 즉

각적으로 전문가에 의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데, 소유가 분산된 구조

128) 최근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바젤 원칙(Basel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

을 부담한다고 한다.

129) 한편 주주는 리스크를 추구하고, 채권자와 감독기관은 리스크 회피적으로 각 이해

관계자의 추구목적이 다르다고 한다. Klaus J.Hopt,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2013.10는 ‘Equity governance’와 ‘debt governance’는 경영진, 주주, 채권자, 감

독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일부 같이하는 부분과 달리하는 부분에 직면하게 한다고 한다.

경영진은 다각화의 부족으로 리스크 회피적이기도 하나 지분 기반의 보상 때문에 리스

크 선호적이기도 하다고 한다. 주주들은 리스크 선호적이며, 채권자 감독기관은 위험 회

피적이라고 한다.

130) Patrick Bolton and Ailsa Röell, 전게문 참조.

131) Patrick Bolton and Ailsa Röell, 전게문 참조.

132)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를 중심으

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4권 2호, 2011 역시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주로 실제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이해관계

가 그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인 주주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수행하는 기능 즉 금융업무의 체계적 중요성을 고

려한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특색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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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주주의 감시비용은 높기 때문에 기관투자자 또는 자격이 없는 이

사들에게 맡겨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지배력의 집중으로 인한

지배주주-소수주주의 이익충돌 문제는 금융회사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

날 수 있다고 한다(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대출의 실행). 한편, 강하게 규

제되는 경우 강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든다. 이처럼

‘금융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지배구조의 양상이 일반회사의 양상과 다

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133)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패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문헌

도 많이 발견된다.134)135) 과도한 위험추구를 하게 하는 지배구조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문헌들이 있다.136) 동 문헌들은 ‘주주 중심’

1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패가 시스템리스크를 실현시킨다는 것인데 ‘시스템리스크’는

광의로는 특정 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산업 전반의 위험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의미.

Jamshed Iqbal Sascha Strobl Sami Vahamaa,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systemic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2015 참조.

134) Klaus J.Hopt,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2013.10. , Kirkpatrick, G.,

“The corporate governance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OECD working paper,

2009., Demetra Arsalidou, “Rethinking Corporate Governance in Financial Institutions”,

Routledge Research in Corporate Law, 2015.11, 김홍기,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원칙과 운용방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15.9.

등 참조,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센티브에 기한 보수체

계, 이사회 구성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 등 다른 원인도 금융위기의 원인이

라고 설명한다. 한편, 미국 의회 산하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의 보고서에서도 시스

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서의 지배구조 실패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고 있

다. 너무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고 너무 많은 리스크를 추구하였으며

아주 작은 자본과 단기 자금조달에 의지하여 운영되었다고 한다. FCIC, “Conclusions of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1.참조.

135) Klaus J.Hopt, 2013.10 전게문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금융위기에 미

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확실히 다수인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136) Beltratti, A. Stulz, R. “Why did some banks perform bett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2. Andrey Zagorchev Lei Gao,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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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시스템리스크를 더욱 높게 보유한다고 한다. 실

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좋은 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가 오히려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하게 한다고 표현한다.

즉, 이러한 문헌들은 전통적인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모델이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137)138) “too-big-to-fail” 현상에서

야기되는 모럴해저드 문제와 예금보험제도가 결합하여 주주 중심의 지배

구조는 은행 경영진으로 하여금 더욱 높은 사업전략을 취하게 하고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한다.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위험추

구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개별 회사의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는 그 회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의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139)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과도한 위험추구를 감소시키

는 것이 바람직한 메카니즘이라고 한다.140)

한편, 지배력이 집중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배력 집중의 양상에 따라

금융회사(은행) 대주주의 위험추구 성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

다.141) 동 분석은 집중된 지배력이 가족, 개인에 의한 것인 경우 자산리

Jamshed Iqbal Sascha Strobl Sami Vahamaa,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systemic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2015 등 참조

137) 경영진이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좋은 지배

구조라고 하는 기존의 견해(Shleifer, A. Vishny,R.W.,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e, 1997.)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138)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문헌도 있다. David H. Erkens, Mingyi Hung, Pedro

Matos, “Corporate governance in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 Evidenc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orldwid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8, 2012는 기관투자자의 소유 비중

이 높은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를 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위기 동

안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 근거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금융위

기 이전에 더 많은 리스크를 추구하였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경우 금융위기동안 더 많은

자본을 끌었고 이는 주주로부터 채권자로 부가 이전되게 하였다고 한다.

139) Jamshed Iqbal Sascha Strobl Sami Vahamaa, 2015 전게문 참조. 동 견해는 이러

한 결과 때문에 감독기관이나 입법자들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

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한다.

140) Andrey Zagorchev Lei Gao,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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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와 부도리스크를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집중된 지배력이 기관투자자

또는 비금융그룹의 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주주는 공격적

인 위험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한편, 널리 공개되어 주식이 분산된

은행의 경우 그 대주주는 신용과 부도리스크를 낮추려고 한다고 한

다.142)

(3) 정 리

엄밀히 살펴보면 (1), (2)는 별개의 논의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2)

과도한 위험추구를 하게 하는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는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하기 때문에, (1) 주주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지배구조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주주 뿐만 아니

라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경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다른 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특수하다고 하는 견해 중에는 금융회

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일반 상법만으로는 규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

고, 강화된 감독, 규제, 법적 요건이 요구된다고 명백히 밝히는 견해가

있다. 금융회사 내부 절차에 대한 적절한 금융규제, 특히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준법감시, 내․외부 감시 규제가 요구된다고 하며, 이사회 구

성원, 경영진, 주요 주주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격성 심사가 유용하다고

한다.143)

141) Thierno Amadou Barry Laetitia Lepetit Amine Tarazi, ‘Ownership structure and

risk in publicily held and privately owned banks’, Journal of Banking&Finance, 2011,

142) 한편, 이러한 유사한 설명은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amir Srairi,

‘Ownership structure and risk-taking behaviour in conventional and Islamic banks :

Evidence for MENA countries’, Borasa Istanbul Review, 2013은 MENA 지역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가족 소유의 은행이 위험을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중국 은행의 소유구조와 위험추구 성향을 분석한 Yizhe Dong Chao Meng Michael

Firth wenxuan Hou, ‘Ownerhsip structure and risk-taking : Comparative evidence

from private and state-controlled banks in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2014는 중국은행의 소유구조는 정부 소유, 주 소유, 사적 소유구조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부 소유보다 주 또는 사적 소유의 경우 정부 소유보다 위험추구성

향이 덜하다는 실증적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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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은 업종별로 다른가

한편, 위의 논의는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 업종별 차이를 두지 않는 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은 업종별로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있다.144) 즉 은행업 등 특정 업종에서만 지배구조에 대한 설명

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145)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구별하여

온 전통적인 시각과 달리 오늘날은 대부분의 다국적 금융기관이 세 업종

의 둘 이상을 영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46)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는 업종별 차이보다는 해당 금융회사가 가

지는 자산규모와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의 차이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업종별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분야라고

한다.147)

143) Klaus J. Hopt, ‘Better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 2013.4 참조. 한편, 동 문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러한

강화된 규제를 일반 지배구조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는 강하게 저항받을 것이라고 한다.

144) Klaus J.Hopt, 전게문, 2013.10, Klaus J.Hopt, 전게문, 2013.4, 정순섭, 전게문, 2011

참조.

145) 다른 문헌들은 주로 은행에 대하여 분석하거나, 별다른 언급없이 은행업 외의 다른

금융회사도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한다는 전제에서 쓰고 있다.

146) Klaus J. Hopt, ‘Better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 2013.4. 정순섭, 전게문, 2011도 같은 취지로 파생상품이 거의 발전하지

않았고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업종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였던 1970년대 이전 금융규제

는 금융업종별로 분리된 기관별/상품별 규제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1980년대 이후 파생상

품의 발전과 함께 금융업종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기능별 규제의 실효성이 강조되어

왔다고 한다.

147) 정순섭, 전게문, 2011 참조. 다만, 지배구조규제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대주주의 정의나 지분비율 등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규모

나 상호관련성, 당해 업종에서의 시장점유비율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하여

차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

해서는 지배구조 규제 중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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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차이가 있다는 견해

금융기관은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 수익성 등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인 추진부문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경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성 및 건전성이 중요148)하나 증권업149), 보험업150) 등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의 중요성은 약화되면서 건전성, 수익성 등이 중요한

경영목표로 되는 금융업이라고 한다.151)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견해

(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용은 특별하지 않다.

한편,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와 다

르지 않다는 전제에서 살피는 것도 있다.152) 지배구조의 수준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나 그 실패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지

배구조’의 내용 자체는 다른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금융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입법례를

보면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입법을 별도의 독립된 법에 의하여 추진

148)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Bank-Run의 가능성, 지급결제업무수행에 의한 경제 전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 부채비율이 높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149) 고객 자산과 고유재산의 엄격한 분리관리체제 유지

150) 고객에 대한 부채가 장기성 부채이고 이를 유동성자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

151)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2012년, 원동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용 및 향후 과제”, 한국금융법학

회 금융법연구, 2012. 정찬형,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한

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10권 1호, 2013. 김홍기, 전게문, 2015도 이를 전제로 서술하고

있음.

152) OEC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 Key Findings and Main

Messages, 2009.6.,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법학논

총> 38권 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는 한국 금융회사의 경우(해당 논문에서는

보험업을 중점으로 살피고 있는데, 영리보험회사라고 표현하고 있음) 모두 주식회사이며,

상법 회사편은 주식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규

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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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원칙을

금융기관에도 적용하면서 다만, 금융기관 특성에 비추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금융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입법형식

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기업지배구

조에 관해서는 금융회사나 일반기업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것

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153) 금융기관이 일반 주식회사에 비하여 공

공성이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점 등에서 볼 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상법상 (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154) 금융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주식회사와 구별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한다.155)

(2)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시스템리스크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견해가 있다. 금융위기 원인으로 미 연

준의 느슨한 통화정책,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복잡한 구조에 의한 증권화,

평가기관의 실패, 규제, 감독기관의 실패, 투자자의 근시안을 든다.156)157)

153)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2012년. 정찬형,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한

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10권 1호, 2013.

154) 최병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533호, 손해보험협회, 2013.4. 김선정, 전게문, 2014도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비금융회사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법의 역할에 기대

를 걸고 상법의 구축에 진력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155) 정찬형, 전게문 2013 참조.

156) R.Fahlenbrach and R.M Stulz, "Bank CEO Incentives and the Credit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 2011 참조. The Turner Review :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 2009.는 대규모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균형성,

상업은행의 위험한 투자 증가, 신용위험의 증권화의 증가, 레버리지 증가,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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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수

성을 가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금융회사와 비 금융회사의 ‘대주

주’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므로 비교대상은 ‘대주주의 행위’이다.

앞서 논의의 정리에서 본 견해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 원칙에

대한 것으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금융회사 대주주가 지배구

조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행위해야(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고려

되어야 한다) 한다는 지침은 줄 수 있지만, 금융회사 대주주를 직접 대

상으로 한 구체적인 규제 모두에 대한 근거까지 완벽하게 제공하지는 못

한다.158) 따라서 아래와 같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가. 쟁 점

금융회사 대주주의 행위가 비 금융회사 대주주의 행위와 다른 것인지

는 ① 금융회사의 대주주 행위의 내용 수준이 비 금융회사의 그것과 다

른가와 ② 금융회사 대주주 행위의 결과가 비 금융회사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주주의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주의 의

결권 행사 행위 뿐만 아니라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금

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별도의 영역에서 강화하여

규제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①을 구체화

하면 금융회사 대주주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159)160), 영향력 남용, 불법

실패, 부적절한 자본 규제, 부적절한 평가를 든다.

157) 지배구조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

EBA, "Guidelines on Internal Governance", 2011.9.

158) 예를들면,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하여 왜 적격성 심사를 하는지.

159) 영향력 남용과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

주주의 의결권, 영향력 행사 행위.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추구’는 일반회사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다른 일반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다. Hamid Mehran, Alan Morrison, Joel Shapiro, ‘Corporate

Governance and Banks :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Financial Crisis’,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201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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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적이익의 추구의 범위)의 가능성이 큰가? 라는 질문이 되며, ②

금융회사의 대주주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영향력 남용, 불법행위의 결

과는 비 금융회사의 그것보다 더 부정적이고, 특수한 것이어서 강화된

규제로 방지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된다. 탐구결과 ①, ②가 모

두 해당된다면 해당 업종의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

이다. 또한 ②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근거는 존

재한다.161) 금융회사 대주주의 행위 내용 수준이 일반회사와 동일하더라

도 그 결과가 일반회사에 비해 더욱 부정적, 치명적이거나 특수한 성격

을 가진 것이라면 당연히 별도의 특수 영역에서 강화하여 규제할 필요성

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①에만 해당하거나, ①,②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금융회사 대주주를 규제하는 근거가 상실되게 된다. 한편,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의 결과가 일반회사의 그것보다 부정적이고 특수하다 하더라

도 모두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영향력 남용의 결과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

즉 방지하고 제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결과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

다. 우선, 대주주의 행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핀다. 다음으로 금융회사 대

주주의 문제 행위가 비 금융회사의 그것보다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

지 검토하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어떠하고, 이것은 반드시 규제할 필

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차례대로 검토한다.

나. 대주주 행위의 범위·유형

대주주의 행위는 그 방식에 따라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 행위와 영향

력 남용행위, 불법행위162)로 나뉘어질 수 있다.163)

160)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험추구가 금융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도 크다. 지배력

이 집중된 경우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추구를 더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융

위기 이전에는 이러한 회사가 큰 수익을 얻었고,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큰 손실을 입

었다는 것에서 유추된다는 문헌이 있다. Reint Gropp and Matthias Kohler, ‘Bank

Owners or Bank Managers:Who is Keen on Risk? Evidence from the Financial

Crisis’, ZEW, 2010 참조.

161) 앞서 논의의 정리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

는 것으로 특수하다고 본 견해도 결국 지배구조가 금융위기 등 시스템리스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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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그 혜택은 그 대주주만이 향유하

는 반면에 그 비용은 주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대주주의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항상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고 한다.164)

영향력 ‘남용’의 기준은 주식회사의 본질, 상법, 금융업법 상의 여러

규정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회사

및 회사를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인지 여부일 것

이다. 즉,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회사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손해’의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을 필수

요소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 없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

져오고 주주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남용이라

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각 금융업법 역시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 등에서 주관적 요건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

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으나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가해진 경우 남용이라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지배구조가 특수하다는 논의들을 앞서 살

펴 보았다.

대부분의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남용행위 불법행위는 대주주 자신이

직접 경영진으로 있거나,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165)에서 그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의 남용행위, 대

162)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에 더 나아가 영향력 범위를 일탈, 각종 법을 위반하는 행위.

여기서 영향력 남용과 불법행위는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영향력 남용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63) BCBS, ‘Principles for enhancing sound corporate governance’, 2010은 은행 대주주

의 부당한 영향력 남용과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지적

하였다.

164) 김문희, 금융법상 대주주 규제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집(2002), 국회재정경제위원회

165) 대주주는 대개 비상근 임원의 지위를 갖는다. ‘’대체로 지배주주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집행임원이 되기보다는 이사회 의장이 되려 할 것이다. 그것이 대주주의 격에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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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사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시에 의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남용행위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금융회사의 자산, 영업력,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즉, 회사를 자기의 사유물처럼 활용하는 행위(이른바 ‘사금고’, ‘터널

링’)이다. 자신의 다른 사업에 자산, 영업력, 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계열

사를 지원하는 행위, 대주주 거래제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

여 자금지원을 받는 행위,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 횡령 배임 등

ⅱ) 의결권의 부당한 행사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적격한 임원을 선임 해임하는 행위, 다른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손해

를 가져오는 내용의 결의, 법상 의사절차의 비준수 등

ⅲ) 경영진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의 직 간접적 지시를 하는 행위

의결권의 행사로서가 아닌 경영진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시로 금융회사

의 부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과도한 위험추구 등

을 지시하는 행위 등

다. ①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 가능성의 정도

(1) 쟁 점

금융회사의 대주주의 경우 일반회사의 대주주보다 영향력 남용의 가

능성이 더 높은가. 일반회사이건, 금융회사이건 우선 대주주라면 항상 영

린다. 다만 이 경우 직접 업무의 집행, 즉 경영에 직접 나설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기

업의 오너가 직접 CEO가 되어 일선에서 강력한 리더십 하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모

습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된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공격적 경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대주주인 이사회 의장이 실제로 모든 결정을 하면서

도 대외적으로는 집행임원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려 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는 뒤

에 숨고, 실권 없는 집행임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게 된다.“ 최준선, 대주주는 직접 경

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칙, 한국경제연구원, 2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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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남용의 가능성, 즉 사적이익 추구의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

서 일반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가마다 법 시스템, 문화 등 다양

한 요인에 의해서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서도 확인된다.166) 또한 어떤 대주주는 지배력을 지분의 투자에 의하여

취득한다면 어떤 대주주는 다양한 구조화 수단을 통한 레버리지에 의하

여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서도 사적이익 추구현상에서 차이

를 보일수도 있는 것이다.167)

이렇게 일반회사이건 금융회사이건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가

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사보다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

력 남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2) 관련 견해의 정리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견

해는 타인의 금전을 수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엔 주주

등이 공급하여 형성된 기본 자본 외에도 고객들이 맡긴 금전적 재산까지

도 지배주주, 경영진이 유용 가능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들이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168)169)

166) Ronald J.Gilson, ‘Controling Sh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Complicating the

Comparative Taxonomy’, HARVARD LAW REVIEW, 2006 참조. 동 문헌에서는 멕시코와

스웨덴 모두 지배력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적이익 추구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수

준을 보인다며, 멕시코의 지배주주들은 회사 가치의 1/3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간다면, 스

웨덴의 경우 회사 가치의 1%만 가져간다는 예시(Tatiana Nenova, The Value of Corporate

Voting Rights and Control: A Cross-Country Analysis, 2003)를 소개한다.

167) Ronald J.Gilson 전게문 참조. 사적이익 추구 현상은 공개된 회사보다 가족 소유의

회사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더 크며, 지분율과 지배력의 차이가 더 작을 때 나타나는 경향

이 더 크다고 한다.

168) 이시연,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2012, 한국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21권 34호, 4면

169) 대주주의 존재가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은 유인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라는 추가적인 대리인 문제를 갖

게 된다고 하면서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근거로 들고 있다. 동 견해가 일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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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추구로 인한 보상이 손실 또는 처벌보다 비대칭적으로 높

게 설정되는 경우 경영진의 위험추구 성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는 금융회사 지배주주 경영진들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비금융회사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다.170)171) 다른 사업과 다르게 약속의 이행이 미래의 시점에 있다는 점

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함께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 중의

하나이다.172)

(3) 검 토

우선, 고객들이 맡긴 금전적 재산에 대한 유용 가능성, 미래상황에 대

한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173), 고위험 인센티브 등을 근거로 금융회

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가능성의 정도가 일반회사보다 높다는 것에 과

연 그러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유용할 수 있

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논리라면 부채 자산규

모가 큰 일반 사업회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

주주가 자산을 유용하는데 그 자산의 원천이 고객의 수탁자금인 점이

유용을 더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Ruth

Tacneng, ‘The impact of minority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ling shareholder on

bank risk and performance – Evidence from an emerging economy’, 2015 참조.

170) 이시연, 전게문, 2012, 4면

171) 금융회사의 주주는 본질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높

은 부채비율, 예금자보호 등). Hamid Mehran Lindsay Mollineaux,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FRB of New York, 2012는 현재 금융시장이 정보비대칭과 모

럴해저드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는 사회 최적 수준보다 더 위험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모럴 해저드는 공적기금과 예금보험제도에서 비롯한 것이

라고 한다.

172) 소비자는 제공되는 금융상품의 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을 맺기 쉬운데, 이런 이유로 인해 금융기관은 계약 이후에 보다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할 유인이 생기게 되고 이럴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173) 금융감독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

패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Llewellyn, 1999, Goodhart et al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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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추구성향을 근거로 든 견해는 위험추구로 인한 보상이 비대

칭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이 일반회사

보다 금융회사에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약속의 이행이 미래의 시점에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동시에 이

루어지는 현물거래가 아닌 이상 그러한 속성은 비금융업의 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힘들다.

라. ②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불법행위의 결과

- 모든 금융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하는 지 여부

(1) 쟁 점

위와 같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영향력 남용, 불

법행위의 가능성이 다른 일반회사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으로 인한 ‘결과’가 일반 회사의 그것과

다른 특수한 것으로 반드시 규제로서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야 상법을

넘은 금융규제라는 특수 영역에서의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그

근거를 갖게 될 수 있다. 대주주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영향력 남용,

불법행위로 회사의 부실이 야기되는 것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

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으로 금융회사의 부실

이 초래된다는 것만으로는 ‘금융규제’로서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

거가 취약하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의 결과가 금융회사의 부

실 이외에 반드시 방지되어야 할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인

지를 검토한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행위가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174)를 가져오는 지

174) 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 시스템리스크의 정의

에 대해서 논한 문헌은 많은데, IMF, FSB, BIS는 “정상적인 금융서비스의 흐름에 장애

를 초래하는 위험으로, 금융시스템의 일부분 또는 전부의 손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잠재성을 지닌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Guidance to Ass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ions, Markets and Instruments : Initial

Considerations", 2009.10 참조. 한편, 한국은행은 ”이체시스템 또는 일반 금융시장에서

한 참가자의 결제일 채무불이행이 여타 참가자나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이체시스템의



- 73 -

여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그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의견

의 대립이 있을 뿐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금융회사의 부실을 야기하여 금

융위기,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

이며,175) 이에 대해 특별히 집중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

는 이것이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검토하여 본다. 즉, 모든 금융회사가 시스템

리스크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시스템리스크 외에도 규

제를 통해 방지하여야 할 결과가 있는지 검토하여 본다.

(2) 견해의 정리176)

가) 은행업은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한다는 견해177)

결제채무포함)으로 이어지는 위험“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은행 경제용어 사전 참조.

http://www.bok.or.kr/dictionary/dictionaryList.action?menuNaviId=2022

한편, Steven L. Schwarcz, ‘Systemic Risk’, THE GEORGETOWN LAW JOURNAL,

Vol. 97, 2008에서의 정리를 참고하면, 일련의 금융기관 또는 시장에서의 연속되는 손실

을 촉발하는 사건들로부터 축적된 손실이 시스템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

으며, 자산 가격의 상당한 변동, 회사의 유동성의 상당한 감소, 잠재적 파산과 효율성 감

소를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의 가능성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한다.

175) 제3절 2. 논의의 정리에서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특수하다는 견해 (2)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시스템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분 참조. 한편 동절에서 금융회사 지배

구조는 특수하지 않다는 견해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고 할 뿐, 주요한 원인임은 긍정하고 있다.

176) 앞서 논의의 정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업종별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견해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177)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문헌보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인식이었

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검토를 수행하는 문헌이나 ‘은행’만을 검토대상으로

한 문헌들이 대부분이다. 은행은 시스템리스크를 가진다는 전통적 인식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검토를 수행한 문헌은 다른 금융회사가 시스템리스크를 갖지 않는다는 근거를 구

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동욱, 전게문, 2012년, 정찬형, 전게

문, 2013년은 고객 자산과 고유재산의 엄격한 분리관리체제 유지(증권업), 고객에 대한

부채가 장기성 부채이고 이를 유동성자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보험업)라고 간단히만

적고 있다. 이 역시 증권업, 보험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며, 새

로운 검토는 아니였다. 한편, 은행만을 검토대상으로 한 문헌들이 많은데 동 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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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우 그 부실 및 관련 사고가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한다고 전통

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본적인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

부실이 발생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자산은 쉽게 판매될 수 있

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178) 시장성 있는 자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다른 건전한 은행도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은행계약의 성격과 정보의 비대칭성, 은행대출에 대한 적절한 2

차시장의 부재 등으로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

문에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금융규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179)

나) 은행업 외의 금융업 모두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한다는 견해

은행만 특별하지 않으며,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역시 시스템리스

크를 보유하며 동일한 지배구조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80) 오늘날은 대부분의 다국적 금융기관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178) 은행계약의 성격을 보면 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은행의 성과나 자산가치와는

독립적으로 예금가치를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있는 예금계약을 제공하고 그 자금으로

불확실한 가치의 비유동적 자산을 취득하는데 이때 은행대출은 대출과 관련된 고객의

정보를 잠재적 구매자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처분하기 어렵다.

179) Marco Becht, Patrick Bolton, Ailsa Roell, ‘Why bank governance is

different’(2012),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ume 27, Number 3, 2012는 은

행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단기수신과 장기여신 구조에서 비롯한 유동성위험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은행은 지배구조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주주 뿐만 아니라, 예금주, 그

밖의 채권자, 거래상대방, 납세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Klaus J. Hopt, Better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Further Developmetns and Insights, Law

Working Paper N°. 207/2013, April 는 은행의 주주는 일반회사와 달리 그 주식소유구조

때문에 지배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일반 소액주주는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오로지 주가와 배당금에만 관심이 있어 위험을 통제할 의

사도 없기 때문이며 기관투자자 역시 적은 지분을 보유할 뿐이라고 한다. 한편, 은행의

예금주도 예금자보험이 변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감수를 감시할 의사가 없으

며, 은행의 거래상대방인 다른 금융기관도 담보부채권자가 대부분이므로 위험을 통제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감독을 통하여 은행의 이해관계인을 시스템 위험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80) Klaus J.Hopt, 전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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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둘 이상을 영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편, 전통적인 뱅크런 문제는 예금주 등 이해당사자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서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보다 확대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181) 이에 더 나아가 소위 시스

템적으로 중요한 저축은행, 헤지펀드, 투자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

은 은행에 비해 더 큰 시스템리스크를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182) 시스템

리스크가 더 이상 은행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명백해졌다고 한다.

다) 금융회사의 자산규모와 시스템리스크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견해

지배구조 규제 분야는 업종별 차이나 특성보다는 해당 금융회사가 가

지는 자산규모와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의 차이에 따라 지배구조규제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종별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적인 원

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183)이다.184) 나)와 다)는 실질적으로 같은

견해라고 보여진다.

(3) 검 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에서 최근 발생된 사태들을 돌이켜보면,

비은행 금융회사에 시스템리스크가 없다는 설명은 점차 근거를 상실하고

181) 김병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에 관한 법률적 규제 - 미

국의 파산과 구제금융의 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0권 제4호, 2013. 미국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의 규제가 은행 이외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고 한다.

182) Alison M. Hashmall, “After the Fall: a New Framework to Regulate ‘Too Big

To Fail’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2010.6.

종래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

로 차입자에게 자금이 조달되는 현상)를 겪으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시스템리스크에 미

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고 한다.

183) 정순섭, 전게문, 2011

184)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로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

토’, <법학논총> 38권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는 업종의 크기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좌우한다기보다는 업종의 특성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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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듯 하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중요한 금융회

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

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다. 은행, 증권, 보험업 등의 리스크가 시

스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서의 금융회사 부

실 관련 사고 등의 결과가 어떠한 지 살펴본다. 시스템리스크 외에도 규

제 대상이 되어야 할 결과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본다.185)

가) 금융투자업

은행업과 증권업은 대표적인 금융업으로 그 차이는 뚜렷하게 대별되는

것으로 종래 설명되어 왔다.186) 또한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

치하므로 부도로부터 격리되어, 시스템리스크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되는

것이 전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은 강학적인 의미 외에 현실대응성은 떨

어지게 되었다. 각 금융업의 취급상품, 업무범위, 자산운용 등에서 변화

185) 김선정, 전게문, 2014는 금융회사의 부실, 사고 등의 미치는 시장에의 영향력은 금

융산업의 시스템이나 붕괴를 초래하는 영향력인지, 서민피해의 양산으로 금융산업에 대

한 불신을 초래하는 위험인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 견해는 저축은행은 금융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았지만 그 도덕적 해이와 bank run사태는 사회에 큰 파장

을 불러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186) 은행업과 증권업의 차이를 보면, ⅰ)최종대부자가 은행은 있고 증권은 없으며, ⅱ)

자산의 성격은 은행은 비유동자산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2차시장이 미발달하였고, 증권

은 유동자산으로 2차시장에서 거래된다고 설명되었다. 또한 ⅲ) 계약기간은 은행은 장기

단기의 무담보 예금을 이용하나 증권은 단기, 담보부 자금을 이용하며, ⅳ) 은행은 고객

과 장기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산의 유동성이 적어 대차대조표 포지션을 신속하게 조정

하기 어려우나, 증권은 자산회전율이 높고 투자전략의 시계가 짧아 포지션조정시간이 짧

다는 특성이 있고, ⅴ) 직면하는 위험종류는 은행이 신용위험인 반면 증권은 시장위험이

주된 위험이며, ⅵ) 은행은 그 자산의 가치가 대출이 거래되는 2차시장의 부재로 시장가

치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증권회사의 자산가치는 시장결제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산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 ⅶ)한편, 은행은 자산규모축소를 통해 충격에 신속히 대응

하기 어려우나 증권은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차대조

표를 축소하는 등 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차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

종한 전창환 송원근,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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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으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고유 영역간 구분이 흐려졌으며, 상호연

계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설명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게 되었고, 2008

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을 통해 전통적인 설명과 다르게 증권업도

시스템리스크를 가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08.9월 리먼파산에 따라 주요

국 주가가 급락(미국 38.8% 하락)하였으며,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로 주가가 급락(27.9%), 환율이 급상승(30.7%)하였다.

시스템리스크는 전통적으로 예금인출사태(뱅크런)에 의해 촉발된다고 이

해되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신뢰 붕괴, 주식·채권 등 가격 급락 하

에서 시장참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함으로써도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187) 증권시장 및 산업의 발전 후에는 펀드런,

투매 현상도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한다고 이해된 것이다. 대량환매 발생

으로 증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고 결제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며, 펀드런

이 뱅크런으로 연결되거나 발행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는 등 실물경제로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의 증가로 인한 기

초자산의 부실로 발생하기도 하고, 자산규모가 큰 증권사의 부실로 발생

하기도 하고, 특정 금융사고(대규모 금액)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원

인은 다양하다. 일부 금융사에서 발생한 사고나 부실이라도 투자자 혼란

및 예탁금 인출사태를 발생시키고 위험이 전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에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새로운 금융환

경으로 금융투자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

조하에서 투자자가 고수익 상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은행 및 증권사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현상을 보

187) Steven L. Schwarcz, 전게문, 2008 213면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큰 헤

지 펀드 등이 부도가 나면 많은 거래상대방들은 그 지위를 염가에 처분하는 등으로 움

직이는데 이에 의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는 다른 참여자들도 그 지위를 염

가에 처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하며, 이에 따라 가격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

다. 이러한 가격하락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면 하나 이상의 자본시장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나마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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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발행사 신용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고객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증권사에 재무적 문제 발생시 투자자는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되

게 된다.188) 현재 국내만 하더라도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러한 쏠림현상189)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의 증가 또는

현실화 시에 실물경제를 흔들 만큼의 투자자손해로 이어지고, 유동성 경

색, 결제리스크 증가 등 시스템리스크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기본

적인 구조에서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영향력 남용으로 인한 사

고발생, 과도한 위험추구로 인한 부실은 시스템리스크를 현실화하게 된다.

금융투자업도 시스템리스크를 가진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편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미 이에 대한 당연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전세

계적으로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을 수행중이다.190)

한편, 금융투자업에서의 사고, 금융투자업자의 부실 사례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장, 거래질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규제가 시장, 거래질서의 공정성, 건전성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도 규제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동양증권 사

례 등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동 사례는 시스템리스크로 이

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전국민적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로, 동 사

례를 계기로 금융투자업,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188) 현재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을 고유재산과 혼장 운용하고 있어 증권사에

재무적 문제 발생시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고객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발

행한도 제한이 없는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의 변칙적 수신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쏠림

현상과 결합하여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189) 국내에서는 해외지수형 ELS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특정시장의 주가 급락시 투자자손실 확대가능성이 있다. ‘15.6월말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잔액은 36.3조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생잔액

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참고자료.

190) Steven L. Schwarcz, 전게문, 2008, 214면 이하는 과거에는 은행중심의 시스템 규

제 방식이였으나, 현재의 시스템 위험 모델은 시장의 실패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규제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패닉 방지, 재무공개, 익스포져 제한, 유동성 확보, 일

시적 규제 방식, 시장 규율 등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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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사례는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불법행위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들의 손실누적에 따른 자금부족을 회사채 및

CP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해결해오던 과정(계열회사 발행주식이 자기자

본의 27.14%)에서의 사례로서 피해규모는 약 4만명, 약 1.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금융투자업은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하고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금융위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시장․거래질서의 불신이라는

금융규제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보험업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

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위험보

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191) 보험업은 위

험단체성, 선의성, 우연성, 기술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모델이 장기에 걸쳐 있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

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192), 전통적인 보험인수 기능

의 경우는 시스템리스크 관련성이 낮으나,193) 재보험의 경우194), 대재해

의 경우195), 금융보증보험196)의 경우 시스템리스크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197)198)199) 한편, IAIS도 보험업의 시스템리스크를 규명하였

191)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

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이라고 보

험업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2호)

192) 원동욱, 전게문, 2012 참조.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

토’, <법학논총> 38권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93) 'bank run'에 비해 단기내에 ‘insurance run'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음

194) 대표적 위험전가 기법인 재보험의 경우 기능 및 특성상 보험사간 상호연계성 증대

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

195)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보험사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

한 손실 및 비용을 초래함으로서 일종의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

196) 높은 상호연계성, 신용등급에 대한 민감성,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및 빠른 손실전이

속도 등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와의 잠재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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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보험사업을 전통적 영역과 투기적 위험 성향이 있는 비전통적 영

역(보험연계증권, 대재해 관련보험, 상업신용보험, 금융보증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일부 갖는 면이 있으나 결론적으

로 보험사가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거나 확

대한다는 증거는 적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험사의 절대적 규모가 크

고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있으면 전염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규모

및 지역적 분포는 보험사 파산시 시스템에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잣

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00)201)

일본에서는 저금리 시대 도래로 인한 역마진202)으로 2000년대 초반 10

197) 이석호, ‘보험사의 시스템리스크 관련성 검토’, 한국금융연구원, 2011.5 참조. 그룹

화․글로벌화도 보험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한다. 비슷한 취지

로 Klaus J.Hopt, 전게문, 2013.10 참조.

198) 한편, 동 견해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시장 혼

란 및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의 채무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보

험사에 손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보험사의 자

산운용 규제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므로 손실의 전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199) 현재 각국의 보험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업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김헌수․민세진, “생명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 : 경기순응

성, 대체가능성 및 퇴출사례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013. 참조.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국

과 유럽을 제외한 국가 및 시장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는 실정이라

고 한다.

200) IAIS, “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IAIS Issue Paper, Nov. 2011 참조

201) 한편, 해외 문헌중에 Weiss, M.,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NAIC, 2010.2는 시스템리스크의 특성을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리스크의 집중 및 시장

하부구조로 분류하고 규모, 레버리지, 유동성을 시스템리스크 악화 요인으로 지목한 후,

미국보험시장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개연성은 적다고

하였으며, Harrington, S., “The Financial Crisis, Systemic Risk, and the Future of

Insurance Regulation, Issue Analysis”, 2009.9 도 보험의 경우 보수적인 책임준비금 축

적을 통해서 부채가 건실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가 낮다고 한다.

김헌수․민세진, 전게문, 2013 참조.

202) 보험사의 경우 채권 등 금리 민감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 저금리 기조가 장기

화될 경우 자산 투자 운용수익 감소로 투자부문 금리차 역마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리역마진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생보사의 경우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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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의 생명보험사가 줄도산 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203) 또한 2008년 AIG그룹의 계열사의 과대한 CDS(Credit

defaut swap)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

을 준 바가 있다.204)

이와 같이 보험사의 부실도 그 규모가 클 경우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파생상품의 거래,

겸업화․글로벌화의 증대로 보험업 역시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를 보유

한다고 할 것이다. 즉 잠재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

이며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여부는 결국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비록 보험업에서의 사고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사적 보완 기능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로 국가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역시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

융업을 말하며, 이 중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둘 이상

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05) 시스템리스크 등과 관련하여 논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용카드업이다.

카드채 사태206)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는 단순한

리 확정형 계약비중이 높아 단기간에 부채 평균이율을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이처럼 저금리 환경 등 시장환경에 따라 특정 보험사가 아닌 보험업계 전반이 쉽게

도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저축성 기능,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

진 생보사의 경우 더욱 그러함).

203) 이를 이른바 ‘insurance run'의 사례로 들기도 한다. 이석호, 전게서, 2011 참조.

204) 이 때 미국정부로부터 1,5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겨우 파산을 모면했다. 김헌

수․민세진, “생명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 : 경기순응성, 대체가능성 및 퇴출사례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013. 참조. 한편 동 문헌은 90년대 국내 생보사의 집단 퇴출 역시 과도

한 외형경쟁으로 군집행동을 보인 생보사의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한다.

20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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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위기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리스크와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

하다.207)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태(2003년) 및 글

로벌 금융위기(2008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증권회사가 비록 규모가

작은 금융권208)이라 할지라도 상호연계 구조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고 있

다.209) 카드채 사태에의 개입과정, 이후의 신용카드업 규제 사례를 보면,

금융감독당국도 신용카드업의 시스템리스크 보유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210)

신용카드업의 자금조달구조는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한다는 점에

서 금융시장 경색시 유동성 확보가 곤란하며,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현재 유동성 위기의 폭은 더 커질 수 있

다. 또한 카드채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는 신용

카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카드채

206) ‘90년대말부터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영업확장이 이루어졌고(’99

년 16.6조원이었던 신용카드사 자산이 ‘02년 118.5조원으로 크게 확대) , 투신사의 수탁

고․수익률 경쟁(’03.3말 투신권의 카드채보유분 25.5조원으로 채권형 펀드 및 MMF의

잔액 101조원의 25.1%)으로 과도한 카드채 편입이 이루어졌다.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영

업확장에 따른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03.3월 SK그룹의 부실회계사건으로 금융

시장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카드채를 편입한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급증하여

투신권의 유동성위기로 전이되었다. 카드사들의 부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LG카드(총자산

26조원)의 부도에 이어지는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해 정부의 중재로 8개 채권은행에 유동

성을 지원한 사례. 장웅수,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 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과 금융

감독상의 시사점”, 금융감독원, 2008.11, 한원종,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LG경

제연구원, 2004. 참조.

207) 장웅수, 전게문, 2008, 윤석헌․정지만,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서울

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09,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카드채권시장의 유동

성문제, 과연 심각한가”,2003.7 등 다수문헌 참조.

208) 신용카드사태 당시 신용카드회사의 자산규모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권회사의

규모는 각각 금융권 전체의 6.7%, 5.4%에 불과했다고 한다.

209)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4.10월.

210) 금융감독당국 역시 신용카드업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금융

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2011.6.7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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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수한 자산운용사 펀드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 채권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되어 카드채를 인수한 은행, 보험사

등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

질 가능성이 있어 시스템리스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의

실현여부는 결국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는 주요 결제수단이다. ‘15년 국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503.64조원211)에 이르며, 개인의 신용카드 보유비율은 90.2%

이다.212) 실물경제와의 밀접성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의 도구로도 많

이 활용되어 왔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 등으로 카드 발급, 세액 공제

관련 정책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업은 국내에서 주요

한 결제기능을 함으로써 실물경제와 밀접함을 가지고 있는 바, 카드채

사태 같은 유동성위기와 시스템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내 결제기

능과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바213), 개인정보의 관리가 사고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214)

라) 상호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신용계 업무, 신

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215)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으로

211) 여신전문금융협회 보도자료, “2015년 카드승인실적 분석”, 2016.1.29 참조

21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6-3, 2016.1 참조.

213)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과 관련한 개인 인적 정보는 물론이며, 연체관련 정

보,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한 소비성향, 수준 등이 신용카드업자의 정보로 집적되며, 그

집적 수준은 다른 금융업에 비하여 굉장히 높다.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주로 이용되

는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지급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

한 거의 모든 정보가 집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14) 3개 카드사에서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국민카드 5,419만건, 롯데카드2,688건, 농협 2,677만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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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주요 업무로 영위하는 지

역 중소·서민 금융회사이다. 전체 금융권(총자산 3,520조원)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1.5%) 미미하나 서민·소상공인이 주 고객층이라는 점에서 금

융시장내 위상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같이 수신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규모

의 상대적 영세성 때문에 시스템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통적 이해

였으나,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시스템리스크

를 보유한다는 견해도 있다.216)

2011년 저축은행 사태217)에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

생하였고, 금융업 및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하였으며, 저

축은행이라는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켜 부실금융

회사의 이미지로 각인되게 하였다. 이처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능력 부족 및 불법, 편법적 경영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 상

황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사태로 평가되는데,218) 상호

저축은행의 대주주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마) 새로운 금융 환경과 업종별 고유성의 해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금융업종이 시스템리스크, 이에 준하는 시

장 및 거래질서의 신뢰상실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219) 이러한 배경에

215)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참조.

216) 김병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에 관한 법률적 규제 - 미

국의 파산과 구제금융의 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0권 제4호, 2013. 김선정, 전게

문, 2014도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았지만, bank run사태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고 있다.

217) 저축은행 부실화로 11년 이후 최대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22개사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취급한 PF대출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

히 부실화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218) 최영주, “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 부산대학교 법학연

구, 2012. 참조.

219)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규제의 내용, 수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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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적 변화가 제시될 수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시장은 전자화, 증권화220), 탈국경화, 자율화

등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금융분야의 전지구화는

점차 심화되어 왔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한 견해가

있는데, 현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축약이라고 보여진다. 동 견해에 따

르면, 금융시장의 변화는 ⅰ) 전통적으로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

식된 은행, 증권, 보험 사이의 구분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의 상호

판매(cross-selling)와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인하여 모호해지고 있는

것221)(blurring of traditional distinctions), ⅱ) 인수합병, 자회사나 지주

회사 설립을 통한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집

단화(conglomeration),222) ⅲ) 인구의 노령화와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에 따른 금융시장의 수요 변화로 크게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223) 이러

한 정리를 한 것이 2006년인데, 이와 같은 정리는 2015년 현재에도 부합

하는 설명이며 더욱 명확해졌다.

금융상품의 통합, 금융업종별 상품 구분의 모호화, 금융업종간 상호연

계성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 확실히 각인되었다. 금

융상품의 통합, 업종간 상호연계성 증가를 야기한 주 요인은 파생상품의

등장이다(금융복합화). 한편, 업종간 상품의 상호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

겸영화도 모호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간, 업종간 구분의 모호화

는 시스템위험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224)

러한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220) 증권화(securitization)는 금융시장에서의 전체적인 경쟁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은행

과 증권의 구별을 모호하게 한다. 김건식·정순섭 편저,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소화,

2006, 26p 참조

221) 같은 맥락에서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금융업간 상호연계성 증가도 주된 변화라고 생

각한다.

222) 전통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이 별개였다면, 오늘날은 대부분의 대규모 국제금융

회사들이 은행, 증권, 보험의 둘 또는 모두를 영위하는 집단이다. Klaus J. Hopt, 2103.4

월 참조.

223) 김건식·정순섭 편저, 전게서, 2006, 20-21p 참조.

224) 국제적으로 ABCP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사간 상호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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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기관의 집단화는 국내에서는 금융지주회사체계 중심 현상을

통해 발견된다. 금융의 집단화가 발생시키는 위험을 보면, 금융기업집단

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복수의 기업군을 포괄하게 되어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데, 결국 업종의 차이가 시스템리스크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산규모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적으로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도 복합금융그룹(사실상 금융지주

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검사체

계 역시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수요 변화는 최근 더욱 가시화되었

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다 높은 수익기회의 제공과 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며 이는 금융상품의 복합화로 연

결되게 된다.

이러한 주된 변화는 현재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225)

4. 소 결

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 - 시스템리스크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비 금

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스템 위험은 주로 지급결제제도의 직접적 참여

자인 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증권과 보험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써 시스템위험의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관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미가 축소되게 되었다. 신용파생상품,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위험의 측면에서 은행, 증권, 보험의 차이는 무의미해졌다. 김건

식·정순섭 편저, 전게서, 2006, 28-29p 참조.

225) 국내만 보더라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핀테크 기업 등 비금

융회사의 은행서비스 진출 확대 등으로 은행권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은행

간 과당 실적 경쟁, 복합점포의 활성화 등으로 펀드·방카슈랑스·신용카드 판매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가 고수익 상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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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의 그것보다 높다고 명백히 결론 내기는 어려우나, 금융회사 대주

주의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회사의 사고와 부실은 시스

템리스크를 야기한다. 시스템리스크의 방지는 주주-경영진간 대리인 문

제의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상법을 통한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주

주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전적인 규제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하여 상법을 넘어 별도의 강화된 규제를 하

는 근거이다.

한편, 시스템리스크는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바와 같이 은행만 보유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도 보유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정도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영

위하는 업종226)과 금융회사의 자산규모227)에 따라 시스템리스크의 현실

화 정도는 다르다 할 것이다.228)

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내용

(1) 기본원칙 -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다르다.

금융회사가 비 금융회사와 다른 점은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하는 것이다.

시스템리스크를 보유한다는 사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전통적인 주주

-경영진, 지배주주-소유주주간의 관계만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의 외부 즉, 시장, 시스템, 예금자, 납세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9) 즉,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이러한

점에서 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다르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이러한 내

226) 투자자문업․일임업,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등. 통과된 지배구조법 또한 투

자자문업․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

업자는 대주주변경승인 등 대주주 규제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27)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financial institution)에 대

한 감독방안을 국제기구, 각국에서 마련하고 있음

228) 정순섭, 전게문, 2011과 동일한 취지.

229) 지배구조법 제1조(목적)도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밖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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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담아야 한다.

(2) 핵심적인 내용 - 대주주의 행위, 자격에 대한 규제

위와 같이 대주주의 권리는 금융규제를 통하여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규제해야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첫째,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로서 상법에 비해 행위규제의 내용이 구체적

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행위에 대한

규제)

둘째, 시스템리스크 및 시장․거래질서의 불신을 막기 위한 것이 금융회

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이므로, 시스템리스크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주주

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정도가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필요시

주식보유한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소유규제, 진입규제의 내용으

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230) 불법행위, 영향

력 남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자격에 대한

규제)

한편, 이 외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특정한 제도를 도입할 필

요성이 있는지 계속하여 검토하여 본다.

제 4 절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필요성

1. 개 관

230)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주주’의 발생 자체를 제한하거

나,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 영향력 남용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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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을 통해 全 금융업권에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

사의 도입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본다. 현행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로서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검증하여야 한다.

2.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가 있음에도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여ⅰ) 금융회사 대주주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목적의 정당성),

ⅱ)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적합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지(수단

의 적합성) 살핀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소유, 진입규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

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회사 대주

주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인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영향력 남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자를 미리

걸러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영향력 남용행위를 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시스템리

스크는 발생 자체를 방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대주주 영향력의 남용 등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사전적인 규제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심사 요건이 실

효성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즉,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과 관

계가 없는 요건을 심사요건으로 했을 때는 금융규제적 역할은 하지 않으

면서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뿐이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갖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금융회사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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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로 과거의 관련

형사처벌 내역, 현재의 재무상태 등이 객관적, 소극적 요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객관적, 소극적 요건 외에 적극적으로 대주주의 전문

성, 경험 등을 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는 지가 문제이다. 금융회사 위험관리

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주주가 경영진에 대한 직 간접적 지시를 통해 과도

한 위험추구를 한다면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23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하도록 한다.

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1)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의 정리

기존의 무수한 법령들이 유효한지 살피지 않고 적격성 위반시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곧바

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232) 즉, 기존의 다른 규제로도 충분

하다고 하는 것이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견해도 있

다. 이러한 입장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인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은행 수

231) 경영진의 위험관리를 주주가 감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하여 경영판단의 책임은 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주주들은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감수할 자로서 이사의 위험관리를 체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Klaus J. Hopt, 전게문

2013.4 참조.

232)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38권4호, 단

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동 견해는 보험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보험

업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상법의 특칙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겸

직제한, 사외이사, 소수주주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주

주에 대하여도 신용공여 규제, 이사회의 통제 및 공시, 대주주의 금지행위, 대주주에 대

한 감독 등 치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위반할 때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보

험업법상의 세밀한 규제를 도외시한채 대주주 규제 강화를 보험업에까지 적용시키는 것

은 무리라고 한다. 한편, 동 견해는 금융투자업의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기존 규제의 구

체적 내용을 보완함(적격성 재심사)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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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사금고화 등의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233)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가지는 제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진입단계 이후

에도 가급적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매우 강하지만 한편으로 대주주

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계속적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

적 가능하며,234)235) 또한 대주주 지위 약화시 대리인 문제 심화 등 부작

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주주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주

주나 채권자에게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간

과한 채 대주주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가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36)

(2) 검 토

가) 이론적 필요성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가 필요한 것이며 실효적인 수단인지 살펴본다.

위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필요한 제도이며, 심사요건이 실효적인 내

용으로 제대로 규정되게 된다면 효과적인 규제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

233) 김동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주요 논점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

리프 22-49, 2013, 5면 참조. 저축은행에 이미 2010년 9월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최

병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손해보험협회 손보이

슈 2013-4, 2013, 15면참조.

234) 정순섭, 전게문-공청회 자료(2012) , 18면

235) 김선정, 전게문, 2014는 적격성심사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감독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원의 증가와 예산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금융

사들의 비용부담도 적지 않게 된다고 한다.

236) 이러한 사전 규제는 엄격한 규제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이며 국내자

본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국내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켜 국내자본시

장의 역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전삼현, 자본시장법상 대

주주변경 규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3집, 2010.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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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사전 규제이다. 인가, 대주주 변경승

인 모두 사전적 규제인데, 사전적 규제로 확보한 효과를 이후에 놓아버

린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행위규제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사전적

규제로 수호한 부분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

호하여야 한다.237)

적격성 유지의무의 도입만으로도 이러한 취지에 기능적으로 부합할 수

있기는 하나,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대주주 적격성

변동 사실을 수동적으로 인지한 이후에야 관련 감독업무가 수행될 가능

성이 높다. 금융회사가 굉장히 많고 대주주 적격성 변동 사실도 다양하

고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동적 감독이 수행되고 있지 않는 환경에서

는 명확하게 주기를 규정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은 앞서 살펴본 비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용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래 시스템리스크 또는 이

에 준하는 거래질서의 혼란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대주주를 걸러냄

으로써 얻는 규제효과는 규제시행에 따른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이익이

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단순히 부적격한 대주주를 걸러

내는 효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응하는 자는 심사대상 대주주라기보다 금융회사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주식처분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급

격한 주가 변동, 대외적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

사는 미리 지배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실패

하지 않기 위한 상시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소요되는 감독비용은 앞서 살핀

비판 견해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238)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크지

237) 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수단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주주 영향력 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해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칸막이를 치는 금산분리라는 여론

도 크다. [사설] 2금융권 대주주심사 채근하는 동양 효성사태, 서울신문, 2013.1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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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지배구조법 하에서는 감독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대상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하며, 심사요건 또한 소극적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대주주에 대한 인터뷰나 실지조사를 요하지 않으며 관련 기관에 사실조

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인력의 증대를 크게 요하지

않는다.

나) 현실적 필요성

국내 현실을 살펴볼 때에도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이론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소유구

조 실태가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예:

대주주 없이 분산된 소유구조)이라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

필요성은 낮다.

국내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실태는 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제2금융

권) ② 의미있는 대주주 부재(은행, 금융지주회사)239)로 크게 정리된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도입필요성은 ①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제2금융권)과 관계된다.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240)와 대기업

238) 김선정, 전게문, 2014는 보험회사(생명보험 24사+손해보험사31개사 등 55개사), 금융

투자업(단순 증권회사 61사 포함 단순합산 344개사), 여신전문회사(신용카드회사 7개 포

함 단순합산 58사)에만 확대한다고 하여도 그 업무는 대폭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과도한 업무는 감독기관이 본연의 필수적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하고 감독의 사각

지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정원을 늘리는 일은 정

부예산과, 금감원 예산을 분담하여야하는 금융사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

는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동 견해가 지배구조

법 하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239)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제2금융권의 경우와 다른 지배구조 상황이 전개되었

다.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통제하

여 왔고,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율하여 왔다. 은행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은

행,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40) 2000년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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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상황으로,241)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 금융 구조의 문제로

특히 지적되어 왔다.242)243)244) 경제개발시기에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을

거치며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다수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 규제 개선노력245)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금융회사

융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체제로 자리잡게 됨.

241) 이시연, 국내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적 특성이 비은행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23-26, 2014, 3면 참조.

242) 금융위가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조사기간:‘15.11.2~’11.12)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대다수

(65.4%)는 우리나라 지배구조 투명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지

배구조에 대한 정보부족(53.4%), 오너 중심의 독점적 지배구조 형태(25.1%)를 꼽았다. 한

편,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재벌로 일컬어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등장하여 소수그룹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지적도 있

다. 이종한,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2006 참조

243) 자산규모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차지하는 비

중은 증권업의 경우 2012년말 기준으로 약 1/3, 자산운용업의 경우 약 1/2, 보험업의 경

우 2013년말 기준으로 약 2/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이시연, 국내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적 특성이 비은행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 2014 5-6면.

244) 지배구조법의 적용대상이 될 주요 기업그룹을 살펴보면, 동부(동부증권, 동부생명보

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두산(두산캐피탈), 롯데(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삼

성(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자산운용, 삼성선물), 한화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현대(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

행), 현대중공업(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하이카다

이렉트자동차보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자동차(에이치엠씨투자증권, 현대캐

피탈, 현대카드, 현대라이프생명보험), SK(SK증권) 등이 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 보험

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으로 재벌에게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은 아니나, 다른 금융

회사에 비해 대주주의 지분 집중률(80~90%)이 높은 특성이 있다.

245)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는데 1998년부터 증권거래

법, 은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법의 제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

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하였으며, 계열사 간, 기업과 대주주간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하여왔다고 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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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융회사로서의 독자적인 수익성의 확보보다는 기업집단 내 주력 회

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우호적(또는 부당한) 금융지원이나 지배주주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기업집단 소유의 금융회사가 관련된 부실사태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취약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246)

그간의 적격성 심사제도와 다양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보다 적극적 규제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소 결

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필요하며 실효적인 심사요건이 규정된다면 금

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더욱 실효성 있

게 될 수 있다. 소유규제와 진입규제로 확보한 적격한 대주주의 적격성

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속적인 적격성 심사의

‘주기’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적격성 유지의무 부과만으로는 감독의 능동

성이 확보되기 힘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우므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

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한계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

관리체제 이후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실천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경영책

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 직위인 그룹회장제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재벌총수

들이 스스로 주력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를 하였다고 한다. 김문희, 금융

법상 대주주 규제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집(2002),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2 참조.

246) 이시연, 국내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적 특성이 비은행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23-26, 2014,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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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사전적 규제에 속

하나,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을 표지하는 결격요건을

규정하지만,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는

있을 수 있으며, 정해놓은 결격요건 외에도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

성이 있는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내용은 다른 대주주 규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대주주 지위를 가진 후의 규제로

대주주의 거래제한, 영향력 남용 행위 금지 등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

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 규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 규제가 존재하

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지는 이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너무 광범위한 결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범위한 결격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격요

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격한 대주주를 제대로 선별할 수

없는 결격요건을 열거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다.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

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표지(적확성이 높은 표지)를 감독적인 측면

에서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법적 안정성을 들어 객관적,

소극적 요건(범죄경력, 제재이력 등)만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간의

실무사례, 규제 현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부적격한 대주주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적격성 유지요건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제4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한다.

다. 업권간 규제내용의 차이 여부

한편, 모든 금융업종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금융업종별로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다

른 문제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제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면, 동일한 내용, 수준의 규제는 규제의 과잉, 불필요를 야기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대주주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게 된다.247) 규제필요성은 전업권에 모두 존재하나, 그 정도에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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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이가 있어 규제의 내용·수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스템리스크나 시장 안정성 침해, 실물경제로의 전이의

정도는 금융업간 상호연계성 증가, 상품의 복합화 등으로 금융업권간에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

입 뿐만 아니라 내용·수준도 기본적으로는 업권간 차별적으로 규정할 필

요는 없다. 다만,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파급력은 업종간의 차이보다 금융회사의 규

모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의 상시감시 모니

터링 업무도 금융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업종간의 차이는 크게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247)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

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판

시하고 있다. 헌재1998.5.28. 96헌가5 참조. 한편, 최소침해의 수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 입법자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완화된 수단이 있

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그 제한조치

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1996.4.25. 95헌마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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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바람직한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제 1 절 개 관

제3장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강화된 규제를 하는 근거를 밝혔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동태

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장에서는 지배구조법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규율 내용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규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으로 ⅰ)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 ⅱ) 적격유지요건의 내용,

ⅲ) 적격유지요건 불구비시 행하는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 각종

조치인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지배구조법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개관하여 살핀다.

제 2 절 지배구조법상 관련 내용 개관

2015년 7월 6일 제2금융업권에 통일적으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도

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248) 관련 법안이 가장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약

3년만이었다.

248)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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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처음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

출하였고(2012.6), 이후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개별 금융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률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었다.249)250)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그간 제출되었던 국회의원들의 여러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동 법률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와 관련 주요 내용은 동태적 대주

주 적격성 심사로서 제32조에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이라는 제목으

로 규정하는데,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

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① 全 금융회사251)가 적용대상(실제적으로는 제2

249)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1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11-235호)). 2012년 6월 5일 동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 2012년 8월 30일 김기식의원이 이를 수정·보완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고, 2012년 9월 7일 김기준 의원이 또다른 지배구조법 법률안을 발의하

였다. 이후에도 2013년 4월 22일 이종걸의원, 2013년 6월 13일 김용태의원이 지배구조법

을 발의하였다. 한편 개별 금융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형태도 있었는데, 2012년 9월 10

일 이이재의원이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개정법

률안을 발의하였고, 2013년 8월 22일에는 김동철 의원도 개별금융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였다.

250)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지배구조법안’(2012년 6월 5일)에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삭제되게 되었지만, 2012년 8월 30일 김기식 의원 대

표발의 의원입법안으로 다시 ‘대주주 주기적 자격심사’라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초 정부안, 의원법률안은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만 김용태안은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 역시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25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

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투자

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은 이미 해당 금융업법에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문업, 일임업자 기타 업자는 해당 법령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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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이며(적용대상), ②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

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

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법인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

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적격성 심사대상 범위) 또한 ③ 심

사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로 정하고(심사주기), ④ 심사요

건은 같은 법 제31조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심사하

여야 한다고 정한다(심사요건). 한편, ⑤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ⅰ) 적

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조치252)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ⅱ) 다만 법령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

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53)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 법률은 결국 업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존 법률안보다 많이 완화된

내용의 규정이 되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나, 금융회사와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254)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52)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지배구조법 제32조 제4항.

253)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각종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32조 제5항.

254) 계류되어왔던 지배구조법안에 대해서는 ①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제2금융권

에의 통일적 도입, ②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의 광범위성, ③심사요건의 과잉성, ④주식처



- 101 -

제 3 절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

1. 개 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과도한 위험추구, 영향력 남용,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 대주주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선별

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주주 적

격성 심사가 대주주의 재산권, 회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

제가 될 지, 실효성이 낮은 규제가 될 지에 대한 판단은 적격성 심사대

상의 범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격성 유지요건, 실효성 확보수단의

조합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를 광범위

하게 두더라도, 실효성 확보수단을 과소하게 두는 경우 제도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내용과 수준에 대

한 최종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위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

아야 한다. 여기에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바람직한 심사대상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주식처분명령이나 의결권제한이 동태적 대주주 적격

성 심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살핀다.

2. 바람직한 심사대상 설정 기준

가. 관련 견해의 정리255)

대주주의 핵심인 최다출자자 본인이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이외에 특수관계인, 주요주주를 포함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분명령의 과잉성, ⑤포괄위임의 원칙위배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이 기존

에 계류되어 온 법률안보다 많이 완화된 내용으로 통과되면서 이러한 비판 중에 일부는

의미를 잃게 되었다.

255)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자에 대하여 적극적 방식으로 살

핀 문헌은 거의 없으며, 계류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비판하는 방식인 소극적 방식으로

살핀 문헌이 대부분이다. 적극적 방식으로 살핀 문헌의 예는 김선정, 전게문, 2014로 최대

주주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 102 -

견해가 있다.256)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본인이 아닌 주요주주, 특수관계인까지 넓히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을 통해 과도하게 금융회사의 소유 지배구

조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257)

또한 금융회사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대상에

넣는다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황에

서 본인이 결과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타

당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며,258)특수관계인의 형사처벌 여부가 대

주주 자격요건으로 포함됨으로써 감시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린

다고 한다.259)260) 한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주요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대상을 확정하

는데 불명확한 점이 있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하였

다.261)

256) 지배구조법 통과 전 계류되어 온 법률안(김용태안 제외)들에 대한 비판으로 동 법

률안들에서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김용태안은 최대주주 1인으로 심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257) 김동환,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 주요논점과과제’,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13 참조

258)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38권4호, 단

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동일한 취지로 이승준,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3.8

259) 김미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260)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각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

제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다. 동 견해는 보험업법의 경우 은행법

에 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였다. 최병규, ‘금융

회사 지배구조법 제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533호, 손

해보험협회, 2013.4. 이와 유사한 점을 지적한 견해로 유주선,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

에 관한 논의’, 손해보험 통권 제542호, 2014는 은행 등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한도초과주주(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주주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한도초과주주도 거의 없다고 함)만 그 심사를 받는데, 다른

업은 그러하지 않아 은행과 규제차별이 생긴다고 한다.

261) 김미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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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 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 바람직한 심사대상을 설정하기 위

해서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취지와 그 법적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취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를 할 가능

성이 높은 금융회사 대주주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요주

주262) 및 특수관계인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

다. 금융회사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면 우선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적효과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보여진다.

여러 국제기준에서도 감독기관이 대주주의 변경을 심사하여 승인, 거

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때의 대주주를 최대주주에 한정하지

않고 주요주주까지 규율하고 있다. BCBS263)는 주요주주(Significant

ownership, 실질 주주(beneficial ownership)까지 포함) 내지 지배적 이익

(Controlling interest)을 가지는 경우264)라고 하고 있으며, IOSCO는 금

262) 주요주주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일

정비율(예:10%) 이상의 주주 또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자세한 정의는 제3장 제2절 1. 규제의 대상, 나. 규제대상 ‘대주주’의 정의

부분을 참조.

263) ‘individuals involved in its management and control, as well as to those who

exercise significant power or discharge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business’ 또는 ‘shareholders who can exert a material

influence, directly or indirectly’라고 쓰고 있음. IOSCO, ‘Fit and proper assessment –

Best practice’. 2009.12 참조.

264)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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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하여 지배력을 가진

자라고 하고 있다. 한편 IAIS 역시 주요주주(Significant owner), 지배기

능을 가진 핵심인물(Key Persons in Control Functions) 등이라고 하고

있다.265)

(2) 법적 효과에 대한 고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진입, 소유규제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는 금융회사의 부실,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대주주 선별이라는

기본적 취지는 동일하나, 법적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 진입규제, 소유

규제의 내용으로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 지위

를 취득하기 전의 규제인 반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금융

회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후의 규제로, 주식처분명령 또는 의결권 제

한 등으로 이미 취득한 지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법적 효과 때문에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

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파급

력을 가질 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요주주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금융회사 부실 역시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으

며, 최대주주의 행위의 결과물보다 파급력의 총량, 한계가 항상 작을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결격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차등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할 가능

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존재이다.266) 진입, 소유규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Supervision, 2012. 참조

265) significant ownership, an interest in an insurer that results in that person(legal

or natural), directly or indirectly, alone or with an associate, exercising control over

the insurer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2013. IAIS는 이러

한 지배력의 판단 기준이 주식보유비율 기준으로 통상 5%~10%범위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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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성이 본인의 진입과 소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자기책임,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결격성은 자격박탈과 제한의 면에서는 그 자(결격사유가

있는 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본인인 최대주주와 주요주

주에 대하여는 다른 법적 효과를 규율함이 타당하다.

다. 소 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회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행위, 남

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주주, 특수관계인도 심사대상으로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결격요건은 본인의 주식처분명령, 의결권제한 요건

이 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3.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가. 규율내용

지배구조법은 제32조에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이라는 제목 하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최

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규정한다.267) 심사대상을 이에 한정한 취지

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심사대상

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한다.268) 최다출자자 1인은 최다출자자 1인이

266) 김선정, 전게문, 2014

267) 기존 법률안들(김용태안 제외)에서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대주주로

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포함하였다.

268) 김시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시행령 제정방향’, 월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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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

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269)270)

나. 관련 견해의 정리

지배구조법에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우선,

심사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아, 대주주 영향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

고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여 유명무실한 제도의 도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장 많다

.271)272) 한편, 지배구조법 통과 이전부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보험 통권 제561호, 손해보험협회, 2015.8.

269)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

자자 1인으로 한다.

270) 한편, 지배구조법 이전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던 은행법의

경우 심사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라고 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규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으

로서 100분의 2이상 보유주주 포함), 주요주주(특수관계인으로서 100분의 2이상 보유주

주 포함), 법인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사실상 지배자 및 대표자를 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71) 한편,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심사대상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조선비즈, “제2금융 대주주 적격심

사, 롯데사태로 강화되나, 2015.8.18일자 기사)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로 쓰일 것으로 보고,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투명한 기

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롯데’ 지배구

조 논란과 관련하여 발생한 논의이다. 지배구조법 제32조 제3항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72) 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분석’, 경제

개혁이슈 2015-3호, 2015.7. 동 문헌은 경영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인 주주로까지 심사대

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동 문헌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

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적격성 심사대상자는 46개 금융회사의 최

다출자자인 자연인 26명이라고 하며, 의결권 제한조치가 부과되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비상장 금융회사(14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은 평균 8.13%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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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다.273)

다. 검토 및 소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뿐

만 아니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하며, 지배구조법상 규정된 심사대상은 규제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

한다고 평가된다.

한편,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적절성, 실효성 확보는 심사대상과 적격성

유지요건, 실효성 확보수단의 조화로서 달성되는 바, 바람직한 적격성 유

지요건 및 실효성 확보수단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하여 살핀다.

제 4 절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1. 개 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 요건(적격성 요건)이 그 성격

상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일컬어진다. ‘적격성 유지요건’은 어떤 내용

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 대주주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진입, 소유규제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를 가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격성 유지요건’은 이미 실행한 적격성 심사의

‘적격성 요건’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다른 특수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것

인지도 살핀다.

상장 금융회사(32개사)는 평균 12.39%의결권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13개 회사는 의

결권 제한 후에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5%이하의 감소를 보인 회사

는 총 6개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273) 김선정, 전게문, 2014는 최대주주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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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직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기준

가. 관련 견해의 정리

국내 논의를 살펴보면, ‘적격성 유지요건’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로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핀 문헌은 찾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이 계류

되어 온 법률안에 대한 비판의 형식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에서 제외하

여야 할 내용을 소극적으로 살핀 것이다. 바람직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기준을 탐구하기에 부족하나, 동 비판들을 통해 바람직한 적격성 유지요

건의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우선, 동 비판들에 대한

정리를 하여 본다.

(1) 관련 견해

지배구조법 통과 전 계류되어 온 법률안들에서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관련 법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형사처

벌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다수 열거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

는 법령의 수가 많고 금융회사의 소유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법률도

많으므로 관련법령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274)

한편, 적격성 유지요건과 진입시의 적격요건을 구별하여 진입시의 적

격성을 따질 때에는 금융법으로 한정하거나, 금융법 및 공정거래법과 조

세범처벌법으로 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으로는 금융법에 한하여 그

위반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다.275) 한편, 이에 더

나아가 금융관계법령도 관련성이 적은 법령은 제외하여 일정범위로 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최초승인시에는 건전경영 능력을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용치로서 여러 정황적 지표(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까지도)를 요건으로 설정, 활용할 수 있지만, 진입 이후에는 실제 경영성

과나 행태 등을 통해 대주주의 적합성을 직접 확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274) 김미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275) 김선정, 전게문, 2014 동일한 취지로 이승준,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 KIRI Weekly 제248호, 보험연구원, 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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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최초 대상법령을 계속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하는 견해도 있다.276)

또한, 법령의 위반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벌금’

과 같이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벌금 5억원 이상 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

하여 과도한 규제를 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277)

적격성 심사는 이미 처벌받거나 조치를 당한 사안들을 단순히 모아 다

시 처벌하거나 조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경우에 따라서는 1회의 법위반행위일지라도) 대주주의 지위를 계속

누리도록 허용할 수 없는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278) 이와 유사한 견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위법 불공정 행위의 발생빈도, 폐해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차별화하여 불필요한 과잉규제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79)

한편, 이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및 상법 위

반도 적격성 유지요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80)

(2) 정 리

상기 견해들을 정리하여 보면, 적격성 유지요건은 적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만 규율되고 명확히 규율되어야 하며, 진입시의 적격요건보

276) 생명보험협회,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도입 관련 의견’, 생명보험 협회보 39호,

2014.5. 보험사에 대하여 쓰고 있으나,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77) 김선정, 전게문, 2014.

278) 김선정, 전게문, 2014.. 부적격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률과 형량을 정하면 이에 해

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어느정도 재산권을 제한할 것인지는 행정부가 어느정도 재량권

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279) 김동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주요 논점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

리프 22-49, 2013, 7면. 법무부(2009),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정비방

안, 용역보고서 175-180

280) 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분석’, 경제

개혁이슈 2015-3호,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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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더 축소된 범위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격성 판단

을 위해 필요한 기준만 규율되고 명확히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은 진입,

소유규제시의 적격성 심사요건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으나 여

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동 견해들의 취지가 동태적 대주주 적

격성 심사의 적격성 유지요건은 더 축소된 범위의 기준이 규율되어야 한

다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즉 이미 진입한 후에는 다른 지표로서도

판단이 가능하며, 대주주의 지위를 계속 누리도록 허용할 수 없는 구체

적이며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적격성 유지요건의 경우 진입, 소유규제시의 적격성 요건에 비해 특

수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나. 검 토

(1) 적격성 유지요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적격성 심사 요건의 내용

국내외 법령, 국제기구 원칙 등을 정리하면 적격성 심사요건은 다

음 요소들로 정리된다.281) 각국은 아래 요소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적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대주주 적

격성 심사의 적격요건으로 ⅰ) 재무적 건전성, ⅱ) 윤리성, 신용, 정직

성의 요소만 포함하고 있다.

적격성 심사요건으로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여 규정할지는 입법자의 재

량일 것으로, 어떠한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정도가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ⅱ) 윤리

성, 신용, 정직성 요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으로 항상 발견된다. 대

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나 불법행위 가능성을 선별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ⅱ)는 적격요건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해된다.

281) 이하에서 쓰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제3절 2.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세부적 내용 및 제2장 제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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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무적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출자능력, 부채비율, 건전성 비율

등을 살피는 요건이다.

ⅱ) 윤리성, 신용, 정직성

법률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의 사실이 있

는지 살피는 요건으로 ‘정직, 청렴, 평판’(honesty, integrity, reputation), ‘정

직성, 신뢰성, 공정성, 윤리적 행동’(Honesty, Integrity , fairness, ethical

behavior) 등으로 표현된다.

ⅲ) 전문성, 경험, 능력

소유대상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 전문성, 관련된 경력

이 있는지를 살피는 요건으로 Competence and capability 등으로 표현

된다.

ⅳ) 산업 구조, 질서, 전망 고려

금융회사 소유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의 안정성, 해당 금융업의 경쟁

질서, 발전 등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는 요건으로282) 앞서 살펴

본 해외사례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이러한 고려를 한다.

ⅴ) 심사에 대한 비협조 등 감독적 관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는 요건이다.283)

282) 미국 연방은행 대주주 변경승인의 경우 이를 가장 구체화하였다고 보이는데, 사회의

편의성과 요구, 독점적 지위 발생 여부, 경쟁 제한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

가 있는 경우, 주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미래 전망이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예

금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예금보험제도에 역선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

283) 예를 들어, 미국 연방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OCC

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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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한 특수한 고려 필요 여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모두

영향력 남용행위,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 대주주를

선별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취지가 동일하다. 따라

서 부적격한 대주주를 선별하기 위한 요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적격성 판단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외 법

령 및 국제기구 원칙들도 대부분 적격성 유지요건을 특별히 다른 내

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284) 다만 IOSCO의 경우 적격성 유지요건

(Continuing requirements of F&P(fitness&probity) standards라고 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285), 정직성, 신뢰성, 공정

성, 윤리적 행동(Honesty, Integrity, fairness, ethical behavior) 요건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앞의 ⅱ) 윤리성, 신용, 정

직성 요소를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질적

으로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바, 적격성 판단 요소(앞의 가)에

서 정리한 요소)의 포함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한다.286) 다만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규제시기, 법적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같은 요소를 적격

성 판단 요소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적격성 유지요건의 경우 구체적

인 내용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적

건전성 요건의 경우, 대주주 자격 취득 후 대주주의 귀책사유로 보

기 어려운 상황의 변경(예: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재

무적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데 이를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삼아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격성 심사는

심사대상자의 과거 행위 및 현재능력,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평가인

데 대주주로서의 진입 이후에 대주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

284) 제2장 제4절 참조

285) IOSCO, ‘fit and proper assessment – Best Practice’, 2009.12 참조

286) 즉, 진입 소유규제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ⅰ)재무적 건전성 요소를 판단하

면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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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인한 결과물은 대주주의 행위, 능력과 관계없기 때문이다. 한

편, 진입 소유규제시 적격성 요건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동일한 내용

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적격유지요건 위반시 법적 효과를 일률적으

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할 것이 아니라 차등화하여 규율(예: 재무건

전성 요건 결격의 경우 시정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적극적 요건의 규정 필요성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소극적 결격사유 검증에 한정되어서

는 안되며, 신의 성실성과 전문성 등 보다 폭넓은 요건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287)

현재 국내 금융업법상에는 대주주의 전문성, 능력, 경험 등 적극적 요

건을 진입 소유규제시 대주주 적격요건 및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적극적 요건도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에서 이사회와 이사회 구성

원간의 이익충돌에 관한 논의와 그 해결책으로 독립적인 이사를 두는 것

에 관한 논의(‘구조’)가 중점을 이루었다면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논의의

전개가 ‘자격’에 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288) 많은

금융회사에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금융상품의 복잡성이나 위험에 대해 잘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회사들에서는 선진적인 지배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영 실패를 초래하였

다는 것이다.289)290) 동 견해는 금융회사 감독에 있어서 전문성, 지속적인

287) 이시연,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금융연

구원 금융브리프 21권 34호, 2012

288) Klaus J. Hopt, 2013.4월 참조.

289) 그 예로 29개의 대형은행을 예로 들면서 공공은행은 2007년 1분기와 2008년 3/4분기 사이

사유 은행에 비해 3배의 높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예로 든다. 이와 함께 공공은행의 이사회

구성원들의 금융 관련 능력이나 경험이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소개했다.

290) 또한, 주식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 이사들이 과도한 위험추구를 한 것도 원

인으로 지적된다. R.Fahlenbrach and R.M. Stulz, 'Bank CEO Incentives and the Credit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9, 2011은 CEO의 인센티브와 주주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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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 외부평가가 중요하게 모니터링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 견해는 ‘자격’이 중요한 자는 ‘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대주주 등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금융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자는 이사이나, 대주주 본인의 의사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

주가 있다면 이사가 금융회사를 경영한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한다.291) 이러한 경우 대주주가 금융회사 위험관리에 대

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자라면 대주주가 미치는 영향력은 바로 금융회

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소유구조는 금융회사

의 위험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고 있다.292) 즉, 대주주와 금융회

사의 경영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 또한 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능력,

전문성,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주주의 전문성이나 경험 등의 요건은 모든 금융회

사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스템리스크를 더욱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자산규모나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요건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영을 직접 하지 않는 대주주에게 이사들에게 요구되는 정도

의 전문성이나 능력,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

으며, 대주주의 전문성이나 능력, 경험을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평가할 방법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주주의 전문성, 능력, 경험을 다

른 적격성 요건과 병렬적인 요건으로 하여 이의 부족시 해당 대주주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삼을 수는 없고 종합적 판단요소의 하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또한 A.Beltratti, and R.M. Stulz, 'The credit crisis

around the globe:Why did some banks perform bett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5, 2012와 D.Ferreira, D.Kershaw, T. Kirchmaier and E.Schuster,

Sharehoder Empowerment and Bank Bailouts, 2012.11.은 주주 친화적인 이사회의 경우

경영실적이 더 나빴다고 한다.

291) Klaus J. Hopt, 2013.4월 참조.

292) L.Laeven and R.Levine, 'Bank governance, regulation, and risk tak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93,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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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활용되게 함이 적절하다.293)

다. 소 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질적

으로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바, 적격성 유지요건과 진입 소유

규제시의 적격성 심사 요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규제시기, 법적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대주주의 진입 후 대주주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결과물은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대주주의 전문성, 경험, 능력 등 적극적

요건도 대주주 적격성의 종합적 판단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가. 규율내용

지배구조법은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해 변경승인요건29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규정한다(제32조).

293) 예를 들어,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요건을 판단한다면, 재무적 건

전성이 악화된 상황만으로 부적격판정을 하지 않고, 대주주의 과거 경험 등을 비추어 부적격

판정이 타당하다면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만약 해당 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라면, 그 금융업의 영위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경 등의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적 요소

(Supervisory indicators)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IAIS는 ‘Insurance Core Principles’, 2013을 통

해 이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다른 금융업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시킨 것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

면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94) 지배구조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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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7월말 공포 예정295)인 시행령296)내용을 정리하면 적격유지요건

은 다음과 같다.

<표-5> 지배구조법령상 적격성 유지요건 내용

내 용 비 고

∙임원의 자격요건(지배구조법 §5)에서 정하는 결격요건 일부에 해
당하지 아니할 것.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②「금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를 받은 사람으
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 결격
요건 중 일
부만 적용
(대주주 변
경승인 요건
과차이)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인정
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어렵게
한다고볼수
없는 경우는
제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
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
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
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295) 감독규정은 ‘16.7.20일 금융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시행령이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16.7월말(예정) 일괄 공포될 예정. 감독규정에는 적격성 유지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296) 시행령안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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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시 적격성 심사요건297)에 비해 일부를 완

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평가의 정리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평가하고 비

판한 문헌은 거의 없고,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으로 특경가법상의 처벌

을 받은 사실을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부 있었다.298)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 조항 역시 형

사처벌의 근거법령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검 토

(1)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제외되었는지 여부

297) 밑줄친 부분이 적격성 유지요건과 차이가 있는 부분. ①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

(§5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적격유지요건은 이 중 일부만 적용), ②차입으로 조성된 자

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③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⑥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

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⑦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

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⑧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 최근 1년 이내 자진폐지 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폐지당시 최대주주 등인 사실이

없을 것.

298) 지배구조법 통과전에는 특경가법의 처벌을 포함한 것이 비판을 받았으나(김미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의 문제점’, 2013 등), 법안의 정무위 통과 후에는 특경가법 처벌

을 제외한 것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한겨레 2015.4.29자 사설 “알맹이 빠진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한국경제 2015.4.30일자 보도자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국회

정무위 통과..’반쪽자리 법안‘ 비판 나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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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요건은 앞서 살펴본 적격성 심사요건의

요소 중 ⅱ) 윤리성, 신용, 정직성의 요소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앞서 2. 바람직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격성 심사요건으로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여 규정할지는 기본적으

로 해당 국가의 금융회사 대주주 행위의 실태 등을 고려한 입법자

의 재량일 것으로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ⅱ) 윤리성,

신용, 정직성의 요소만 규정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변경승인시 적격성 심사요건 대비 완화에 대한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적격성 유지요

건과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격성 심사요건은 적격성 판단

요소(앞의 가)에서 정리한 요소)의 포함여부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대주주 변

경승인시 적격요건과 각 금융업법상 인가시 대주주 적격요건으로

모두 재무적 건전성 요건이 포함되고 있으나, 동 요소는 지배구조법

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격성 유지요건의 요소로는 아예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지배구조법상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

사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에

서 비롯한 것으로 입법자가 재무적 건전성 요건을 적격성 유지요건

의 경우에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299)

한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규제시기, 법적효과를 고려하

여 적격성 유지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과 차등을 둘 수 있는데300),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요건

은 차등을 둔 이유를 특별히 찾기 어렵다.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

299) 재무적 건전성 요건은 기본적으로 심사대상이 금융회사, 법인인 경우 적용되며, 개

인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실 등 신용에 대한 평가로 갈음하거나 출자자금이 차입으

로 조성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출자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되지 않을 것이

라는 요건은 그 성격상 진입시에만 적용될 것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에서는 포함될 필요

가 없는 요건이다.

300) 각 요건들이 포함하는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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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인에 적용되는 요건 중 일부를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격성 유지요건에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제외된 내용301) 역시 적격

성 유지요건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3) 전문성, 경험, 능력 등 적극적 요건의 부재에 대한 평가

적극적 요건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포함함이 바람직하나, 대주주의

전문성, 경험, 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의 어려움 등이 인정된다. 장기적으

로 적극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인 평가의 요소로 규제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 소 결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요건이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비해

일부가 제외된 내용302)으로 규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적

극적 요건을 종합적 평가의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5 절 실효성 확보수단

1. 개 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시정조치,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이 있다. 국내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일반적인 구조는

대주주의 적격성 상실시 우선, 위반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시정하여

치유될 때까지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며, 이때 계

속 치유하지 않고 있으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주식처분명령을

301)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 금고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기업과 특

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302) 각주 3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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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것이다. 지배구조법 이전에 이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은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하였다.303) 구조 및 내용은 동일한데,

적격성 심사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시

정조치), 동 명령을 받은 대주주 등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구조이다.304)305)

2. 바람직한 실효성 확보수단의 기준

시정조치,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이라는 수단이 모두 필요하고 적합

한 수단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면

어떠한 내용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지 살펴본다.

가. 관련 견해의 정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시정조치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으나 주식처분명령에 대해서는 과잉금

303) 은행법 제16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의2

304)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 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러하다.

305) 지배구조법 통과 전 계류되어 온 법률안들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까지

자신이 보유하는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동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김기식 안에서는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의

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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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원칙에 반하여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많

다. 주식처분명령에 대해 필요한 제도라고 적극적으로 쓴 별도의 문헌은

없으나, 주식처분명령을 비판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든다.

부적격한 자에게 대주주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의결권 제한으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주주로서의 지위를 아예 박탈하

여 경제적 권리도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목적의

정당성도 없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한

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로, 영국은 당해 금융회사 경영

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적격성을 판단하고 대주주의 자격에 대한 박탈문제

(주식처분명령)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법률에 원칙적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처분 조치 등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주식처분명령으

로 인하여 해외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침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를 표하기도 한다.306)

나. 검 토

(1) 주식처분명령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주식처분명령의 기능

국내 금융업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주식처

분명령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하지 못한 것에 대

한 징계적 성질을 가진다.307)308)

306) 유주선,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에 관한 논의, 손해보험 통권 제542호, 2014

최병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손해보험협회 손보

이슈 2013-4, 2013, 김미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등 참조.

307) 전성인, ‘은행 소유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11, 한국경제의 분석 제

17권 제3호, p.84 참조

308)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제로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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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처분명령의 위헌성 여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추구하는 공익은 대

주주의 영향력 남용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시장·경제에의 악

영향 발생 방지이다. 그러나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하는 내용이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대주주가 금

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반드

시 향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경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경

험칙이 충분하지 못한 관념적 예측으로 주식처분명령이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본다.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에 반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주식처분명령의 기능,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징계적 수단은 필요하다.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등을 방지하여

금융시장 및 경제의 안정성을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큰 것인데, 이를 위해 내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는 제재가 필요하다. 시정조치에 강제성과 징계성을 부과하지 않으면, 중

대한 공익을 위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하

며,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런 징계적 기능을 하는 주식처분명령의 효과가 재산권을 크

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경미한 수단으로 목적이 달성되고 기능이 확

보될 수 있다면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의결권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은 지를 살펴본다. 의결권 제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시장에 공시하는 제도(일명 5%룰)

로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 규정.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8호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의 제한(최장 6개월), 주식처분명령을 제1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5% 보고의무 위반 주식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역시 징계적 성격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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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징계

적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징계적 기능의 중복과 과다라는 비판도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제한만으로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주주 영향력 남용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는 의결권의 행사

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결권의 행사가 아닌 대주주의 직·간

접적인 지시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행위 등으로 이루어지기

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행위의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위를 주식처분명령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대량보유보

고제도와 달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경우 벌칙 조항이 없

다. 따라서 징계기능의 중첩, 과다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주식처분명령은 과

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결론은 주식처분명령의 보

충성을 전제로 한다. 만약 주식처분명령이 시정조치에 보충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주식처분명령의 절차 및 내용

현재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각 금융업법은 주식처분명령의

구체적 절차와 매각의 양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5%보고의무

위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규정에서도 처분 절차와 그 방식 등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강제매각명령이 본질적으로 보유한 강제성과 징계성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한 강제 매각의 형태는 무차별적인 공개 매각이라는 견해

가 있다.309)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IV에 대하여 내린 주식처분명령

(‘11.11.18)에서는 주식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제도의 목적, 국내외 사례31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방식을

309) 전성인, 전게논문(2011), p.85참조. 즉,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라면 주

식시장에서의 장내 매각을 말하고, 비상장 주식이라면 공개매각을 통해 주식을 처분하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은행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다른 금융업법의 경

우에도 규제의 구조와 내용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설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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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311)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주식처

분명령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의 배제이므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

라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시장내 처분과 같은

조건 부과시 방대한 주식처분 물량을 감안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

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5%보고의무 위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사례에서는 처분방식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312)

한편, 주식처분명령과 관련하여 의결권 신탁313)을 이용한 매각을 제시

하는 견해가 있다.314)

생각건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의 주식처분명령의 취지상 금

융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주식처분명령시 처분의 방법 등에 대한 조건은

붙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310) 과거에도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주

요출자자 요건을 미충족한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시장내에서 처분하도록 방식을 특정하는 조건을 붙

인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의 목적이 주식 보유목적을 투명하

게 공시함으로써 음성적인 매집으로 인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점과 조건을

붙이더라도 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주식처분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3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주식처분 명령’, 2011.11.18 참조.

312) 2004년 증권선물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1% 이상 지분 변

동이 발생하였음에도 5% 보고를 하지 않은 KCC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신고대

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의한 매매방법을 제외하고 거래소의

장내매도 방식으로 처분방식을 제한한 사례 등.

313) 의결권 신탁이란 새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신탁이사회가 규율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이 신탁에 한도초과 보유주식을 이전한 뒤, 신탁 이사회의 책임하에 이 보유주식을 매각

한 뒤 세금,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국가와 행정기구에 부담한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법

원의 소송결과를 기다려 각종 이해관계 당사자에 확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한 후 잔여금

을 주식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이를 제시하는 견해는 의결권 신탁이 이해관계자

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면서 주식의 매수자

에게는 주식의 매수에 포함될 수도 있는 각종 법률적 위험을 제거해 준다는 점에서 상

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한다

314) 전성인, 전게논문(2011), p.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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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주식처분명령과 관련한 절차는 법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처분명령은 그 부과대

상인 대주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다른 주주 및 금융상품 투자

자, 예금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러한 이해관

계자를 고려하는 절차적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다.

(2) 시정조치·의결권 제한의 필요성 및 내용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시장 및 금융시스

템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가능

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정조치가 우

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의결권 제한은 시정조치가 규제력을 갖지 않

는 경우의 방안으로 역시 필요하다.

시정조치는 유용한 감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기회로 삼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나 업무행태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내용이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 노력315)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을 구상할 수 있다.

315)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전에 금융회사 자체적인 대주주, 지배구조에 대한 적격성 판

단 및 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지배구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순히 지분의 공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경험, 능력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하는 방안의 모색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각국 감독기관의 모범규준, 국제기구

의 기준, 비영리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공시사항을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JPX(Tokyo Stock Exchange;동경증권거래소)는 2015.6.1일 ‘회사지배구

조 모범규준-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가치제고의 추구-’(コーポレートガバナ

ンス・コード～会社の持続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のために～)New Zealand

Coporate Governance Forum, Guidelines, 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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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 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처분명령은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316) 그러나 처분명령과 관련한 절차는 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정조치를 다양한 내용으로 구상한다면, 동태적 대

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

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지배구조법에 대한 평가

가. 규율내용

지배구조법은 심사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

치의 이행 명령을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317)318) 그 조치

로서 지배구조법은 ①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②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③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319)를 규정한다.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

316) 한편, 지배구조법 관련 계류되어온 의원 법률안에 대한 2014년 12월 1일 국회 정무

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에는 금융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포함되었는데,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을 모두 포함하되 의결권 제한, 주식 매각

명령의 제재조치를 받는 대주주의 범위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에는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좁히자는 것이다.

317) 지배구조법 제32조 제4항.

318)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호저

축은행법 상에서 적격유지요건 위반시 적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

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지배구조법은 상대적으로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319) ‘16.7월말 공포를 앞둔 시행령안(§27⑥)에서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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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기관의 개입을 상당

히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의결권 제한명령을 적격성 유지요건

위반의 경우에 모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하지 않은 적격성 유지요건

위반 사례에만 처분한다는 것이 특이하다.320)

나. 검 토

주식처분명령 그 자체는 법리적으로 볼 때 필요한 처분임을 이미 살펴

보았다. 지배구조법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

다출자자 1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결합하면 주식처분명령을 규율

하지 않는 것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배구조법은 의결권 제한도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막기 위한 고려

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사대상을 이미 최대한 축소한 이상

적격성 유지요건보다 더 완화하여 의결권 제한의 기준을 삼은 것은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금고 1년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하의 적격성 유지 결격

요건은 대주주에게 무시해버려도 되는 요건이 되어버렸다. 의결권 제한

에 이러한 기준을 두는 것은 심사대상을 진입요건 심사대상과 동일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심사대상을 축소한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 부적

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해당 적격성 심사

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조치로 규

정하고 있고, ’16.7.20일 금융위 의결이 이루어지고 ‘16.7월말 공포를 앞둔 감독규정(§17

①)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제출요구, 동 계획의 수정요구 및

계획의 이행 촉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20)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 중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

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배구조

법은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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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가능의 ‘틈’을 준 것이다.321)

다. 소 결

지배구조법에서 주식처분명령을 제외하고 의결권 제한을 일부에만 한

정한 것은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한

것과 결합하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고

생각한다.

제 5 절 지배구조법의 형식 체계에 대한 평가

1. 통일적 도입에 대한 평가

통일적 규율은 크게 세가지의 이점이 있다.ⅰ) 규제차익의 방지로 인

한 금융업간의 형평성 제고와 금융감독의 적정성(금융감독의 정책적 측

면)322) 제고, ⅱ) 금융감독의 일관성 및 안정성 제고(금융감독의 실무적 측

면)323), ⅲ)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한 대응 가능324)이라는 이점이

321) 이를테면, 적격성 유지요건에서 벌금형을 정하고 있었다면 (금고 1년 이상-벌금)부

분은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틈’이 생긴다.

322) 차이가 없는 동일한 기능에 대해 업권별로 한다면, 규제현황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업종의 영업의 자유나 대주주의 재산권 등을 크게 제한하는 등 형평성을 침해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또한 금융감독이 흠결되거나 과잉되는 영역을 양산하여 금융감독

정책의 적정성을 해친다. 한편, 이러한 규제차익은 중·장기적으로 감독이 회피되는 방향

으로 금융산업구조의 재편을 야기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323) 업종별로 개별법 차원에서 규율하게 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한다 하더라도 감독실무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항임에도 권역간 요건의

해석, 감독·검사 방식, 감독·검사기간 등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차익이 없

음에도 업권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24) 개별업법의 상황보다 통일법에 의하는 경우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 탄력적

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개별업법의 상황인 경우 금융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각 금융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통합법의 경우 개정이

개별업법의 경우에 비해 용이하다. 우선 통합법을 제정하고 나면, 경로의존성에 따라 그

후의 대응은 용이해지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정책에 능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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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

는 지배구조법 통과를 통해 현실화되었다.325) 통일된 규율을 선택할 것인

가,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앞에서 설

명한 통일된 규율의 이점을 고려할 때, 통합법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32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배구조법’은 전업권을 통일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그

내용 중 하나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

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

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

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어

온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제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런데 지배구조법이 이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규정되어 있

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업권간

325)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에서 밝힌 제정이유 및 국무회의 자료상의 제안이유와 금융

연구원 자료에서 제시한 제정이유를 종합해보면, 2003년부터 추진하였던 통합금융법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간의 형평

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나,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이 개별 업권별

혹은 사안별 개정형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법률간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능적 차원의 법률정비도 고려' 한다는 내용이나, " 또한 대내적 측면에서도 기능적, 통

합적 규율체계에 의한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통합

금융법론에서 주장하는 규제의 일원화 내지는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원동욱, 전게논문, 28면 참조.

326)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정찬형, 전게문, 2013, 원동욱, 전게문, 2012, 김홍기, 전게

문, 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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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 다소 멀어지게 되었다.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규제체계 이상이 발생한 것이

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상호저축은행법과의 관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와 그 규제의 수준을 달리

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가 그

대로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투자업, 보험

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지배구조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327) 앞서 제3장 및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 등 결과의 현실화 가능성은 금융업간 본질적인 차이

가 없으며,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을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과는 지배구조법이 기존의 법률안들에 비해 많

이 완화된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기인한다.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필요

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 결과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全

업권에 도입하였지만, 결국 외형만 가져다 놓고 실질은 가져오지 못했다.

全업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이 가져올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규제체계에 대한 고민이 면밀하지 못

하여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오히려 규제 불

균형이 생산되었다. 향후시행 과정에서의 관련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나.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기존에 은행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행지

주회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적격성 유지의무도 부과하지 않

고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은 적격성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인가시 대주주 요건의 적격성 유지의무가 지배구조법 통과로

327) 기존 법률안들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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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배제되게 되면서 지배구조법 통과 이전 적격성 유지의무 대상인

대주주328) 보다 적격성 유지의무 대상(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규제체계에 대한 입법자의 면밀한 고려가 없었

다고 추정된다. 지배구조법의 취지는 지배구조 규제를 개선 강화하고, 업

권간 균형성을 제고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제도까

지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3. 소 결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근거가 모든 금융업에서 동일하고, 통일적

규율은 여러 이점을 가지는 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은 타당

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

며, 기존의 관련 법령과의 체계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28)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정의규정(최대주주, 주요주주)상 대주주로서,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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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왜 다른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상

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강화된 규제를 하여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

거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동 제도를 도입한 지배구조법

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불법행위, 영향력남용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은 시스템리스크를 실현할 수 있어, 상법을 넘어 금융규

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규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제 필요성은 기

본적으로 모든 금융업종에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자산규모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근거를 바탕으로 全금융업권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주주 적

격성 심사’는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제3장).

다음으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全 금융업권에 통일적으로

도입한 지배구조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ⅰ)적격성 심사대

상의 범위, ⅱ)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ⅲ)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평

가하였다. 제정된 지배구조법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하면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주식처

분명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키는 것이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규제체계의 이상 및 불균형성을 야기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는 결론을 내었다(제4장).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규율내용과 감독실무에 따라 향후 능동

적인 감독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적극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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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판단이 가능하고, 시정조치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 수준으로 구체화

한다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불법행위, 대주주의 영향력 남

용의 가능성이 높은 대주주를 배제하는 역할 외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를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구조법의 통과는 오랜 기간 논의만 이루어져 온 금융회사 지배구

조 규제 개선이 본격적으로 제도적 현실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체계 부조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힘든 내용 수준 등으로 미

루어볼 때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

다. 지배구조법의 통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개선의 완성이 아닌

본격적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배구조법의 적용과정을 통

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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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 In relation to ‘dynamic fit and

proper test’ -

Young Ji, Kim

Financial Regulation Law Major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scussions on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hancing regul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very familiar. And in recent years, these

discussions have increased.

'Enhancing the regul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proposed as a solution for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nact

the consolidated law relate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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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Act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s enacted and is effective on August 2016. And 'Dynamic fit and

proper test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dynamic fit and proper test)' has been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dynamic fit and proper test' are as follows. A

person who desires to become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law and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at regular intervals,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shall

examine whether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requirements for maintaining eligibility

for a controlling shareholder).

Why more enhanced financial regulations are needed in cas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This research stems from this ques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rationale of the "enhancing regul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nalyses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cond, analyses the rationale of the

"enhancing regul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dynamic fit and

proper test". Third, looks into the contents of "dynamic fit and proper

test" in ‘Corporate Governance Act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keywords : regul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dynamic fit and prop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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