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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財閥解體와 그것이 韓國財閥政策에 주는 意味
權   五   乘*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財閥問題가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
로 제기되기 시작하 다. 돌이켜 보면 財閥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른

바 개발연대에는 재벌이 經濟成長을 이끌어 가는 牽引車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재벌이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 고, 1990년대에

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우리나라 경제를 IMF의 관리를 받게 할 정도로 

危機에 빠뜨린 장본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

서는 財閥改革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특히 1998년 초에 등

장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당초부터 財閥의 構造改革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중심의 經濟構造는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고, 또 재벌총수 중심의 非合理的인 經營構造도 조만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문제가 이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그 근본적인 이

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財閥의 
弊害를 정확하게 認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가 財閥
을 근본적으로 改革할 意志와 能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논의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이를 분리해서 우선 후자의 측면부터 고찰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경제적인 역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강철규 외 2인, 재벌 -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참조. 



188 權 五 乘 서울대학교 法學

등 각 방면에서 막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벌을 근본적으

로 개혁하려면 사전에 치 한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정책은 재벌 그 자체의 존립이나 총수의 운명에 결정적인 

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벌측의 조직적인 반발이나 방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재벌의 이러한 반발이나 방해공작은 재벌개혁정책을 입안하

는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

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평상시에 민주적인 정부가 통상적인 권력행

사의 방법을 통해서는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아마 불가능할 지도 모른

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사상 재벌개혁에 성공한 나

라는 일본과 독일 두 나라밖에 없는데, 이들도 따지고 보면 재벌개혁을 자력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당국의 힘에 의지해서 강압적으로 실

현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1997년 말에 맞이한 IMF 

관리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재벌개혁을 위

해서는 절호의 찬스 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절호의 찬스마저 놓쳐 버린 것

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장차 재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벌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치 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러한 찬스를 맞이하더라

도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서는 그러한 준비를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재벌과 유사

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戰前의) 財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체되었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는 소수의 재벌이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전후 점령당국에 의하여 대대

적인 財閥解體措置가 취해진 결과, 일본에는 이제 재벌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企業集團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본의 재벌을 기업집단으

로 변화시킨 日本의 財閥解體措置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으며, 

또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2) 이를 위하여 필자는 2000년 여름을 일본 早稻田大學에서 보냈다.3) 동 대학

2) 우리나라에서는 日本의 財閥解體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만, 그 구체적

인 내용이나 과정 또는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고, 또 이를 제대

로 정리해 놓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재벌해체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한 대표

적인 자료서는 최정표 편저,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년과 박승룡, 재벌의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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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제하면서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재벌에 관한 자료들, 그 중에서도 특

히 1951년 日本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발간한 “財閥解體에 관한 報告書”4)를 이용

하여, 일본의 財閥解體에 관하여 그 目的, 구체적인 內容과 過程 및 節次 등을 자
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논문이 바로 그 연구의 성과이다. 그런데 일본의 재벌

해체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필자는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재벌문제를 해결

한 일본에게는 한갓 역사적인 자료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아직 재벌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現實感이 넘치는 귀중한 자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의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財閥解體에 관한 본격적인 檢討
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위한 기초로서 먼저 戰後 日本財閥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
하게 살펴보기로 한다(II). 그리고 日本의 財閥解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持株會社의 解體(III),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 排除(IV), 過度한 經濟力集中의 排除
(V), 持株會社와 指定者保有 有價證券의 讓受 및 處分(VI), 會社證券保有制限令에 
의한 株式의 處分 및 財閥의 商號, 商標의 使用禁止(VII)의 순서로 고찰하기로 한

다. 마지막으로 日本의 財閥解體가 한국의 經濟, 특히 財閥改革에 주는 示唆点이
나 含意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結論에 대신하기로 한다(VIII).

Ⅱ. 戰後 日本財閥의 모습 

1. 戰後 日本經濟에 있어서 財閥이 차지하는 比重

財閥解體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解體의 對象이 되었던 재벌이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당시에 일본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확인해 둘 필

요가 있다. 三井, 三菱, 住友 등 3대 재벌과 거기에 安田, 日産 등을 보탠 10大 財
閥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은 전쟁기간 중에 산하기업의 성장과 외
연적 확대의 결과로 급속하게 상승하 다. <表 1>에 따르면, 종전 당시에 있어서 

拂入資本金의 집중도는 3대 재벌에는 22.9%, 10대 재벌에는 35.1%에 달하 다. 

1937년 3대 재벌의 불입자본금의 집중도가 12%전후 던 것을 보면, 그 비중이 전

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년이 있는데, 이들도 일본의 

재벌해체과정을 완벽하게 정리, 소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본인은 早稻田大學에 체제하는 동안 동 大學 法學部의 宮坂富之助교수와 土田和博교수

로부터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았다. 두 분의 따뜻하고 친절한 配慮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感謝드린다.

4) 持株會社整理委員會 編, 日本の財閥とその解體, 1951(이하에서는 단순히 ‘위의 책’이라

고만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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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현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5) 한편 産業別 生産額에 있어서는 15대 재벌 
산하회사가 석탄에서는 51%, 알루미늄에서는 69%, 증기기관에서는 88%, 증기기

관차에서는 69%, 絹絲에서는 50%, 화학염료에서는 49%, 화약에서는 30%, 종이 

및 펄프에서는 50%를 각각 점하고 있었다.6)

<表 1> 財閥의 込資本金 集中度7)

(千円, %)

金融業  重工業 工業 その他 合計

三井 169,375 2,214,166 273,698 403,891 3,061,130

 13.9  12.7  6.0  4.5  9.5

三菱 159,875 1,866,032 73,030 604,576 2,703,513

13.1  10.7  1.6  6.7  8.3

住友 65,425 1,449,460 29,312 102,485 1,646,682

 5.4   8.3  0.6  1.1  5.1

三大財期 394,675 5,529,658 376,040 1,110,952 7,411,325

合計  32.5  31.6  8.2 12.2  22.9

安田 209,411 119,413 116,963 63,747 509,534

17.2  0.7  2.5 0.7  1.6

鮎川 4,650 1,558,061 102,872 37,872 1,703,455

0.4  8.9  2.2  0.4  5.3

野  0 418,856 88,858 76,195 583,909

 0  2.4  1.9  0.8  1.8

7財開 249,511 3,022,775 396,833 300,579 3,969,698

合計 20.5  17.3  8.6  3.3  12.3

10財開 644,186 8,552,433 772,873 1,411,531 11,381,023

合計 53.0  48.9  16.8 15.6  35.1

全 合計 1,216,143 17,501,369 4,587,862 9,074,142 32,379,516

資料 :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終戰から講和まで2｣ 1982년, 22-25頁
5) 終戰 당시의 日本財閥의 規模, 投資分野 등에 대하여는 大臟省 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 終戰으로부터 講和까지, 2. 獨占禁止(三和良一 집필), 東洋經濟新報社, 1982 참조.

6) 이 통계자료는 1946년 4월 C. 에드워즈에 의하여 작성된 ‘財閥에 關한 報告書’에 기한 

것임, 위의 책, 85면 참조. 

7) 1. 각 수치는 持株會社整理委員會編 ｢日本財閥とその解體·資料編｣ 1951년의 ｢14. 十財
閥傘下會社業種別拂込資本金調｣의 집계치. ｢傘下會社｣란 財閥家族과 同系의 持株會社·

指定會社·從屬會社·關係會社의 保有株式合計가 10%以上인 會社라고 정의되고 있다.

2. 在內會社分만임.

3. 7財閥은 그밖에 古河, 大倉, 中屬, 野村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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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戰後 日本財閥의 組織的 特徵

일본의 財閥들은 家族 - 本社 - 直系企業 - 關係會社라는 형태로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 지만, ① 家族과 本社의 관계, ② 

本社의 傘下企業에 대한 統割力, ③ 傘下企業의 多角化의 程度에는 큰 差異가 있
었다. ①에 대하여는 三井, 三菱, 住友, 安田의 각 가족이 본사에 대하여 상당히 
강한 배타적인 출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鮎川의 본사(日本産業)의 保有株는 
아주 낮았다. 그리고 ② 본사와 산하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의 4대 재벌이 비

교적 높은 주식보유를 기초로 統轄力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日産의 본사(滿洲投資
證券)는 순수한 持株會社로 되어 있었고, 古河와 大倉에서는 본사가 산하기업에 
흡수되어 있었다. 나아가 ③에 대하여는 三井, 三菱, 住友의 3대 재벌이 금융을 포
함한 주요 산업분야에 직계기업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綜合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日産은 중화학공업부문에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 으나 금융업에

는 산하기업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반대로 安田의 산하기업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淺野, 古河, 大倉, 中島 및 野村은 재벌로서의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았다.8)

그런데 일본을 점령한 후 즉시 재벌해체에 착수한 連合國 最高司令官 總司令部
(이하 GHQ라고 표기한다)가 終戰 당시에 재벌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조직적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점령당국이 당초에 

주목했던 것은 일본경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재벌가족에 의한 閉鎖的 所有라고 
하는 비교적 ‘封建的인’ 關係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GHQ

는 먼저 三井, 三菱, 住友, 安田의 4대 재벌을 전형으로 하는, 재벌일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持株會社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異種企業들간의 結合體, 이른바 

family concern을 해체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 富士産業의 본사의 해체와 여기에 
鮎川, 古河, 淺野, 大倉, 野村을 보태어서 재벌 10가족의 지배력의 배제를 목적으
로 하 던 것이다. 그러나 해체는 이러한 측면에 그치지 않았다. 1946년 3월 일본 

산업조직의 포괄적인 검토와 앞으로 민주화정책의 방향제시를 과제로 日本에 온 
에드워즈 조사단은 財閥의 定義를 위의 family concern으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産業, 資本의 集中 혹은 獨占 一般으로 확장 해석한 뒤에, 그 全面的인 解體를 권
고하 다. 이 권고는 그후 극동위원회의 문서 ‘日本의 過度經濟力集中에 關한 政
策’(FEC 230, 47년 5월 12일)으로 결실되었다. 이로써 재벌해체정책은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즉 1946년 후반의 재벌해체정책은 ‘軍國主義發
8) 宮島英昭, ‘제 5장 財閥解體’, 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 法政大學産業情報センタ〡․

橋本壽朗.武田晴人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2, 203면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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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源 除去政策’의 일환으로 명백하게 자리 매겨졌다. 1946년 말 GHQ는 해체의 

대상이 되는 持株會社의 범위를 전시하에 기업규모를 급속히 확대하여 그 자체 
지주회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던 現業企業(商社, 産業콘체른)에까지 확대하

다. 그 결과 3大 財閥의 直系傘下企業, 日産系의 巨大企業 그리고 신흥재벌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던 昭和電工 등도 해체의 대상에 추가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주회사

적 성격을 띤 독점적 대기업은 동시에 집중배제정책의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이러

한 기업들은 그 本業部門에 있어서 비중이 높은 데다가 다각화로 인하여 초래되
는 綜合的인 經濟力때문에,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으로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9)

한편, 종전당시 각 財閥의 持株關係는 <圖 1>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으며, 이

에 대응한 三井, 三菱, 住友의 주식보유관계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재벌가족이 本社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安田의 경우가 100%, 住友가 83.3%, 가장 낮은 三菱이 47.8%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가족과 본사의 직계기업 발행주식의 보유비율은 三井이 63.6%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三菱과 住友는 30% 전후에 그쳤지만, 여기

서는 동계 기업간의 상호보유가 이를 보완하고 있었다.

<圖 1> 財閥의 持株關係 槪念圖

出處: 宮島英昭, ‘제 5장 財閥解體’, 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 法政大學
産業情報せんた〡․橋本壽朗.武田晴人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2, 

207면.

9) 위의 논문, 204-2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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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4대 재벌 傘下企業의 株式 被保有狀況10)

 

 

該当

社

行

 株

 保有 誤

 家族 本社  同系他社 合計

  三井本社  10,000  63.6    0.9 64.5

  直系   10 17,979  9.5 53.9   11.9  75.3

  準直系   13  9,038  0.0     35.9    17.2 53.1

  (參) 三井系   22 33,187  7.6 39.7   14.3 61.8

  三菱本社    1  4,800  47.8  - 10.8 58.6

  直系 (分係)   11 41,234 1.4      28.9 15.3 47.5

  準直系 ( 係)   16  8,053 0.2 18.2  40.3 58.7

  (參) 三菱系   16 46,796 3.0 26.6     17.4 47.1

  住友本社    1    600 83.3 -    16.7 100.0

  直系 (連係)   17 34,312 8.4        19.5   16.5 44.5

  準直系 ( 係)    6  5,325 0.5 12.7 30.7   43.9

  (參) 住友系   16 32,437 8.6 19.7 17.4 47.7

  安田本社     300 100 -    - 100

  係   20  9,469 3.5 24.3  17.8 45.6

在 系列投資 社   12  3,860 0.1 16.9      15.3   32.3

 資料: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終戰から講和まで2] 1982년, 22-25頁 

3. 日本 財閥解體措置의 槪要

이러한 주식보유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먼저, 1945년 11월 24일에 공포된 ‘會
社解散制限令’이 특정기업의 證券의 去來, 移轉을 許可制로 하 다. 이것은 현 상

태의 증권보유관계를 고정시키기 위한 예비조치 다. <圖 1>중에서 <루트 1>은 
각서 ‘財閥家族의 財産의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의 移轉’11)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이것에 의하여 10대 가족 보유의 유가증권이 HCLC에 양도되는 동시에 장래의 

주식보유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루트 2>를 단절한 것은 1946년 11월 25일의 칙

10) 1. 財閥內의 區分에 따라서 三井直系․準直系에 帝國銀行, 日本製鋼所가 포함되지 않

음

2. 安田에는 直系․準直系의 區分이 없다. 따라서 關係가 3財閥의 直系準直系를 포함하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3. 參考란은 1960年의 社長會멤버(年報系列の硏究  1960年에 의함)에 한정한 경우의 發
行株式所有狀況.

11) SCAPINN-1363, 194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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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會社의 證券保有制限 等에 關한 件’(칙령 567호)이었다. 이 칙령에 의하여 본

사의 統轄을 보완하고 있던 재벌관계 상호보유분의 양도와 그후의 보유금지가 실
시되었다. 한편 本社의 總括의 基礎가 되었던 <루트 3>의 처분은 ‘持株會社整理
委員會令’(1946년 4월 20일)에 기한 持株會社의 指定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동년 8

월에는 4대 재벌에 富士産業을 더한 5개 사가 지주회사의 지정을 받아 주식을 
HCLC에 양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조치를 통하여 일단 순수한 지주회사로 

되어 있던 財閥本社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지정된 5개 사 중에서 현업부문을 가지

고 있던 住友本社와 富士産業은 즉시 해산할 수 없었지만, 三井本社, 三菱本社 및 
安田保善社는 모두 1946년 9월 30일에 해산하여 청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리하

여 戰前 日本의 産業組織을 특징지우고 있던 財閥은 그 統轄組織의 組織的 基礎
와 所有的 基礎가 완전히 해체되었다.12)

財閥本社를 해체한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산하기업이 본사에 의한 統轄에서 
해방되었다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직

적 측면에서는 전시의 경제통제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

고 산하기업이 거대화된 결과, 산하기업의 설비투자, 새로운 분야에의 진입 등에 

관한 本社의 統轄力은 저하하고, 산하기업의 경 의 자율성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한편 주식보유의 측면에서도 자금수요가 급증한 결과, 증자불입이 가지고 

있던 資金調達上의 의의는 급속하게 저하하 고, 또 본사의 인수비율의 저하, 산

하기업의 주식공개(사회적 자금의 동원)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본

사의 통제는 저하하 다. 따라서 위의 일련의 조치가 財閥의 直系企業에 초래한 
실태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계 산하기업의 人事權이 본사의 統括에
서 해방되었다는 점이다.13) 전쟁기간 중에는 각 사의 투자, 다각화 등의 기업경

의 기본사항은 실질적 경 을 담당했던 경 진에게 이양되어 있었지만, 종전 당시

에도 재벌 본사는 직계기업에 대하여 本社의 理事를 파견하는 한편, 각 사의 人事
權을 전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겸임관계는 그 도가 住友의 경우에 가장 
높았고, 三井이 가장 낮았지만, 재벌 본사가 산하기업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본사

의 이사가 산하기업의 임원이나 감사를 겸임하는 관계는 모든 재벌이 공통적이었

다. 그런데 재벌본사의 해체로 인하여 재벌계 기업의 경 진이 인사권의 행사가능

성을 동반하는 엄격한 모니터링으로부터 해방되었다.14)

12) 위의 논문(주 6), 208-209면 참조.

13) 재벌해체 조치가 재벌직계기업에 초래한 실태적 변화는 그밖에도 안정주주가 상실된 

점과 산하기업간의 이해조정 및 정보교환의 장이 소실된 점을 들 수 있다.

14) 위의 논문, 209-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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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持株會社의 解體15)

1. 持株會社整理委員會의 設立

(1) 設立에 이르는 經過

1) 經濟民主化의 理念에 기한 財閥解體

1945년 9월 22일 미국정부로부터 ‘降服後에 있어서 미국의 初期 對日方針’이 발

표되었다. 이 성명은 ‘본문서의 목적’부분을 제외하고 4 개부, 즉 제 1부 窮極의 
目的, 제 2부 連合國의 權力, 제 3부 政治, 제 4부 經濟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 

4부 ‘經濟’ B항에 ‘일본의 상업 및 생산의 대부분을 지배해 온 産業上 및 金融上
의 大combination의 解體를 촉진’한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연합

군은 그 對日管理政策의 주요한 일환으로서 ‘財閥解體’의 意圖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16) 1946년 1월에 日本 財閥調査使節團의 단장으로 방일한 
에드워드(Edward)는 財閥解體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17)

“財閥解體의 目的은 일본의 社會組織을 미국 경제가 바라는 대로 개혁하려는 것

도 아니고, 더구나 日本國民 自身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일본의 軍事力을 心理的으로나 制度的으로 破壞하는 데에 있다. 재벌은 과거에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이를 해체하여 産業支配의 分散을 도모하는 것은 

평화의 목적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중략) 일본의 對外侵略에 대한 財

閥의 責任은 人的인 것이 아니라 주로 制度的인 것이다. 즉 개개의 재벌의 조직이 군

사적 침략에 이용되기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산업은 일본정부에 의하여 

지지되고 강화된 소수의 대재벌의 지배하에 있었다. 산업지배권의 집중은 勞使間의 

半封建的 關係의 存續을 촉구하고 勞賃을 인하하고 勞動組合의 發展을 방해해 왔다. 

또한 독립적인 기업자의 창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중산계급의 발흥을 방해했다. 이

러한 중산계급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는 그 당시까지 個人이 독립하는 經濟的 基盤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軍閥에 대항하는 勢力의 발전도 없으며, 그 결과 타국에서는 

군사적 의도에 대한 반대세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인도주의적인 國民感

情의 發展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특권적 재벌지배하에 있어서 저임

금과 이윤의 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의 중요성을 높혀서 일본을 

帝國主義的 戰爭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일본 재벌은 정부의 庇護 하에 있었기 때문에, 

15) T.A. Bisson, Zaibatsu Dissolution in japan, Of California Press 1954, pp.97-121.

16) ‘위의 책’, 156면이하 참조.

17) 이것은 에드워드의 개인적인 견해 지만, 1946년에 발표된 조사단의 정식보고서의 취

지도 이와 전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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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및 해군이 정부의 정책을 독점하는 것에 반대할 의지는 있었으나, 자기의 약체

를 알고 있었던 재벌은 정부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재벌

은 필연적으로 외교정책상 政府의 手足이 되었다. 이러한 재벌이 일본국가에 대한 충

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을 염원했던 것은 당연

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벌의 특권형태를 파괴하고 

다른 민주주의 제국과 같이 軍國主義者에 의한 政府支配에 對抗할 수 있는 그룹을 育

成하는 것이 미국의 對日 財閥政策의 中心目的이다.”

일본의 財閥解體는 이와 같이 연합군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주어진 命題 지

만, 그것은 단순히 주어진 명제라고 하는 의의만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경제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여 출발하 지만, 競爭은 경쟁
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승자가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대기업에서 

독점기업으로 전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가 이러한 독점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폐해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그 폐해를 배제하려는 

요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일본의 재

벌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급격히 그 지배력을 확대하고, 종횡으로 강인한 결합체

를 형성하여 그 독점형태는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 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단 연

합군의 점령정책의 일환인 지령이 없었더라도, 어떠한 수술에 의하여 그 독점의 

폐해를 제거해야 할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벌은 조만간 경제민주화의 

조치를 받아야 할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18)

2) 財閥解體 基本方針의 具體化

‘미국의 對日 初期方針’이 발표된 당시에는 아직 해체될 財閥의 範圍와 解體의 
程度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4대 재벌(三井, 三菱, 住友, 安田)만이 부각되었으

며, 또 그것도 미온적인 방법으로 事案을 호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다. 즉 

1945년 10월 중순까지 三菱財閥이나 住友財閥의 의향으로 전해진 것에는 三菱本
社와 住友本社를 解散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순히 人事의 改革, 즉 각 재

벌의 本社 및 산하 子會社의 首腦部의 更迭, 특히 본사 직원과 산하 자회사 중역

의 兼任禁止가 고려되는 정도 다. 그후 三井財閥에 있어서는 三井本社의 해산론
이 그 내부에서 대두되어 양론의 대립이 전해졌지만, 安田財閥에 있어서는 동년 
10월 15일 安田保善社 理事會에서 一族이 산하 諸會社로부터 총 퇴진하고, 또 산

하 자회사의 最高責任者도 총 사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保善社의 解散 및 同族持
株의 공개를 결의하 다. 그 동안 연합국 총사령부는 문제를 일본측의 자발적인 

해결에 맡기고 스스로는 이를 감독, 지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18) 위의 책, 1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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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三井, 三菱, 住友, 安田 4대 재벌기업의 대표자와 일본정부 및 점령군 
당국자사이에 해체에 관한 절충이 이루어진 결과, 1945년 10월에는 재벌측을 대표

하여 安田財閥의 본거인 安田保善社로부터 自發的인 解體案이 발표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기하여 일본측 해체계획안을 작성하여 동년 11월 4일 이를 총사령부

에 제출하게 되었다. 일본 政府案에 따르면, 1) 4대재벌의 본거인 각 지주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증권 및 모든 상사, 법인, 기타의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

는 일체의 所有權, 管理, 利權의 證憑을 일본 정부가 설치하는 정리위원회에 이관
하고 그것에 의한 解體를 받을 것, 2) 이러한 각 지주회사의 移管財産에 대한 辨
濟는 10년간 換價讓渡가 금지되는 일본정부의 公債로 할 것, 3) 三井, 岩崎, 住友, 

安田 一族의 구성원은 모두 그 은행 및 사업에서 점하고 있는 現職에서 퇴진할 
것, 4) 각 재벌의 지주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그 지위에서 

퇴진할 것, 5) 각 재벌의 지주회사는 그 산하의 은행, 회사 등에 대한 指示權 또
는 管理權의 行使를 停止할 것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 解體案은 동년 11월 6일에 
總司令官의 재가를 받았으나, 여기에 ‘연합군 총사령관은 수시로 위의 제안을 보

충 또는 수정하고, 또 그 실시에 있어서 감독 또는 검열을 위한 완전한 자유를 가

진다는 취지’의 유보조건이 첨부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정부에 대하여는 재벌해체

에 관한 추가안의 제출이 명하여졌다. 즉 私的獨占을 창설하고 조장하는 立法的 
行政措置의 廢止, 私的獨占 및 商業의 抑制撤廢, 좋지 않은 任員兼任 및 株式 등 
交叉保有의 폐지, 상업․공업․농업으로부터 은행의 분리,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 등에 관한 시안이 그것이었다. 이 각서에 의하여 재

벌해체에 대하여 혼선을 빚고 있던 견해의 대립이 일단락되고, 재벌해체의 근본적

인 방침이 결정되게 되었다.19)

3) 持株會社 整理委員會의 設立準備 및 設立

위의 각서에 의하면, 정부는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법규를 제

정하여 총사령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사령관과의 절충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사령부는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단순히 재벌의 청산사

무를 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자회

사 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통하여 장래의 경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으로 하려는 의향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1월 6일의 각서에 추가하여, 

지주회사로부터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양도해야 할 재산의 범위, 위원의 임면, 검

사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주관부처를 명확하게 한 勅令案이 정부에 의하여 작
성되어 총사령부에 제출되었다.

19) 위의 책, 1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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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4월 4일부 각서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 기하여 위의 제안이 승인되었

으며, 또 정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총사령관에게 통고되며, 그 대신에 입회인을 

출석시킬 것, 또 그 대표자에 대하여 회의의 의사록 기타 일체의 기록을 자유로이 

열람시킬 것, 총사령관은 회의의 의안을 수정하고 그 실행을 감독할 자유를 가지

며, 총사령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한 때에는 일본정부는 그가 누구인지를 묻

지 말고 이를 임명해야 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각서에 기하여 4월 

20일 ‘持株會社整理委員會令’을 공포․시행하 으며, 이와 더불어 5월 3일 9명의 

설립위원이 임명되어 위원회의 설립준비를 개시하 다.

그 후 5월 7일에는 설립위원총회가 개최되어 정관을 가결하 으며 바로 총리대

신의 인가를 신청하 다. 한편 7월 23에는 각서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關한法規의
件’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전에 정부가 제안한 持株會社整理委員會令 施行規則
과 동 定款 등을 승인한 것이었다. 이 각서에 기하여 8월 8일 ‘持株會社整理委員
會令 施行規則’과 ‘同委員會登記取扱節次’가 제정 공포되었고 또 신청중이던 지주

회사정리위원회정관이 인가되었으며, 정부에 의하여 6명의 위원이 임명되어 持株
會社整理委員會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9일에는 설립위원으로부터 

설립사무의 인계를 완료하 으며, 22일에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필하여 위원회의 

설립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20)

(2) 委員會의 性格

1) 委員會의 目的 및 業務의 範圍

위원회는 ‘持株會社整理委員會令’(이하 위원회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설립된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법인이고, 企業의 所有 및 經營의 民主化를 도모하
기 위하여 지주회사 및 지정자가 소유하는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양수 받아 이

를 관리 처분하여 지주회사의 정리를 촉진하고, 지정자의 企業支配力을 分散하고 
또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배제하여 민주적이고 건전한 국민경제 재건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公的機關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았다. 설

립당초 위원회의 업무는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증권 등의 양수, 관리 및 처분, 지

주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상무의 집행, 청산수행의 지도․감독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후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회령의 개정에 의하여 지

정자의 기업지배력의 분산, 1946년 칙령 제 567호에 의한 지정회사, 종속회사, 관

계회사 등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처분계획서의 승인,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실

시 등이 여기에 추가되어 1950년 3월말 현재의 主要業務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21)

20) 위의 책, 158-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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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持株會社 關係業務

a. 총리대신의 지정을 받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증권 기타의 재산으로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것을 양수하여 관리 처분하는 것. 또 양수할 때까지 그 소유주식 등

의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 

b. 지주회사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상무의 집행 및 청산의 수행을 지도 감독하

는 것

나) 指定者 關係業務

a. 총리대신의 지정을 받은 지정자가 소유하는 증권 기타의 재산으로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것을 양수하여 관리 처분하는 것. 또 양수할 때까지 그 소유주식 등의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 

b. 지정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 이전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때, 또는 

회사의 임원에 취임하거나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임원의 지위에 유임할 경우 이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

다) 1946년 칙령 제 567호 ‘會社의 證券保有制限 等에 關한 勅令’에 의한 業務

a. 동 칙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회사(이른바 제한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등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 

b. 제한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그 

주식처분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지시하는 것 

c. 특정한 지주회사 또는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 의한 지정기업자(이하 단순

히 지정기업자라고 한다) 및 이러한 종속회사 등에 대하여 특정한 상호, 회사의 

통칭, 상표 또는 회사표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또 그 사용을 정지시키는 데에 필요

한 조치를 지시하는 것 

d. 제한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가 상호를 변경할 경우 그를 승인하는 것 

e. 위의 칙령의 규정에 의한 승계회사를 지정하거나 또는 승계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라)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 의한 業務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지정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마) 財閥同族支配力排除法에 의한 業務

동법의 지정자 또는 재벌동적자가 동법 제 5조에 규정된 회사의 주식 등을 자

21) 위의 책, 159-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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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액의 1할 이상 보유할 때에는 1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양수 또는 

의결권의 위임을 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

바) 財閥商號의 使用禁止 등에 관한 政令 및 財閥標章의 使用禁止 等에 관한 

政令에 기한 業務

위의 정령에 의한 재벌상호 및 재벌표장의 지정을 행하는 것

사) 이상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를 하는 것

2) 委員 및 委員總會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내각총리대신에 의하여 

임명된 약간의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합의제 특수법인이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3년, 상무위원과 위원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議事決定은 위원총회에서 행해졌는데, 총회는 위원 3분의 2이

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전원의 3분의 2이

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 다. 1950년 3월 31일까지 의원총회는 정기와 

임시를 합하여 51회 열렸는데, 그 동안 지주회사, 지정자의 지정에 관하여 총리대

신에게 상신하는 의견의 결정,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 의한 지정기업자의 지정 
등 중요한 사항은 모두 위원총회에서 결정되었다.22) 

2. ‘同族會社的’ 持株會社의 解體

(1) 持株會社의 指定

1) 4대 財閥本社 및 富士産業株式會社에 관한 覺書의 交付

재벌해체시책의 일환인 持株會社의 整理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三
井本社, 安田保善社, 住友本社 및 三菱本社가 그 대상이 되었으며, 1945년 11월 4

일 일본정부가 이 4개 회사에 대하여 ‘持株會社의 解體에 관한 覺書’를 총사령부

에 제출하게 하고, 또 1945년 11월 6일 총사령부가 ‘持株會社의 解體에 관한 件’이

라는 覺書를 교부하여, 그 기본방침이 명확하게 되었다. 한편 富士産業株式會社(舊 
中島飛行機)에 대하여도 위의 4개 사에 준하여 1946년 6월 29일 일본정부가 총사

령부에 ‘富士産業解體計劃’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1946년 6월 29일 ‘富士産業株式
會社整理案’이라는 총사령부의 각서가 교부되었다.23)

22) 위의 책, 161면 참조.

23) 위의 책, 1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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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持株會社의 指定

위원회의 설립당초(1946년 9월 6일 제 1차 지정)에는 그 대상이 三井, 三菱, 住
友의 각 本社, 安田保善社, 富士産業의 5개 사뿐이었으나, 그후 1946년 12월(제 2

차 지정)부터 1947년 9월(제 5차 지정)까지 川崎重工業株式會社 이하 78개 사가 
위원회령에 의한 持株會社로 지정되어 모두 83개 사에 이르게 되었다.24)

3) 指定 持株會社의 性格

제 1차로 지정된 5개 사는 持株會社로서 제 1급에 속하는 4대재벌의 본사와 군
수산업적 성격이 가장 농후한 中島飛行機의 후신인 富士産業이었고, 제 2차로 지

정된 40개 사는 現業部門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그 현업부문에 관련이 있는 다
수의 기업에 투자하여, 거기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holding company 및 비현업

부문에서 아직 위의 5개 사 정도의 규모에는 이르지 않지만, 일응 콘체른적 성격

을 띠고 있었던 것이며, 제 3차로 지정된 20개 사는 제 1차 및 제 2차로 지정된 

각 재벌지주회사에 소속된 유력한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holding company적 성

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제 4차로 지정된 2개 사는 종래 전기통신 

및 그에 관한 시설공사에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그 업무시설 등이 국가

에 이관되어 위원회가 그 설비자재 등의 적절한 평가 및 소유 유가증권의 처분업

무를 담당하게 된 관계로 편의상 지정된 것이었고, 제 5차로 지정된 16개 사는 이

른바 ‘地方財閥’의 本社라고 불리는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지정된 83개 지주회사를 그 성격과 그것에 의한 조치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1) 三井, 三菱, 住友, 安田, 淺野, 中島, 古河, 大倉, 鮎川, 野
村의 10재벌과 같이 本社 내지 本社的 性格이 농후한 것 및 holding company로서 

일응 해체․정리되어야 할 것, (2) 계속 중요한 生産部門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holding company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일본경제의 재건에 미칠 향을 고

려하여 그 holding company적 성격을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중에는 특히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인정되어 집중배제조치가 취해진 것도 

있다), (3) 現業部門을 가진 holding company이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민주화의 관

점에서 해체가 요구된 것, (4)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을 국가의 관리에 이양시키는 

편의적 수단으로 해체․정리된 것 등 4개 群으로 나누어진다. 

제 1군에 속하는 것은 제 1차로 지정된 5개 사, 제 5차로 지정된 16개 사 및 

제 2차로 지정된 40개 사중 日産, 淺野本社 등 7개 사를 합하여 모두 28개 사
으며, 제 2군에 속하는 것은 제 2차로 지정된 40개 사에서 제 1군에 해당하는 7

개 사를 뺀 나머지 33개 사와 제 3차로 지정된 20개 사에서 제 3군에 해당하는 2

24) 지정된 지주회사의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위의 책, 188-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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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를 뺀 나머지 18개 사 등 51개 사 고, 제 3군에 속하는 것은 제 3차로 지

정된 20개 사 중에서 三井物産과 三菱商事 2개 사 다. 그리고 제 4군은 제 4차로 

지정된 2개 사 다.25)

(2) 持株會社에 대한 常務 및 淸算의 監督

해체정리가 요망된 위의 28개 지주회사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은 회사의 해

산을 경계로 하여, 해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무집행의 지도감독과 해산 후에는 청산

수행의 지도감독으로 나누어진다. 

지정 후 바로 해산한 三井本社, 三菱本社, 安田保善社, 大原合資, 服部合資, 關東
興業 등에 대하여는 상무감독의 기간이 짧았지만, 그 밖의 지주회사는 三榮不動産
을 제외하면 모두가 特別經理會社이었기 때문에, 會社經理應急措置法 또는 企業再
建整備法에 의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고, 또 해산에 이르기까지

의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 따라서 본래는 청산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할 資産, 負
債의 정리 등에 대하여도 상무집행의 과정으로 행하여져서, 이에 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여기서는 특히 상무감독과 

청산감독을 나누지 않고 일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기로 한다.26)

1) 常務執行 및 淸算遂行에 대한 監督의 指示

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지정 후 즉시 위원회령 제 18조에 기한 지시를 내려, 

그 해산에 이르기까지 상무의 감독을 행함과 아울러 각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

토한 후, 그 사정에 따라 혹은 즉시 혹은 다른 법령의 절차완료를 기다려 해산을 

권장하고, 청산에 들어가면 바로 청산감독의 지시를 내렸다. 1950년 3월말 현재 

청산이 완료된 것이 3개 사(關東興業, 辰馬本家, 日電興業), 아직 해산에 이르지 

않은 것이 3개 사(富士産業, 三榮不動産, 日産), 청산중인 것이 22개 사 다. 그후 

富士産業은 1950년 5월에 해산을 결의하 고, 日産은 1950년 5월 25일 대가결정
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지주회사해제의 통지를 받았다.

指示에 표시된 문언은 지정 및 해산의 시기 전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그 방

침은 상무집행, 청산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자산의 처분, 채권의 회수, 채무의 변제 

등의 정리를 원활하게 촉진하는 것을 제 1차의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 주주, 채권

자 기타 어느 누구라도 그 정리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고 공평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이었다. 즉, 상무의 집행과 청산의 

수행은 각 지주회사 자신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엄중한 감독을 가하여, 예컨대 주주총회에 부의하는 것과 같은 중요사항은 물론이

25) 위의 책, 189-190면 참조.

26) 위의 책, 190-1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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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임원 및 중요한 직원의 임면이나, 주주 및 채권

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도 

각 지주회사는 이를 사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위원회의 신중

한 검토의 결과 그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監督의 實行

각 사의 상무집행 및 청산수행에 대한 감독상 위원회가 취한 조치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持株會社가 가지고 있는 現業部門

재벌본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그 철저

한 해체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주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로서 현업부문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처치와 해체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하

여 고심하게 되었다. 즉 그 존속이 일본경제의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현

존하는 사업을 관념적인 입장에서 해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

기하여 국민경제상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장래 재벌지배의 기초

가 될 우려가 없는 형태로 존속을 인정하도록 하 다. 종래의 조직 그 자체는 이

를 해체하는 것이 지당하기 때문에, 企業再建整備法에 의한 제 2회사에 그 현업부
문만을 이전하고, 지주회사 그 자체는 이를 해산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예컨대 

住友本社의 임업, 豊田産業의 상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持株會社가 가지고 있는 處分이 不可能하거나 困難한 資産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모두 처분하여 부채의 변제 등에 충당해야 하

지만, 그 중에는 그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것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임

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를 방치하면 정리의 

촉진이 저해되기 때문에 지배력의 유무를 검토한 뒤에 그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하

여 企業再建整備法에 의하여 제 2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 자산을 
이전하고 본사는 해산하 다.

다) 資産의 取得 및 處分

지주회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현업부문에 필요한 설비의 확장 및 종래 보

유하고 있던 자산의 보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 다. 자산의 보전이란 예컨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식의 未拂入株金의 
불입, 황폐를 방지하기 위한 동산, 부동산의 수리 등을 가리킨다. 한편 새로운 채

권의 취득도 가능한 한 이를 피하도록 하 다. 

자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처분대상인 물건이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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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넘어가는 상대매매를 피하기 위하여 公賣를 원칙으로 하 다. 이것은 이른바 

경매와는 다른 것으로서, 최고 낙찰자를 반드시 상대방으로 정하지 않고 낙찰자가 

실제로 그 물건을 유효하게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투기자가 아니라

는 것을 확인한 뒤에 결정되며, 가격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평가서에 

기하여 검토된다. 또 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를 가진 자, 예컨대 지상

권자나 전세권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권리를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는 상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라) 債務의 辨濟 또는 新債務의 負擔

자산의 처분, 채권의 회수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은 즉시 이를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정리의 촉진과 금리부담의 경감을 도모하 다.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는 담보가 제공된 채무는 별도로 하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하 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인하여 경상비의 지출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자산처

분 및 채권회수에 의하여 얻은 자금은 거의 경상비의 지출에 충당되고 채무의 변

제에는 후술하는 교부자금이 사용되었다. 새로운 채무의 부담은 가능한 한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초기에는 자산처분과 채권회수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자금이 고갈되어 은행차입금으로 경상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다.

마) 株主(社員)總會 附議事項

지주회사의 주주총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의결권의 위임을 받아 놓

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의결권의 행

사에 의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부의사항의 내용을 미리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하여 지시하는 방법으로 감독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 다.

바) 給與規定 其他 重要內規의 變更

지주회사의 내규의 변경에 의하여 정리사무가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것

은 정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었다. 내규 중에서 급여규정의 변경이 가끔씩 일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인하여 직원의 생활곤란이 초래되었

기 때문에, 경비절감의 취지와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다고 생각

되는 것은 승인되었다. 

사) 收支 및 調達豫算

자산처분 또는 채권회수에 의하여 얻은 자금을 가장 유효하게 채무변제에 충당

하여 주주 및 채권자가 不測의 損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주회사는 

경상수지를 포함한 수지 및 조달예산을 원칙적으로 매월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함과 아울러 사후에 실적보고를 징구하여 그 실시상황을 감시하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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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경리상황이 극히 단순한 경우에는 3개월 정도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인정

되어 현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래상의 수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틀을 설정

하여 신청이 면제된 것도 있었다.

한편 청산회사의 자금은 모두 일정한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고, 그것을 인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부서를 받도록 하 다.

아) 裁判上의 行爲

지주회사가 당사자로서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청산의 진척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물론이고 피고로서도 재판상의 행위에 이르기 

전에 원만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원회에 신청하도

록 하 다.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어서 민사상의 것으로서 日産館문제 및 富士産
業의 전시보상특별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문제 이외에는 소유부동산에 관한 조정
재판이 있었을 뿐이었다.

자) 報告書의 提出

각 지주회사는 상무와 청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매월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제

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원회는 이것을 가지고 감독하는 동시에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징구하여 그 동태를 파악하 다.

차) 殘餘財産의 分配

잔여재산의 분배는 지주회사의 해체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point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서 신청하도록 하 다. 

위원회령 시행규칙 제 17조, 18조 등은 그 분배를 청산회사의 주주인 지정자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제 5차 지정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자) 및 그들의 직계친족

에 대하여는 등록국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持株會社에 대한 資金交付

지주회사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의 처분대금은 처분이 전부 종료된 뒤에 상환

기한 10년 이상의 등록국채의 교부에 의하여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

(위원회령 15조), 특별한 경우에는 처분이 종료되기 전에 현금으로 지주회사에 이

를 교부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위원회령 시행세칙 14조). 다만 국채에 의한 변제

는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한 지배력을 배제하는 조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

에, 자금교부를 할 때에는 아주 엄격한 제한 하에서 이를 하 다. 즉 위원회령 시

행규칙 제 14조는 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정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주회사의 회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그가 결정한 정비계획을 실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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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위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3. 三井物産, 三菱商事의 2大 持株會社의 解體

(1) 解體措置를 취한 理由

三井物産과 三菱商事는 일본의 무역구조가 준전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나아가 

‘大東亞共榮圈’내 계획무역으로 이행해 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 다. 그 때

문에 종전 후 일본의 경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재벌해체가 그 프로그램으로 

예정됨에 따라, 三井物産과 三菱商事도 1946년 12월 28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지정되어 企業의 所有 및 經營의 民主化를 도모할 필요가 있
게 되었다. 그런데 단순히 일부재산의 양도, 처분으로 지주회사의 정리를 촉진하

는 것만으로는 본래의 목적인 재벌해체의 뜻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47년 

7월 3일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보내는 覺書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해산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2) 覺書의 主要內容

이 각서는 ‘商事會社의 解散에 관한 件’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27)

가) 위의 각서 및 칙령28)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

면 안 된다.

① 三菱商事株式會社 및 三井物産株式會社의 해산 및 청산을 바로 개시할 것. 

② 본 각서를 발한 날 이후에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또는 기타 지정된 기관의 

허가없이는 당해 회사의 상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를 금지한다.

③ 본 각서를 발하기 전 10년 동안 당해 회사의 임원, 이사, 고문, 在內外 支店
의 지배인 또는 부장이었던 자가 新會社를 조직하기 위하여 공동하는 것, 또는 기

존회사 혹은 앞으로 조직될 회사에 의하여 2명 이상이 고용되거나 고문으로 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또는 기타 지정된 기관의 허가없이 위의 ③에 지정된 

자 이외에, 100명을 넘는 종업원단체가 신회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기존회사 혹은 

앞으로 조직될 회사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

27) 이 각서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235-236면 참조.

28) 여기서 위의 각서 및 칙령이라 함은 연합군사령관에 의하여 일본정부에 내려진 1945년 

11월 6일부 각서(지주회사의 해산), 1946년 7월 23일부 각서(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관

한 법규), 1946년 칙령 233호 및 내각총리대신에 의하여 내려진 1946년 12월 28일부의 

지정서내각 甲449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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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정리위원회 또는 기타 지정된 기관은 만약 해산된 회사 또는 기타의 

독점적 기업결합체의 재현가능성이 없다고 결정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를 부여한다.

⑤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사회사가 양 회사의 누군가가 

현재 또는 과거에 사용해 온 사무소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 또 어떠한 회사

라도 三菱商事株式會社나 三井物産株式會社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⑥ 당해 회사는 모든 자산의 상세한 재산목록(그 소재도 밝힐 것)을 바로 작성

하여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할 것

⑦ 당해 회사에 모든 현존하는 장부 및 기록의 유지를 명할 것.

나) 본 각서의 각 조항을 실행함에 있어서

① 당해 회사의 모든 자산은 현행의 법률 및 명령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매

각하거나 기타의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것

②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당해 회사의 임원을 파면하거나 또는 임원을 청산인

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대하여 보고서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하

거나, 또는 장부 혹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양 사는 7월 5일 위의 각서에 기한 일본정부의 解散命令을 통달 받은 날로부터 
사실상의 정리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29)

4. 51개 持株會社에 대한 常務監督과 國際電氣通信, 日本電信電話工事의 解體

(1) 51개 持株會社에 대한 常務監督 및 傘下企業에 대한 議決權의 行使 

三井本社이하 5개 사가 제 1차로 持株會社로 지정된 후, 1946년 12월 7일에 제 

2차로 40개 사, 그리고 12월 28일에 20개사가 각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다. 이들 

60개 사 중에서 日産와 淺野本社 등 7개 사는 이미 ‘同族會社的’ 持株會社의 解體
에서, 그리고 三井物産과 三菱商事에 대하여는 三井物産, 三菱商事의 2大 持株會
社의 解體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9개 사를 제외한 51개 사는 모두 

holding company로서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함과 아울러 현업부문을 가지고서 일

본의 각 산업부문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해체는 

재건도상에 있는 일본경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고려된 결과, 그 전면

적 해체는 피하고 단순히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29) 양사의 연혁 및 해체시의 개황에 대하여는 위의 책, 236-2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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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러 가지의 방책을 강구해 왔던 것이다. 즉 이들 기업이 소유하는 주식 등을 

위원회가 양수하여 처분하는 것에 의하여 산하 제 기업과의 중요한 자본적 결합

을 절단하는 한편, 親會社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에 의

하여, 그리고 자회사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양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인적인 측면과 물적인 측면에서 지배․종속관계의 배제가 실시되었다.30) 

1) 持株會社에 대한 常務의 監督

지주회사로 지정된 후, 1947년 1월 27일과 동년 2월 10일에 위원회령 제 18조

와 제 19조에 기한 위원회의 지시 제 15호와 제 17호로 이들 지주회사는 그 자산

내용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다. 즉 지주회사는 ① 자본의 증감, 사채의 발행, 

해산, 합병, 업의 양수, 양도 등을 부의하게 되는 주주총회의 개최, ② 임원의 

임면, ③ 회사내규의 중요한 변경,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의 제공, ⑤ 채무의 인수 또는 보증, ⑥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 ⑦ 회사

의 상무에 속하는 매월의 수지 및 조달예산을 원칙적으로 사전에 위원회에 신청

서를 제출한 뒤에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원회는 수리한 신

청서를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의 제반 조항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會社證券保有制限令과 獨占禁止法 및 公職追放令 등 재벌 내지 콘체른의 결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배제하는 법령의 규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준거하여 정 한 

심사를 한 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회사령에 의한 大臟大臣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하 다. 또 주주총회의 부의사항 중 증자 또는 감

자, 사채의 발행, 해산, 합병, 업의 양도, 양수 등 중요한 사항 및 설비의 신설, 

확장, 개량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이를 총사령부 경제과학국 반트러스트․

카르텔부에 송부하여, 동부의 승인을 얻은 뒤에 비로소 승인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제 2차와 제 3차로 지정된 위의 51개 지주회사 중에는 친회사로서 산하기

업을 지배하는 것과 아울러, 제 1차로 지정된 三井 本社 이하 5개 회사의 산하회
사 또는 위원회령에 의한 지정자(재벌가족)의 산하기업의 지위에 있는 것(三井鑛
山, 三菱鑛業, 井華鑛業 등)도 상당수 있었으며, 또 위의 51개 사 사이에서도 주식

을 상호간에 교차보유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지주회사가 발행한 주

식 중에서 위원회령에 의하여 지정된 지주회사 및 지정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의

결권은 모두 지정 후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그 의결권이 위원회에 위임되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부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지주회사에 

30) 위의 책, 2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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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전술한 위원회의 지시에 기한 常務監督과 議決權의 行使 양면에서 제약
이 가해졌다.31)

2) 持株會社 傘下의 諸企業에 대한 議決權의 行使

단순히 지주회사의 상무를 지도․감독하는 것만으로는 지주회사를 피라밋의 정

점으로 하는 콘체른의 해체의 철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지주회

사의 지정 후 바로 위원회령 제 18조, 제 19조에 기한 위원회의 지시 제 11호와 

제 13호를 지주회사에 통달하여 지주회사로부터 산하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를 위임받음으로써 총회에 부의되는 회사의 중요업무에 대한 관여권을 장악하여 

독점금지법, 회사증권보유제한령 등 재벌 내지 콘체른의 해체를 촉진하고, 독점과 

집중의 경향을 저지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감독과 지도를 행하 다.32)

(2) 國際電氣通信 및 日本電信電話工事의 解體

1) 國際電氣通信株式會社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는 1938년 일본무선전신주식회사와 국제전화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외전기통신을 취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와 그 부

속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동사는 이

러한 신발족을 계기로 하여 종래 민간기업적인 성격을 완전히 불식하고 경 정책

을 정부기업적인 성격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일본정부의 大陸政策의 一端을 담당
하게 되었다.

그 후 송신소의 신설 및 확충, 국내 전기통신을 위한 통신케이블의 설비에도 착

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관련사업을 위하는 일본전기전화공사 이하 

8개 사를 투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등 그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총액은 상당한 

액수에 달하 다.

종전 후 당사는 특별경리회사가 되어 企業再建整備法에 의하여 평시체제로 전
환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1947년 3월 5일 산하회사인 일본전기

전화공사와 더불어 지주회사로 지정되었고, 사령부의 각서 ‘國際電氣通信 및 日本
電氣電話工事의 淸算에 關한 件’33)에 기하여 일체의 통신시설을 정부에 이관하게 

31) 위의 책, 260면 참조.

32) 위의 책, 263면 참조.

33) 이 각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즉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과 규칙을 폐지할 것

2. 양자의 통신시설의 운 을 가능한 한 빨리 인계할 것

3. 전호의 통신시설이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의하여 평가되는 즉시 이들 시설을 지주

회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입할 것

4. 양사가 현재 행하고 있는 통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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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양 사의 해체방침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 각서의 주요내용은 일본정부는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① 국제전기전신주식회사법과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규칙을 폐지할 것 

② 양자의 통신시설의 운 을 가능한 한 빨리 인수할 것

③ 전호의 통신시설이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의하여 평가되면, 즉시 이들 시설

을 지주회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입할 것

④ 양 사가 현재 하고 있는 통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양 사의 직원에게 일자

리를 제공할 것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령부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1947년 3월 8일자 일

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양 사는 주식의 보유, 임원의 파견 등의 방법으로 

산하기업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을 위하여 가장 유효한 정부직 의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1948년 10월 13일 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아 11월 25일에 해산하고, 

곧바로 청산과정에 들어갔으나, 그후 결정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제 2회사를 설립하

게 되었고, 잔여재산으로 電氣興業株式會社가 1950년 6월에 발족하 다.34)

2) 日本電信電話工事株式會社

이 회사는 日本電氣, 沖電氣 등 통신기메이커의 출자에 의하여 1937년에 정부의 
통신건설공사의 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로 지

정될 당시에는 국제전기통신이 발행주식의 약 50%를 점하고 있었으며, 또 스스로

도 자회사인 일본전화설비주식회사를 두고 있었다.

지주회사로 지정된 후 1948년 3월 25일 위 각서에 의하여 국제전기통신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되어 공사시설 일체를 정부에 양도하고, 1948년 8월 31일에 해산하고 

청산과정에 들어갔으며, 1950년 9월말에 청산을 완료하 다.35) 

Ⅳ.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 排除

1. 財閥家族 56명의 지정

(1) 指定의 基準

재벌기구의 中樞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벌의 가족은 때로는 그 지주회사의 임원으로서 全 機構를 통솔하기도 
34) 위의 책, 288-290면 참조.

35) 위의 책, 2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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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 때로는 산하기업의 임원으로서 해당부분을 총괄하는 등 재벌기구를 배경

으로 하는 强力한 支配權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企業의 所有 및 經營의 民主
化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人的要素에까지 추급하여 재벌가족의 
기업지배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요청이 되었다.

위원회가 발족할 당초에는 재벌가족에 관한 문제는 그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나 1946년 11월 26일 총사령부가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財閥家族의 財産을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 移管하는 件’36)에 의하여 여태까지 大藏省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대장성에 의하여 행사되어 온 財閥家族에 관한 管理機能이 지주회사정리
위원회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동년 12월 3일 위원회령을 개정하여 이에 

응할 태세를 정비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위원회령 제 1조에 규정된 지정자의 기업지배력을 분산시킨다고 하는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지정자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위의 각서에 제시된 指定家族 또는 家族員은 단순히 財閥의 家名을 제시한 것에 
그쳤고, 그 가명을 쓰고 있는 동족 중에서 누구까지를 포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재벌가족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구하여 개인의 지정에 대

하여 주도면 한 검토를 개시하 다. 광범한 자료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었지만, 결

국 지정의 기준으로 중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37)

1) 재벌가족의 성을 쓰고 있는 尊卑屬 3親 등 및 그의 가족(인척은 포함되지 

않음)

2) 연령․성별을 묻지 않음

3) 소유 유가증권, 현금, 예금액의 합계가 1百萬圓이상
4) 소유가옥 500평, 택지 2천평, 농지산림 50정보이상

5)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지주율 10%이상의 주식 등의 소유자

6) 企業支配力 또는 經營發言力의 정도
7) 과거의 경력

(2) 家族의 指定

위원회는 위의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1947년 2월 22일 56명을 해당자로 

결정하여 이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상신하 으며, 동년 3월 13일 내각총리대신에 의

하여 지정되었는데,38) 그 5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39) 

◦ 三井高公, 三井高長, 三井高遂, 三井高陽, 三井高大, 三井高修, 三井高周, 三
36) AG 0914 (3 June 46) ESS/AG (SCAPIN-995) 

37) 위의 책, 298면 참조.

38) 1947년=昭和 22. 3. 14 內閣告示 제 10호

39) 위의 책, 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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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高篤, 三井高昶, 三井高孟, 故三井高光相續人40) 

◦ 岩崎久彌, 岩崎彦彌太, 岩崎隆彌, 岩崎恒彌, 岩崎忠雄, 岩崎淑子, 岩崎孝子, 

岩崎勝太郞, 岩崎康彌, 岩崎輝彌, 岩崎八橞
◦ 住友吉左衛門, 住友寬一, 住友義輝, 住友元夫 
◦ 安田 一, 安田善五郞, 安田 新, 安田順子, 安田善衛, 安田孝一郞, 安田彦太郞, 

安田良吉, 安田善太郞
◦ 中島知久平, 中島喜大一, 中島門吉, 中島乙未平, 中島忠平 
◦ 野村文英, 野村惠二, 野村康三, 野村元五郞 
◦ 淺野總一郞, 淺野良三, 淺野八郞, 淺野義夫
◦ 大倉喜七郞, 大倉喜雄, 大倉粂馬, 大倉彦一郞
◦ 古河從純, 中川末吉 
◦ 鮎川義介 

이와 같이 지정자 56명이 결정되었으나, 그 중에서 安田善衛는 동년 4월 17일, 

中島喜大一은 동년 7월 20일, 淺野總一郞은 동년 11월 29일에 사망하 다. 그 결

과, 安田善衛에 대하여는 그 재산이 손자인 武夫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재산관

리의 필요상 1947년 8월 7일 재벌가족지정의 제 2차로서 安田武夫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中島喜大一와 淺野總一郞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산이 위원회에 인계되어 관리되었다. 또 1949년 10월에 中島知久平이 급사했
기 때문에 지정자의 수는 53명으로 줄어들었다.41) 

2. 財閥家族의 財産의 管理處分 등

(1) 有價證券의 管理 및 處分

10재벌의 家族指定者(이하 지정자라고 약칭한다)의 소유재산 중에서 기업지배의 

직접 또는 강력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가증권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원회

에 양수시킴으로써 그들이 관련되는 주식보유에 의한 경제적 지배력을 일소하는 

것이 위원회에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유가증권

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지주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을 합하여, VI에서 일괄

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기로 한다.

지정자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40) 三井高光은 故人으로서 아직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상속인이 결정될 

때에 그 자를 지정한다는 의미로 ‘高光相續人’으로 지정되었는데, 그후 1947년 11월 26

일 高義가 상속인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三井高光相續人’은 三井高義로 되었다. 

41) 위의 책, 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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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하고, 또 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받아 그 사무

를 처리함과 아울러 양수증권을 관리 및 처분하고, 또 지정자의 기업지배력의 분

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42) 

한편 1948년 1월 7일 財閥同族支配力排除法의 공포와 더불어 위원회령 제 10조
에 제 5항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지정자 및 지정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었던 자가 

소유하는 재벌회사 등의 주식합계액이 그 자본금액의 1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1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증권을 위원회에 양도하거나, 또는 의결

권의 행사를 위임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

은 것은 지정자 중에서 겨우 故淺野總一郞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淺野本社의 
주식뿐이었다.43) 

(2) 有價證券 이외의 動産과 不動産의 管理 및 處分

재벌가족의 소유재산의 大宗은 유가증권이었고 그 밖의 동산과 부동산은 여기
에 비하면 극히 적었다. 즉 유가증권이 76%를 점하고 유가증권이외의 동산과 부

동산은 모두 24%에 불과하 다. 더욱이 이러한 동산과 부동산은 기업지배의 직접

적인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장래에 있어서 잠재적 가능성에 그쳤다. 따라서 기

업지배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지정목적에서 보면 동산과 부동산은 비교적 중요

도가 낮은 재산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편 유가증권과는 달리 관리

처분의 대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한 이를 양수하지 않고 처분의 계획실행과 그에 따른 부수 절차는 모두 지

정자가 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이 동산과 부동산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액은 상당한 금액에 달하 고, 그 처분의 방법이 잘못되

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면으로 집중할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어느 정

도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1947년 3월 13일 위

원회지시 제 20호로 지정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고, 위원회령에 기하

여 사전에 내용을 상세히 구비하여 신청한 이상 위원장에게 승인신청은 하지 않

는다는 뜻이 통달되었다.

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먼저 목록을 징구함과 아울러 실체파악

을 위하여 현장에 임하여 검증을 하 다. 특히 유가증권이외의 동산은 산일, 은닉

42) 재벌가족으로서 지정일 현재 지정자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총액은 1,201,998千圓
(그 중 주식은 1,113,951千圓)이었지만, 그 약 반액에 달하는 약 600百萬圓정도는 재산

세에 의한 물납분으로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양수할 유가증권의 총액은 

1948년 4월 1일 현재 546,902千圓(그 중 주식은 493,418千圓)이었고, 2년후 1950년 3월 

말일 현재로는 496,819千圓(그 중 주식은 488,264千圓)이었다.

43) 위의 책, 3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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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이 필요하 다. 즉 위원회는 지정자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그 동산이 소재하는 장소에 계원을 파

견하여 물건의 검증을 하도록 하 다. 이러한 실지검증은 1947년 말에 시작하여 

다음해 가을까지 전지정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감정전문가를 

동반하여 점수, 품격, 보관상태 등을 정사하고 보관상 필요한 주의를 주었다.

財閥家族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에는 국보, 중요 미술지정품 등 귀중한 물건

도 적지 않았는데, 국보가 49점, 중요미술품 등이 205점에 달하 다. 이 중에서 

1950년 3월말까지 처분이 완료된 것은 국보 7점, 중요미술품 5점에 불과하기 때문

에 대부분은 아직 그들의 수중에 남아 있는 상태 다. 처분이 완료된 국보 7점은 

모두 국립박물관이 매입하 지만, 중요미술품 5점 중에서 박물관소유로 귀속된 것

은 1점뿐이었다. 그 이유는 국가예산에 의하여 운 되고 있는 박물관에는 매수자

금에 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의 처분의 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랐다. 지정자가 이를 처분하려고 할 때에는 처분물건, 가격, 양수인, 처

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청서는 구체적일 것을 요하고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 표시한 사전의 포괄신

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공과공조의 납부, 채무의 변제, 

생계비보전 등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제한되어 있었다. 부동산처분의 경우에는 신청

서에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평가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에 관하

여는 종래의 실례는 거의 모두가 日本勸業銀行이 신청일전 2주간이내에 작성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분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처분물

건에 대하여 실지검증을 행하 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평가인과 동행하기도 하고 

평가인과는 별개로 검증하기도 하 다. 유가증권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대체로 

위원회에 소속된 감정인이 동행하 다. 처분가격은 대개 원칙적으로 평가서의 금

액이상일 것을 요하 다. 양수인은 지정자의 혈연상 또는 사실상의 관계가 없는 

자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처분방법은 상대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매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매매대금은 전액 위원

회의 지정은행(동경은행본점)에 예탁하도록 하여, 승인목적이외에 流用하는 것을 
방지하 다. 위원회가 처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건마다 총사령부

의 승인을 구한 후 지정자에게 승인통지를 해주었다.

동산과 부동산의 처분이 진행된 상황은 지정자의 사정에 따라 한결같지는 않지

만 1950년 3월말까지 총체적으로 유가증권이외의 동산은 19.6%, 부동산은 43.5%

가 처분이 종료되었다. 동산보다 부동산의 처분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의 소유에 

따르는 공과공조 및 관리유지비의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동산과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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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처분율이 극히 낮은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처분할 

정도의 여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리를 요하지 않는 것들이었다.44) 

(3) 債務의 辨濟

재벌가족의 정리에 있어서는 소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 등에 의하여 그 기

업지배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같이 청

산절차를 거쳐서 그 조직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과는 약간 달리, 지정자가 원칙

적으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변제는 정리상 필수의 과정은 아

니었다. 그러나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그의 임차를 동결하려고 하는 위원회령 소

정의 정리방식은 당연히 지정자의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을 공제한 純財産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채무는 공평하게 변제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원회령시행규칙은 위원회가 양수재산의 처분대금을 가지고 지정자의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으며, 양수재산상에 존재하던 담보권은 위원회에 대한 재산

양도와 동시에 소멸하지만, 담보권의 효과는 당해 재산의 대가 위에 존속하 고, 

재산의 처분대금은 당해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로는 대위변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지정자의 신청에 

기하여 변제자금을 지정자에게 교부하여 직접 그 채권자에게 변제시키는 방법을 

채택하 다. 한편 재벌가족이 부담한 채무는 주식불입금 기타 투자용 자금을 同系
金融機關으로부터 융통을 받은 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45)46) 

(4) 生計費의 監督

재벌가족의 재산은 모두 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그 처분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요 생계비도 위원회의 승인 하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지정자 각자가 생활정도를 자유로이 규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내로 제약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원회는 1947년 3

월 13일 위원회지시 제 20호 ‘指定者의 財産處分에 關한 件’에 의하여 지정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매 3개월 분의 생계비예산의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을 

통달하 다. 예산제출 후에 추가하는 것은 돌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 이외에는 인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액은 3개월간 생활의 절약을 통하여 염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산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실적, 물가정세를 고려하고, 개별적으

로는 거주의 장소, 본인 및 가족의 수, 구성상황, 건강상태 기타 특수사정을 참작

44) 위의 책, 302-303면 참조.

45) 채권총액 283,227千圓 중 265,880千圓은 이러한 종류의 채무이고, 잔액중 16,030千圓은 

납세자금으로 그리고 1,317千圓은 소비자금으로서 차입된 것이었다. 

46) 위의 책, 303-3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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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하도록 하 다. 재산관리의 현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의 최상층을 점하고 있던 당시의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47)48) 

3. 會社任員 就任의 制限

재벌의 가족지정자의 企業支配力을 박탈하여 將來의 再起를 抑止하려는 정신은 
회사의 任員就任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에 표현되어 있었다. 지정자는 위원회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임원의 

지위에 취임할 수가 없었으며, 현재 취임중인 자는 지체없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원회는 지정과 동시에 각 지정자에게 위의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지위를 가

질 수 없다는 점과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차 이러한 지위에 취임할 경

우에는 그 사정을 상세히 구비하여 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

지하 다. 지정자들은 대체로 이 통지를 발하기 전 혹은 그 통지와 동시에 종래의 

직에서 퇴직하 으나, 野村惠二와 野村元五郞은 지정일 현재 현직에서 물러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지정일 당시 野村合名
會社의 대표사원이었다. 그런데 동사의 사원은 이들 이외에 野村文英과 野村康三
을 합하여 모두 4명인데 그들도 역시 지정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사임시키면 그 

후임을 얻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사는 이미 해산을 결의하여 곧 청산에 들어

갈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해산에 이를 때까지 현직에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인

정되었다.

재벌가족은 하나같이 종전의 任員職에서 쫓겨났으며, 그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

을 상실하게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재산세의 납부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物納하여 
자금교부의 재원으로 삼거나 부동산수입도 변변치 않아서 도저히 공과금을 부담

할 수가 없고, 달리 경상수입의 길도 없는 경우 동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동산은 대개가 書畵나 骨董品類로서 수요층
이 좁아서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급등하는 데 반하여 처분가격은 아주 낮았다. 부

동산의 처분에 관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 이리하여 여유재산도 감소하 고 

또 장래 많은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서, 적어도 생활비의 일부를 근로수입에 의

47) 1949년 4월부터 1950년 3월에 이르기까지 3개년간 각 지정자의 생활비예산(3개월마다)

의 추이는 그간의 물가의 추세도 여실히 반 하고 있지만, 각 家의 가족수로 나눈 1인

당 1개월 생활비를 보면 1947년 4월에서 6월까지는 1,403圓이었던 것이 1948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약 배증하여 2,737圓이 되었고, 1949년 4월부터 6월까지는 7,157圓이었다. 당

초를 100으로 한 지수는 510까지 상승하 다. 

48) 위의 책, 3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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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회사의 임원이외의 직에 취직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위원회령 19조의 3 참조), 과거의 경험과 재주를 가장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원으로 선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수입획

득의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1948년 후반부터 이러한 종류

의 승인신청이 제출되기 시작하 으며, 1950년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례는 

3건이었고,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2건이었다.49)

Ⅴ. 過度한 經濟力集中의 排除

1. 集中排除法의 成立經過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이하 ‘集中排除法’ 또는 ‘集排法’이라고 한다)은 평화적 또

는 민주적인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가능한 한 빨리 과도한 경제

력의 집중을 배제하고 국민경제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民主的이고 健全한 
國民經濟의 再建의 基礎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동 법은 1947년 7월 28일 和田 經濟安定本部長官에 의하여 경제각료간담회에 
원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臨時閣議에서 법안을 정식으로 결정하 으며, 10월 9

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集排法의 必要性에 대하여는 각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

인 입장에서 한 비판과 法律論의 입장에서 한 비판, 그리고 법의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인 비판 및 법안의 수정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經濟的인 立場에서의 批判

경제적인 입장에서 하는 과도경제력집중의 배제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社會主義의 立場에서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資本主義의 立場에서 본 것이었다.

전자는 이미 재벌의 해체에 의하여 일본의 산업자본은 와해되었다고 하고 있는 

때에, 경제력집중배제를 강행하게 되면, 일본 경제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부터 

산업자본주의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機械制大工業의 시대보다도 工場制手工業의 시대가 
더 민주적이거나 혹은 가내수공업, 단순상품생산의 시대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자본주의의 민주화는 이와 같은 역행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도달한 

49) 위의 책, 305-3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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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단계를 社會主義의 物質的 準備로서 이용하여 民主的 努力에 의한 社會化
의 方向으로, 즉 생산수단의 공유공 화의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 다. 그러나 집중배제법안을 정부제출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구한 것

은 바로 片山 社會黨內閣이었다. 그리하여 집중배제법안에 대한 사회당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었다. 다만 6개항의 희망조건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公益
事業의 國營化措置가 취해질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 들어 있었다. 

한편 후자는 현실적인 일본경제에 관한 논의로서 경제력집중의 배제가 과연 우

선 부흥을 필요로 하는 일본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 다. 즉 전쟁에 의하여 생산수단의 절반이 파괴되어 생산력의 저하에 

고민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먼저 생산력의 회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적 자립이 없이는 민주화의 성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경제력의 집중을 배제

하게 되면 생산력을 더욱 정체 또는 저하시키게 된다. 기업의 경 에 대하여 말하

자면 기업의 합리화의 틀을 좁히고, 금융력을 약소화시키며, 코스트의 앙등을 초

래할 뿐만 아니라, 겸 부문 중에는 독립성이 없어서 붕괴하는 것도 생기게 될 것

이고, 또 종합적 생산이 곤란하게 된 전기업이 부품공업화할 위험이 있다. 이리하

여 경제력집중의 배제는 일본의 경제적 자립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日本經
濟를 破壞할 危險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부흥과 자립화를 논거로 하는 集中排除法案에 대한 맹렬한 
抵抗은 ‘이전에 財閥의 解體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수락한 大産業家가 復活
戰을 하려는 힘과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사실 소수의 재계인사들

은 집중배제법을 인원정리에 의한 기업합리화의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

던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이 법안은 생산의 부흥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민주화계획으로

서 일본경제의 실상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각 방면으로

부터 비판과 반격을 받아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한동안 논의의 표적이 되었다.50)

(2) 法律論의 立場에서의 批判

집중배제법안에 대한 법률론의 입장에서 한 비판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

나는 違憲論이었고 다른 하나는 無用論이었다.

우선 違憲論부터 살펴보면, 법안은 그 실시기관인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 대하여 
과도경제력집중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또 개개의 기업에 대한 

지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權限은 법안의 추상적 규정에 의하여 극히 包

50) 위의 책, 310-311면 참조.



제41권 4호 (2001) 日本의 財閥解體와 그것이 韓國財閥政策에 주는 意味 219

括的이고 廣範한 것이 된다. 동시에 특수한 성격을 가진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이

러한 行政行爲를 행하는 것은 일본헌법 제 65조에 비추어 의문이 있고, 또 동 법

의 적용여하에 따라서는 財産權이 侵害될 우려가 있다. 특히 동 법이 종래 國家總
動員法이 끝낸 權限의 委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컸었다. 예컨대 時事新報
社는 그 사설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한 날 아침에 이를 최고재판소에 제소하게 되
면, 필연 헌법위반으로서 무효로 선언될 것이 틀림없다’고 쓰고 있었다(1947. 

9.16).

물론 이러한 違憲論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抗辯이 제기되었다. 즉 委任의 問
題에 대하여는 법이 반드시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에 의한 
제한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公的
機關으로서 총리대신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는 헌법

의 본지는 견지되고 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배

제하는 예가 많이 있다. 

한편 이 법은 일본의 법률체계가 독일법체계로부터 미법체계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성립한 것인데, 법의 운용에 광범위한 폭을 가지고 있는 미법체계에 아

직 익숙하지 않은 일본국의 정세가 이러한 분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도 부

정할 수 없었다.

또한, 우선 集中排除法案의 입안에 대한 報道는 제한회사령, 會社證券保有制限
令, 持株會社整理委員會令 또는 獨占禁止法 등 일련의 재벌해체 및 독점금지를 목
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에 의하여 이미 대기업의 독점과 집중에 대한 직접적인 조

치가 종료된 것으로 양해하고 있던 일부 계층에 대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無用論은 다음과 같은 것을 논거로 하고 있었다. 즉 경제력의 집중을 구

현하고 있던 대기업과 재벌가족의 지배력은 이미 지주회사, 재벌가족의 지정 내지 

해체, 분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쓸데없이 경제계를 혼란시킬 

뿐이다. 한편 잔존하는 경제력의 집중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企業再建整備法, 金
融機關再建整備法의 운용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재건정비계획의 진행을 볼 때에 새로이 별개의 입법을 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재건을 지체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독점금지법과 중복될 우려도 있다.51) 집중

배제법안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은 초기에는 이러한 무용론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집중배제법의 실시가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바로 사라져 버렸

다.52)

51) 1947년 8.14. 時事新報 ‘집중배제는 단독법의 필요가 없다.’

52) 위의 책, 311-3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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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法의 內容에 대한 具體的인 批判

集中排除法案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은 점차 법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집

중배제의 실시기관인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관한 것, 기타 지정대상의 범위, 집중

의 기준, 지정기간 및 이의신청이 문제가 되었다.

持株會社整理委員會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46년 4월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청산, 상무의 감독 그리고 지주회사 및 지정자의 보유재산의 

양수,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인데, 그 성격은 업무의 성질상 행정관

청의 직능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는 순수한 관청이 아니라 독자의 형식에 의한 

사무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미국의 위원회제도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민주

적 합의제에 의하여 운용되는 일종의 행정기관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집중배제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첫째

로 그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력집중배제법은 광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은 당연히 정부가 가지고 책임있게 행사해야 할 것이기 때

문에 그 행사기관은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 정부에 직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 으며, 그 때문에 ‘지주회사정리위원회법안’, ‘동 특별회계법안’이 준비되었다. 

한편 지주회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職은 국무대신의 職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
다. 그런데 이러한 관청화론에 대하여는 강경한 반론이 있었다. 그 이유는 ① 관

청화는 능률을 저하시키고, ② 관청화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감독을 하고 정부와 

연계를 갖는 것은 종래의 실적에 비추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③ 위원회의 

장을 국무대신으로 하게 되면 정변에 의해 경제력집중의 배제라고 하는 국민경제

의 합리적인 재편성에 不測의 波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반사정에 의하여 다른 관청에 의한 집중배제의 실시는 불가능하고 또 위원회의 

관청화가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중심은 지주회사정리위원회의 운 으로 

기울어졌다.53) 

이러한 비판의 향을 받아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성립과 동시에 지주회사정

리위원회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54) 

① 정리위원회는 공적기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는다. 

53) 비판의 한 예로서 1947년 9월 15일 朝日新聞의 사설은 9인의 위원중에 생산업에 관계

있는 사람은 경우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금융계의 인사라는 점과 지주회사정리

위원회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일본경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장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국회의 승인하에 선임되는 형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4) 위의 책, 313-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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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중배제법에 관한 사무는 행정사무라는 견지에서 매 회계년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교부된다. 

③ 위원회의 회계결산은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法案의 修正

집중배제법이 일본경제에 미칠 향이 크기 때문에 각층으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은 각종의 비판이 가해졌으며, 또 구체적인 법의 내용 즉, 배제의 대상,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경제력의 집중으로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은 10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는 부당한 사업능력의 교차, 독점적인 계약․결합, 개인 또는 가족의 지배력 등 3

가지가 열거되고 있었으나 국회통과안에는 전 2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또는 

가족의 부 및 지배력은 지정당시에는 고려에 들어갔으나 직접적인 배제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력의 집중이라고 하던 것을 과도한 경제력의 집

중으로 고치고, 또 과도한 경제력집중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당초 예컨대 자본금 1천萬圓 이상 혹은 생산능력 전국대비 20% 

이상 등과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이 준비되었으나 결국 지주회사정리위원회

가 정하는 것으로 하여 비교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었다. 그밖에 배제지정의 기

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 기업의 불안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점, 혹은 지주회사정

리위원회의 처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의 취급방법 등이 문제가 되었다.

그밖에 금융기관을 집중배제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과거 

여러 차례 전쟁수행의 중요한 담당자의 하나가 되었던 일본 독점금융자본의 집중

배제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 

측에서는 일제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 다. 그러나 주요은행은 모두 분할재편성

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각각 자주적인 分割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법안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특히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고 법의 운용에 맡기게 되었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48년 7월

에 이르러 금융기관은 지정되지 않도록 결정되었다.55)

2. 過度經濟力集中排除의 實施

(1) 過度經濟力集中의 指定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은 이상과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1947년 12월 9일에 성

립되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1948년 2월 8일에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법 

제 6조에 기하여 ‘광공업부문에 있어서 과도한 경제력집중에 관한 기준’을 공포하

55) 위의 책, 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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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제 1차 지정기업으로서 광공업 257개 사를 지정, 공포하 다. 그리고 2

월 22일에 ‘배급업 및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과도경제력집중에 관한 기준’이 공포

되어, 제 2차 지정기업으로서 배급업 및 서비스업 68개 사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지정기업자의 총수는 325개 사이고, 그 자본금의 합계는 공식적으로는 23,767百萬
圓이고, 불입된 것은 20,045百萬圓이었다. 이는 1947년 일본 주식회사의 불입자본

금 총합계의 65.9%를 점하 으며, 각 부문의 대기업 전부를 망라하고 있었다. 그

리고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 基한 節次規則’

에 의하여 지정기업자의 기업활동의 일체에 미치는 구속지배는 자 그대로 지주

회사정리위원회가 장악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제력집중의 심사를 위하여 동 절차

규칙이 요구하는 방대한 조사서류 및 회사가 입안하는 재편성계획서는 3월 내지 

4월중에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제출되어 그 심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5월에는 

中外鑛業 등 50개 사에 대하여는 과도경제력집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이른

바 A급) 취소지령이 내려졌고, 그밖에 B급과 C급의 144개 사(경제력의 집중이긴 

하지만 기구상의 재편성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 또는 회사증권

보유제한령의 취지에 따라서 보유주식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령이 내려

졌다. 7월에 들어와서는 일본질소 등 31개 사가 기구상의 재편성을 요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확인되어 B, C급에 편성되었으므로 합계 225개 사가 해제 또는 사실상 

해제된 셈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남아 있는 100개 사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었다.

100개 사중에서 日本曹達 및 日産化學工業에 대하여는 7월 회사측이 입안한 재
편성계획을 승인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각각 6개 사로 분할하는 지령이 내려져서, 

과도경제력의 집중배제는 마침내 현실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동안 

집중배제를 필요하게 한 배후의 정세가 점차 변화하게 됨에 따라 집중배제가 진

정으로 의도하는 바가 분명해지게 되어, 어느 의미에서는 법의 실질적인 수정이라

고 하는 착각이 실현되는 것과 같은 현저한 움직임이 표면화되었다.56)

(2) FEC 230호

이러한 현저한 움직임은 1948년 5월에 입국한 集中排除審査委員會(이른바 5인 

위원회)에 의하여 9월 11일에 발표된 ‘과도경제력집중배제실시에 관한 4원칙’에 

의하여 표면화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미 1947년 12월 동 법의 성립당시에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즉 집중배제법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그 내용뿐만 아니

라 기본적 이념에 대하여 내외의 격론이 있었던 것은 전술한 바이고, 성립 직전에

도 不成立 혹은 審議延期의 시도가 행해진 것을 보면 집중배제의 방향에 반대하
는 유력한 발언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집중배제

56) 위의 책, 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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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가 된 문서, 즉 극동위원회(FEC) 230호 문서에 관한 시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FEC 230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1) 경제력의 과도한 개인적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일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을 민주화하는 데에 필요하다.

2) 경제력의 집중이란 이윤을 위하여 운용되는 모든 개인적 기업 및 결합으로

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a. 자산이 큰 것

b. 종업원 수가 많은 것

c. 비관련성 부문에 종사하는 것

d.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

e. 중요생산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 

3)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은 가능한 한 관계가 없는 단위에 즉시 분배되어야 

한다. 한편 지배력을 발휘해 온 개인은 모든 회사의 주식, 유동자산 및 사업자산

을 징수당하고, 사업 또는 정치상의 모든 책임있는 지위에서 배제되며, 앞으로 10

년간은 회사주식의 구입 혹은 사업 또는 정치상 책임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

4) 구매상 상당한 특권 및 그 특권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재정상의 

원조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의 투자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또는 농업조합, 소비

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에 대하여 주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실업계를 분쇄하려는 대계획’ 또는 ‘실제에 있어서 전일본실업

을 하나의 공장을 가진 회사로 해체해 버리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공식가격으로 

매수하여 새로이 기업가,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에게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FEC 230호는 카우프만박사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니면 미국에서 평가되

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좌익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230호는 단순히 재벌의 폐

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본산업의 철저한 파괴를 규정한 것’이

라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 FEC 230호는 1947년 5월 극동위원회에 제시되었으

나, 그 후 8월에는 정부의 고위급에서 FEC 230호의 수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작업은 해체를 감시하기 위한 5인의 심의위원회를 동경에 파견하는 것에 의하여 

마침내 완성되었다.

카우프만박사의 집중배제법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는 미국 내에서도 보다 철저

한 반박이 가해졌다. 그리고 1948년 1월 맥아더 원수는 집중배제를 철저히 추진한

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집중배제는 법문에 나타난 문언의 최대한으로 실시될 것처

럼 보 지만, FEC 230호의 폐기결정 및 그간의 정세변화는 결국 집중배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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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에 있어서 면 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 다. 즉 1948년 초두에 로

얄 육군장군은 센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경제상태에 발생한 새로

운 변화에 즉응하여, 일본을 침략적, 비민주적인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한 방벽으

로 삼기 위하여, 일본경제를 안정되고 강력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자립을 촉진 

원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3월에 스트라이크보고 - 일본에 관한 산

업배상조사보고 -는 일본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철거에 반대

하고 급속한 일본경제자립화의 방향을 밝혔다. 그후에 도착한 트래퍼 사절단은 4

월 6일 FEC 230호를 폐기한다는 뜻을 발표하 으며, 일본의 산업해체, 재벌임원

의 추방을 계획한 동 문서를 재검토한 결과 그 많은 부분이 폐기되기에 이른 것

이 밝혀지게 되었다. 더욱이 동 사절단은 그 시찰보고에서 경제력의 집중배제에 

수반하는 악 향은 경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간에 독점금지법은 완화가 

실현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존립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 집중배제법은 당연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57)

(3) 이른바 4原則

1948년 5월에 내방한 집중배제심사위원회 - 이른바 5인 위원회는 과도경제력집

중배제법의 실시에 따라 배제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수시로 맥아더 원수에게 권고

할 권한을 가진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경제력집중배제

의 실시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하 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한은 보통의 

재판소의 경우와는 달리 별단의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에 정해진 

번잡한 규정에 구속되지도 않고, 일본국회가 가결한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을 실행

에 옮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5인 위원회는 일본의 집중배제를 심사한 결과, 9월에 이르

러 다음과 같은 집중배제실시상의 4원칙을 발표하 는데, 이로써 과도경제력집중

배제법의 운용, 실시가 보다 명확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58)

① 집중배제법에 의한 지령은 당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중요기업을 위하여 

다른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

여 내린다. 

② 관련성이 없는 사업활동을 위하는 것만 가지고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이라

고 할 수 없다.

③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획한 재편성계획을 이유로 법률에 의한 재편성의 지

령을 거부할 수 없다.

57) 위의 책, 316-317면 참조.

58) 위의 책, 317-3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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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중배제법에 의한 지령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사실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제한된다. 

 (4) 過度經濟力集中의 取消
4원칙의 발표에 의하여 이미 재편성의 지령안이 통달되어 있던 日本曹達, 日産

化學工業, 神戶製鐵, 扶桑金屬, 日本鋼管 등 5개 사는 바로 지정이 취소되었고, 그

후 연이어 취소가 발표되었다. 1950년 3월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경제력집

중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편성의 지령을 받은 것은 王子製紙 등 18개 사에 불과하
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日本發送電, 九配電會社 등 10개 사인데, 전력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집중배제법의 임무

는 일응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편성의 지시를 받은 18개 사중에서 

보유주식의 처분으로 족한 것이 4개 사, 공장의 처분으로 족한 것이 3개 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구상의 재편성을 요하게 된 것은 11개 사에 지나지 않았다.59)

3.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 의한 措置의 槪要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공포 후 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 법 운용의 구체화

에 의하여 당초에 지정된 325개 사중에서 이 법률에 의하여 조치된 것이 겨우 18

개 사에 불과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여기서는 이들 18개 사에 대한 조

치의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鐵鋼部門

철강부문에 있어서 과도한 경제력집중이라고 인정된 기업은 일본제철뿐이었다. 

그 외에 이른바 鐵鋼 3사인 神戶製鐵, 扶桑金屬, 日本鋼管은 한 때 경제력집중으
로 인정되어 각각 회사측이 제출한 재편성계획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분할의 지령

안이 발표되었지만, 4원칙에 기한 재검토의 결과 1948년 11월에 이르러 지정이 취

소되었다.

일본제철에 대하여는 그 독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9일 2개 사 분할

의 지령안이 통달되었다. 즉, 위의 지령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독립한 분리회사인 

八幡製鐵株式會社와 北日本製鐵株式會社 2개 사를 신설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60)

(2) 鑛業部門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三井鑛山株式會社, 三菱鑛業株式會社, 井華鑛業株式會社 
59) 위의 책, 318면 참조.

60) 위의 책, 319-3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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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帝國石油株式會社 등 4개 사에 대하여 경제력집중이 인정되었는데, 경제력집중

의 배제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전3자에 대하여는 그 독점의 배제를 위하여 2개 사

로 분할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帝國石油에 대하여는 전 보유주식 및 광구를 처분
하라는 지령을 통달하 다. 분할의 방법은 三井鑛山과 三菱鑛業에 대하여는 새로 
2개 사를 설립하든지, 혹은 1개 사를 분리 신설하고 구회사를 존속시키든 지에 대

하여는 동사의 선택에 맡겨졌으나, 井華鑛業에 대하여는 신설회사 2개 사로 분할
하도록 하 다. 

그 결과, 三井鑛山株式會社는 1950년 5월 1일 석탄부문을 담당하는 三井鑛山과 
금속부문을 담당하는 제 2회사인 신광광업으로 분할되었으며, 三菱鑛業株式會社는 
같은 해 4월 1일 석탄부문을 담당하는 三菱鑛業과 금속의 채굴과 제련을 목적으
로 하는 제 2회사인 太平鑛業으로 분할되었고, 井華鑛業株式會社는 같은 해 3월 1
일 석탄의 채굴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井華鑛業과 제 2회사(別子鑛業, 別子建設, 

別子百貨店)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帝國石油株式會社는 같은 8월 31일 總裁酒井
喜四라는 이름으로 재발족하 다.61)

(3) 機械, 造船部門

기계 및 조선업에 있어서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인정된 기업은 東京芝浦電氣, 日
立製作所, 三菱重工業 및 東洋製罐 등 4개 사 다. 전2사는 각각 공장처분의 지령

을, 三菱重工業은 3사 분할 및 구회사의 해산을, 그리고 東洋製罐은 분리회사 1사
의 신설을 지령받았다.

東京芝浦電氣에 대하여는 그 독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9년 6월 공장처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지령이 통달되었다. 

① 동사는 旭川, 加茂, 長井 등 27개 공장과 生物理化學硏究所를 처분하지 않
으면 안된다.

② 동사는 東芝차량주식회사와 합병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 지령에 의한 공장처분의 결과, 중전기부문에 있어서 전동기 28%, 전류협정

기 27%, 전기로 50%, 경전기부문에 있어서 전구 45%, 수신관 8% 등이 감축되었

다. 그리고 東芝는 위의 결정지령에 기하여 1949년 12월 31일부로 제 2회사의 설
립, 공장처분 및 東芝차량의 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아 재발
족하 다. 또 처분되어야 할 27개 공장 중 14개 공장은 당사의 제 2회사로서 

1950년 2월에 새롭게 발족하 다.

그리고 株式會社日立製作所에 대하여는 1949년 3월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35개 
공장 중 本津川, 尼崎 등 19개 공장을 처분하라는 지령이 통달되었다. 日立은 이 

61) 위의 책, 322-3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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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에 의해 7월 31일 공장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인가받아 재발족하

다.

한편 三菱重工業주식회사는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三菱財閥에 있어서 지배적인 
지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1949년 6월 분리회사 3사를 신

설하고 구회사는 해산함과 아울러 신회사에 대하여는 三菱重工業이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령이 통달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동사는 10월 31일 제 

2회사 3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아, 다음해 1월 11일 

제 2회사62)의 설립과 더불어 해산되었다. 

또한 東洋製罐주식회사는 일본의 製罐業에 있어서 독점이 인정되어 그 독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9년 7월 분리회사 1사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통달

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12월 31일 제 2회사 1사의 설립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인

가를 받아 재발족하 으며, 제 2회사인 북도제관은 1950년 2월 1일에 발족하

다.63)

(4) 化學工業部門
화학공업에 있어서 과도경제력집중으로 인정된 기업은 화약제조업에 있어서 日

本火藥과 제지업에 있어서 王子製紙 2개 사 다. 그밖에 1948년 일본조달과 일본

화학공업에 대하여 각각 6개 사 분할이 지령되었으나, 전술한 4원칙에 의한 재심

사의 결과 지정이 취소되었다. 

日本火藥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49년 4월 동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64)는 지령을 통달받았다. 이 지령에 기하여 당

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보유하는 日化實業 발행주식 2만株 및 직접 처
분이 곤란한 폐쇄기관 발행주식 27,160주를 제외하고, 1949년 12월말까지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처분을 완료하 다.

한편 王子製紙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지산업에 있어서 그의 독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6개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안이 통달되었으나, 이 지령

안을 4원칙에 의하여 재심사한 결과 1949년 1월 전혀 다른 견지에서 3개 사 분할

과 구회사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지령이 통달되었다. 이 지령에 의하여 당사

는 1949년 6월 30일 3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아 동년 8월 

1일 제 2회사 3사를 설립하고 해산하 다.65)

(5) 纖維工業部門

62) 제2회사 3사는 東日本重工業, 中日本重工業 및 西日本重工業이었다.

63) 위의 책, 327-331면 참조.

64)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소유하는 일화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65) 위의 책, 332-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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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업중 독점이라고 인정된 것은 大建産業과 帝國纖維 2개 사이었다. 전자는 

상사부문과 제조부문을 겸유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고, 후자는 亞麻공업에 관한 
것이었다. 섬유업의 중심으로서 일찍부터 독점적 상태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던 방

적업에 대해서는 鐘紡외 방적 10개 사는 전부 지정이 취소되었다.

먼저 大建産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독점적 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9년 
3월 25일 제조부문과 상사부문을 분리하라는 지령이 있었고, 이것이 동년 4월 15

일 결정지령으로 확정되었다. 이 지령에 따르면, 당사는 2개 사로 분할되어야 하

는데, 1949년 10월 11일 상사부문을 두 개로 나누어 2사로 하고 방적 1사 기타 1

사 등 합계 4개 사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아 다음해 3월 

1일 해산하 다. 

한편 帝國纖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49년 7월 그 독점적 능력을 배제하기 위
하여 그 자산을 승계하는 신설 3회사로 분리하고 구회사는 해산하라는 내용의 지

령이 있었으며, 이 지령에 기하여 1950년 5월 31일 제 2회사 3사 설립의 정비계

획의 인가를 받아 동년 7월 1일 제 2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하 다.66) 

(6) 食糧工業部門

식량공업에 있어서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인정된 기업은 大日本麥酒와 北海道酪
農協同의 2개 사 다. 우선 大日本麥酒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독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당사를 2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내용의 지령안이 통달되었고, 

다음해 1월 지령안과 같은 내용의 결정지령이 통달되었다. 이 결정지령에 따라 동

사는 1949년 7월 25일 제 2회사 2개 사 신설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인가

를 받아 동년 9월 1일 일본맥주와 조일맥주 2개 사를 설립하고 해산하 다.

그리고 北海道酪農協同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49년 6월 그 독점적 능력을 배제
하기 위하여 3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안이 통달되었으며, 이 지령안은 청문

회를 거쳐 신회사 1사 설립과 2공장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지령으로 변경

되어 1950년 1월에 통달되었다. 이 결정지령에 기하여 당사는 신회사 雪印乳業을 
설립하고 또 그 자산의 일부를 明治乳業 및 森永乳業에 양도하고, 상호를 북해도

버터주식회사로 개칭하여 재발족하 다.67) 

(7) 映畵, 演劇, 興業部門 기타

松竹주식회사와 東寶주식회사는 일본국 화의 제작, 배급, 흥행 및 연극흥행에 

있어서 고비율의 능력을 가지고 또 사업상 관련이 있는 수개의 자회사를 지배함

으로써 경쟁을 제한하여 타인이 단독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66) 위의 책, 334-336면 참조.

67) 위의 책, 337-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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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어, 1949년 7월 보유주식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안이 통달되고, 

동년 8월 같은 내용의 결정지령이 통달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동사는 그가 보유하

는 타사의 주식 전부의 처분을 완료하 다.

그리고 日本通運주식회사는 小運送외에 交互計算事業, 貨物引換證의 整理保證業
務, 元請業務, 倉庫業 등을 겸 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배 또는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적 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그 약간의 사업상의 자산을 처분하여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

안이 통달되고, 다음해 1월 같은 내용의 결정지령이 통달되었으며, 이 결정지령에 

따라 당사는 1950년 3월 31일 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아 4월 25일까지 자산 일부의 

처분을 완료하고 재발족하 다.68)

Ⅵ. 持株會社와 指定者가 保有하고 있던 有價證券의 讓受 및 處分

1. 證券의 讓受

(1) 財閥資産讓受에 관한 基本方針의 確立

재벌이 독점자본의 한 형태로서 일본의 각종 산업에 확고한 지배적 지위를 구

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인적결합과 더불어 주식 등 유가증권의 소유

에 의한 기업지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분산에 의한 기업지배력의 단절은 재벌해체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방책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거의 3년간 재벌 내지 콘체른 소유의 유가증권의 양수 

및 처분을 실시해 왔는데, 이 기간은 1948년 8월을 경계로 하여 업무 수행상 대체

로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6년 8월부터 1947년 8월까지 1년간은 증권양수의 단계로서, 67개의 지주회

사, 56명(그중 4명 사망, 추가지정 1명)의 지정자로부터 그들 소유의 유가증권의 

양수를 거의 완료하 다. 다만 1947년 12월에는 추가 지정된 이른바 ‘지방재벌’ 16

개 사로부터 그 유가증권의 양수를 위의 양수를 필한 증권의 처분과 병행하여 행

하 으며, 이로써 양수의 단계는 일응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한편 1947년 6월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증권처리조정협의회(이하 단순히 ‘협의

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동년 8월이후부터 양수유가

증권의 처분은 본격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7년 8월 이후의 제 2단계는 증권처

68) 위의 책, 338-3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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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지정자의 재산내용은 유가증권, 그밖에 동산 및 부동산 등 매우 다양

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위원회의 사명인 ‘기업소유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이러

한 재산권에 일정한 구속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양수하게 되는 재산의 

범위 및 순서는 스스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는 직접 관련이 깊은 것

부터 하고 비교적 관련이 적은 것은 나중에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

는 것은 남겨 두어, 그 상무를 지도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 다.

이 점에 관하여 1946년 8월 27일 제 1회 위원총회에서 지주회사의 재산양수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른다고 결의한 바 있다.

1) A.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을 먼저 하고 부동산 및 기타의 재산은 나중에 한다.

  B. 유가증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이를 전부 양수한다.

  ① 종속회사의 주식 기타 ②, ③, ④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

  ② 재외재산에 속하는 것

  ③ 폐쇄기관에 관한 것

  ④ 기타 특히 청산인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양수증권의 名義改書는 빨리 이를 실행한다.

3) 양수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현실적으로 점유의 인도를 받는다.

이 제 1회 위원총회에서는 이와 동시에 주식회사三井本社, 주식회사三菱本社, 

주식회사住友本社, 합명회사安田保善社, 富士産業주식회사 등 이른바 5대재벌 본
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하기로 결의하여 재벌해체의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다는 점

은 전술한 바와 같다.

위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는 당일 위원회지시 제 1호 ‘재산양도에 관한 포괄지

시’를 발하여, 재벌재산의 양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위원회의 처리방법을 명시하

다.69)

(2) 有價證券의 讓受狀況

유가증권을 양수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사로부터 그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명세표를 제출받았다. 전술한 증권양수의 근본방

침에 기하여 위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들 중에는 차입금의 담보 및 

공탁에 제공되어 있는 것, 혹은 전액불입주식, 미불입 주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괄 양수하게 되면 절차상 여러 가지의 곤란이 생길 것이 예측되어서, 문

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전액불입주식, 지분 등 및 공사채를 제 1차로 양수하

도록 하고, 1946년 9월 23일 위원회지시 제 3호로 三菱本社에 대하여 양수할 재

69) 위의 책, 429-4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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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별적 지시를 하 다. 이어서 나머지 4개 사에 

대하여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다만 富士産業에 대하여는 동사가 지주회사로 지정되기 이전에, 동년 6월 29일 

총사령부에 의한 동사 정리안에 관한 각서에 기하여 그가 소유한 유가증권을 동

사 자체의 손으로 주식발행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처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위원회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는 점유만을 이전

받아 보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하여는 ‘引渡財産指示에關
한件’으로서 다른 지주회사에 대한 지시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1946년 10월 8일 三井本社, 三菱本社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유가증권의 양수를 
실시하여, 그 증권은 日本勸業銀行 본점의 금고에 수납되었다. 그후 10월 16일 大
阪에서도 住友本社가 소유한 유가증권의 양수가 행해졌으며, 이 증권은 일본은행 

大阪支店의 금고에 수납되었다. 安田保善社 및 富士産業가 소유한 유가증권의 양
수 및 인도는 10월 29일에 이루어져서 제 1차로 지정된 5개 사의 제 1회 양수는 

완료되었다. 이 양수된 유가증권총액은 불입금액으로 1,586,847千圓으로서 5개 사
가 보유한 유가증권총액의 78.4%에 해당되었다.

1946년 12월 7일 川崎重工業이하 40개 사(제 2차 지정), 동월 28일 三井鑛山 등 
20개 사(제 3차 지정)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었다. 이상 60개 사에 대하여도 위의 5

개 사와 마찬가지로 미리 그들이 소유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 2차

와 제 3차 지정 지주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제 1회 양수에 있어서는 전술한 

재산양수의 근본방침에 추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인정되었다.

① 특별경리회사의 경우 공채 기타 新勘定에 속하는 채권
② 지주회사의 계산으로 동사의 사원이 가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③ 그 회사의 상무집행에 필요한 동종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기타 寄附的 性質
을 띤 사교단체 클럽 등에 대한 출자

제 2차와 제 3차지정의 60개 사에 대하여는 특히 1947년 3월말까지 양수를 완

료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사령부로부터의 지시가 위원회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각 지주회사를 독려하여 가급적 빨리 자료의 제출을 구하고 양수준비에 

노력한 결과, 1947년 2월 10일 昭和電工分부터 양수를 개시하여 3월 29일에 종료
할 수 있었다. 이 양수증권의 총액은 불입금액으로 3,567,304千圓으로서 소유총액
의 52.3%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 동안에 동년 3월 15일 국제전기통신과 일본전신전화공사가 지주회사로 지정

되었다(제 4차 지정). 이 양사는 그 업무와 설비 등 일체를 정부에 이양하고 해산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소유재산을 이양하는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양수하여 



232 權 五 乘 서울대학교 法學

정부에 매각하는 특별수단을 채택하 다. 양사의 동산과 부동산은 바로 정부에 매

각되었지만, 유가증권에 대해서만은 다른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관리와 처분을 

목적으로 모두 위원회가 이를 양수하 다. 이러한 사정으로 종래의 재산양수방침

과는 달리 재외회사의 주식까지도 포함한 일체의 유가증권(공사채, 지분, 주식 등)

의 소유권을 양수하게 되었으며, 일본전신전화공사는 동년 4월 28일 국제전기통신

은 5월 1일에 각각 양수를 완료하 다. 그 양수된 유가증권의 총액은 액면금액(공

사채 등) 또는 불입금액(주식)으로 37,088千圓이었다.

전술한 2개 사의 지정을 전후하여 3월 13일 三井高公 등 56명을 재벌가족으로 
지정하여, 바로 그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양수에 착수하 다. 그런데 이 지정자

들은 재산세의 납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일부를 物納으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세무당국의 査定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 때
까지 일응 양수기일이 연기되었다.

그리고 그간에 제 1차로 지정된 三井本社 등 5개 사에 대하여 제 1회 양수에서 
제외했던 미불입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 이들 미불입주식은 불입의무가 있기 때

문에 당 위원회의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전술한 ‘인도’의 형식을 취하

도록 지시하 다. 또 그 당시에도 미불입주식으로 금융기관에 차입금의 담보로 차

입중인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술상 양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은 불입이 

완료되거나 담보가 해제되거나 또는 처분계획이 실행되는 경우에 양수하기로 하

고, 일응 양수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미불입주식의 인도는 동년 5월 6일부터 

시작되어 12일간에 걸쳐서 완료되었다.

富士産業에 대하여는 그 미불입 주식의 전부가 금융기관에 담보차입 중이었기 
때문에 인도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948년 3월 22일부로 총사령

부가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에 기하여 위원회에 인도되었다. 이리하여 5개 사가 제

2회로 인도한 유가증권의 총액은 불입금액으로 186,398천원으로서, 제 1회 양수분

을 포함하면 그 양수는 보유유가증권 총액에 대하여 85.8%가 되었다.

지정자의 재산세 물납 결정은 연기를 거듭하다가 동년 6월중에 거의 결정되었

기 때문에, 물납 예정의 주식, 그 이외의 미불입 주식 및 담보차입주식을 제외하

고,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그 유가증권의 양수를 완료하 다. 제 1회에 양수된 

유가증권의 총액은 388,241千圓이었다.

제 2차와 제 3차로 지정된 지주회사 60개 사에는 또 미양수 유가증권 중에서 

담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미불입주식이 남아 있었지만, 이것은 동년 9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부 인도를 받았다. 그 총액은 597,039千圓으로서 제 1차 양수분과 
합하여 소유총액의 61%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9월 26일 大原合資 등 16개 사가 지주회사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이들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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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벌로서 그 양수는 12월 3일부터 시작하여 12일에 종료되었다. 이 지방재벌 

16개 사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의 총액은 162,128千圓으로서 소유총액의 84.7%에 
달하는 것이었다.

제 5차로 지정된 이른바 지방재벌 16개 사로부터의 양수를 완료함으로써 재벌

해체의 제 1단계는 종료되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미불입 주식으로 금융기관

에 담보차입중인 것, 혹은 戰災로 인하여 소실된 株券 등 절차상 양수로 처리된 
것은 각각 양수가 가능하게 되는 순서대로 양수가 이루어졌다. 또 1949년 9월말 

현재의 양수상황은 지주회사, 지정자를 합하여 7,263,326千圓으로서 소유총액 
10,319,314千圓의 70.4%에 달하 으며, 이는 지주회사, 지정자의 소유유가증권의 

총액으로부터 재외회사 주식, 폐쇄기관 주식 등을 제외한 양수예정 유가증권의 

99.1%를 양수한 것이다.70)

2. 讓受證券의 處分

(1) 處分의 基本方針 確立

지주회사 및 지정자로부터 양수한 이러한 거액의 유가증권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하여 위원회는 1947년 8월 27일에 시행한 위원회의 업무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즉 양수재산의 처분은 기업의 소유와 경 의 민주화를 목

표로 하는 적정하고 타당한 방식에 의거하도록 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

의할 것을 요한다.

① 증권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행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이를 우선적

으로 매각할 것

② 지주회사와 재벌 일족에 대하여는 매각하지 않을 것

③ 지주회사의 종속회사 및 1945년 칙령 제 657호 ‘회사의 해산의 제한등의 

건’에 기하여 지정된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을 것, 단 타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당해 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의 매각을 하지 

않을 것. 매각주식과 종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주식총수의 

1%를 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⑤ 당해 주식의 1%라 하더라도 과다한 투자집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위

원회는 그 수량에 따라 위의 비율을 감축할 것

위원회는 그가 양수한 유가증권을 처분․재분배함에 있어서 資本의 再集中 및 

70) 위의 책, 430-4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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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지배조직의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지주회사, 지

정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 중 가장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주식

인데, 그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종업원에게 주식보유의 기

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과 아울러, 고도의 대중자본을 동원함으로써 주식의 소유

를 최대한 국민일반에게 널리 분배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구히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소유와 경 의 민주화에 一助하려는 의도 다.71)

(2) 處分方法

이 처분방침은 구체적 방법으로서 특수처분(종업원처분, 연고자처분)과 일반처

분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종업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양수한 주식을 일

정한 가격으로 매출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를 통하여 종업원의 응모를 

제 1차 우선으로 하고, 만약 종업원들간에 소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사

무소, 공장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응모를 제 2차 우선으로 하는 - 

지방인처분 - 특수한 처분방법이다. 이것은 후술하는 1946년 칙령 제 567호 ‘회사

의 證券保有制限令’ 제 6조에서 제한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가 보유한 증권의 

처분순위를 규정한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종업원 및 지방인처분은 그후 

상황의 변천에 따라 종업원을 의미하는 범위, 지방인의 허용되는 인원수, 1인당 

매수적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었지만, 재벌, 콘체른 등의 독점적 지배를 

벗어난 기업으로 하여금 자본과 경 의 자주적 결합을 한층 강화하여,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려는 생각은 일치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처분, 즉 종업원처분이나 연고자처분이 아닌 것은 장애가 없는 증권

유통시장을 전제로 하여 일반 투자자 층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가장 광범한 재분

배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는 주로 후술하는 증권처리조정협의회를 통

하여 입찰처분 및 매출처분으로 분류되었다.72)

① 入札處分
일정기간 공시한 후에 증권업자 및 일반투자자의 입찰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부터 순차로 낙찰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하는 일반입찰, 어느 지방에 한하여 

행하는 지방입찰, 株數 1만주 이하에 한하여 전국적 입찰을 행하는 특수입찰 및 
특정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지방적 입찰을 행하는 특정처분입찰로 나눌 수 있다. 

② 賣出處分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직접협의회에 의하여 일반에게 매출하는 동시에 증권업

자로 하여금 응모하도록 한다. 이것은 증권업자에게 인수시키는 인수매출, 증권처

71) 위의 책, 433면 참조.

72) 위의 책, 433-4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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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협의회에 의하여 매출되는 일반매출, 증권업자에게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위탁 

판매시키는 위탁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위탁하여 증권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

하는 시장매출로 나눌 수 있다.

(3) 證券處理調整協議會의 設立

위원회가 처분해야 할 주식은 그 價額이 총 18,400百萬圓으로서, 당시 일본국 

총 주식금액 43,700百萬圓(1946년 말 대장성조사, 불입자본금액)의 42%에 해당되

는 막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각 관계기관이 무계획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1945년이래 입회 정지되어 집단거래, 점두거래에 의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

는 데 지나지 않는 주식유통시장이 갑자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액의 주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시의에 적합한 

종합적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본경제의 재건상 불가피한 과제라고 생각되

었다. 이에 처분해야 할 유가증권의 재분배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유

가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시기, 가격, 수량 등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동시에 국민일반에게 유가증권을 널리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

처리조정협의회가 1947년 1월 법률 제 8호에 기하여 성립하게 되었다.73)

(4) 處分의 狀況74) 

1) 제 1기

제 1기는 1947년 6월부터 1948년 2월까지로서 양수유가증권의 처분개시로부터 

증권시장의 이른바 2월 붐에 이르는 시기이다. 먼저 위원회는 증권처리조정협의회

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태의 전개에 직면하여 업무규정 제 8조의 처분방침을 기

초로 하여 1947년 6월 19일 제 10회 위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처분의 기본방침

을 결정하 다.

가) 협의회의 설립과 더불어 양수증권의 처분준비에 착수한다.

A. 비특별경리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처분을 먼저 한다.

B. 특별경리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처분은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한 결정정비

계획의 인가 후에 이를 행한다.

나) 양수유가증권의 처분가격은 다음 각 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A. 당해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산업부문의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B. 당해 발행회사의 자산상황

73) 위의 책, 434-435면 참조.

74) 위의 책, 435-4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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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당해 발행회사의 수익성

D. 당해 발행회사의 사업의 장래성

다) 양수유가증권의 처분에 대하여는

A. 지정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은 먼저 당해 발행회사의 종업

원에게, 그 다음에 지점, 출장소, 공장 등에 所在하는 지방주민의 순서로 
우선 매각한다

B. 전항 이외의 회사의 발행주식은 일반처분에 의할 수도 있다. 다만 종업원우

선의 원칙에 유의한다.

C. 증권취득에 의한 경제력의 과도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다.

즉, 제한회사령, 기업재건정비법, 회사증권보유제한령 등의 제 법령에 의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를 요하지 않는 주식부터 처분을 개

시했지만, 감자, 채권의 삭감, 제 2회사설립의 유무 등의 미결정으로 인하여 주가

의 장래가 비교적 투명하지 않은 특별경리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결정정비

계획의 인가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재벌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배하

에 있었던 자회사의 소유 株式으로서 위원회에 양수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해 발행회사의 종업원에게 우선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이 방침에 기하여 처분해야 할 비특별경리회사의 주식은 1948년 5월말 현재 양

수유가증권 1,875품목, 111,067,062주, 불입금액 5,319,441,090圓 중에서 184품목, 

3,717,159주, 불입금액 182,098,995圓이었는데, 이 숫자를 기초로 하여 최초로 구상

된 포괄적 처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가) 日本發送電, 關西配電 및 九州配電 3개 사 782,422주는 각 회사의 주식수
가 많기 때문에 시장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전국증권업자

연합회에 위탁하여 매출한다.

나) 阪神電鐵이하 27개 사 144,405주는 협의회를 통하여 일반 매출한다.

다) 가) 나)를 제외한 東京製鋼이하 154개 사(주로 제한회사, 종속회사, 관계회

사) 2,790,332주는 종업원처분을 우선하지만, 칙령 제 567호 ‘會社保有制限
令’의 시행규칙발표를 기다려서, 동 칙령에서 말하는 지정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의 보유증권처분과 동시에 종업원처분을 한다.

이리하여 1947년 8월 關東配電이하 3개 품목 117,837주의 협의회 제 6차 입찰
을 필두로 하여, 동년 9월 일본발송전의 3000천주의 협의회 제 2회 일반매출 및 

동년 11월 관동제라친 3천주의 종업원처분을 최초로 하여 각종 방식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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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시했는데, 처분조건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47년 7

월 18일 총사령부의 지시에 의하여 제기된 경제력집중의 배제문제가 동년 12월 

18일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를 때까지 증권시장이 계속 순조롭

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처분은 696,399주에 불과했고, 종업원처분도 기업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종업원처분 취지의 불철저 등에 의하여 689,043주밖에 소화하지 못

하 다. 이 시기의 후반에 이르러 여태까지 처분상 가해지고 있던 제반 제한 중에

서 특별경리회사에서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기한 감자의 필요성이 없는 회사 또는 

제한회사에서 단순히 지주회사가 그 발행주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지정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한이 철폐되기에 이르러, 협의

회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종업원처분이 7,184,927주, 일반처분이 2,302,355주로서 

합계 9,487,282주에 이르 지만, 그 처분의 실적은 종업원처분으로서 동경제강 100

천주, 日本發送電 265,292주, 협의회를 통한 일반매출로서 일본발송전 300천주 또

는 지방인처분을 포함한 종업원처분으로서 北海島配電 120,010주 등 매우 걱정스
러울 정도 기 때문에, 본격적인 처분은 다음 제 3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제 2기

제 2기는 1948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다. 1948년까지 정부의 배당제한철폐 및 

법인세의 완화 등 일련의 자본존중정책에 힘입어 증권시장은 상승세로 전환하고, 

통화불안에 의한 換物運動, 시장에 있어서 주식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투기화하

게 되고, 동년 新甫發會이래 폭발적 활황을 계속하여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집단거래는 중지되기에 이르 다. 

이러한 미증유의 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도 시장진정정책의 의미로 협의회를 

통하여 양수유가증권의 대량방출을 기도했으나, 절차상 시장에 출회하기까지 시간

적 간격이 있었던 점과 증권시장에서 폭등하는 주력주는 대부분 지주회사, 제한회

사 등의 주식으로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처분제한종목에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로 

시장에서는 품귀상태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면의 시장대책으로서는 효과적

이지 않았다. 집단거래가 재개된 후에는 증권업자의 金融難, 연합국당국의 株價警
告 등에 의하여 시황은 저락했으나, 그후 기업재건의 전망이 명확하게 된 것이 호

재로 작용하여 처분실적은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하 다.

위원회에서는 총사령부의 지시를 기초로 하여 5월 20일 제 22회 위원총회에서 

이 시기에 있어서 처분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

가) 증권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A. 증권의 처분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행한다.

B. 증권의 가격에 향을 미치는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실정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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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지시킨다. 

C. 증권시장에 대한 압박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신규발행증권의 소화를 방

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D. 증권취득에 의하여 새로이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처분증권이 광범위하게 분산하여 보유되도록 노력한다.

나) 증권의 처분가격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A. 처분계획의 입안당시에 있어서 당해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

는 경우에는 유사산업부문의 다른 회사증권의 시장가격)

B. 당해 발행회사의 순자산

C. 당해 발행회사의 수익 및 배당상태

D. 당해 발행회사의 장래성

다) 전2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사령부로부터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A. 처분가격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협의회구성기관의 최저낙찰가 중에서 그 차이가 최고낙찰가에서 1할

을 공제한 가격보다 큰 낙찰가격으로는 하지 않는다. 특정한 단일가

격을 가지고 일반매출을 하는 경우 당해 처분계획을 심의한 협의회의 

회의 후 다른 협의회구성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처

분가격은 협의회가 결정하는 가격으로 하고, 종업원과 지방인들이 절

충하여 매각하는 경우(이하 종업원처분이라 한다)에는 정식교섭에 앞

서서 그 취지를 협의회에 통지하여 절충가격에 대하여 협의회의 승인

을 받는다. 그 가격은 위의 통지당시의 평균시장가격 이하로 하는 한

편, 매각가격은 절충가격의 5% 이내로 한다.

B. 양수유가증권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분하도록 유의한다.

①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의 종업원

②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의 사무소, 공장 등의 소재지의 개인 

③ 일반공중

단 ①의 경우에는 종업원조합에 대하여는 양도하지 않는다. 

②의 경우에는 자본금 3백만圓 이하의 회사의 증권을 매각할 때에 한
하며, 또 지방인의 수는 20인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종업원처분의 목적을 위하여 증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양수수량의 4분의 1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는 1948년 9월 11일 이전 

혹은 당해 발행회사의 정비계획의 인가후 6개월 이내에 처분계획서를 협

의회에 제출한다. 단 위의 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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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자본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동일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 증자 또는 제 2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신증권의 매출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회사의 증권의 처분을 보류한다. 단 발행회사의 증

권이 프레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마) 連合國人이 종전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회사주식으로 연합국인이 당해 주
식에 관련하여 회복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총사령부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처분을 보류한다.

이것을 제 1기에 있어서 처분방침과 비교해 보면, 종업원 우선처분의 방침을 재

확인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처분태세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지급처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② 종업원 우선처분을 위하여 양수주식의 4분의 1을 종업원 우선처분주식으로 

유보하여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

③ 대량처분에 대비하여 처분방법의 세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이러한 방침에 기한 처분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 1기에 비하여 월 평균 10배 

이상 증가하 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주목해야 할 현상은 증자 신주인수권의 처

분주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재건정비법에 기한 자본

구성의 시정, 및 금융난에 의한 발행회사의 자기자금조달방법의 채용에 의하여, 

바야흐로 증자주의 발행시대가 등장하 으며, 증자신주의 소화에 큰 노력이 기울

어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말기에 있어서는 처분촉진의 목적에서 특별경리회사도 자본감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지정기업자의 

발행주식 및 외국인투자관계주식(또 東京芝浦電氣, 日本電氣 및 住友電氣工業 등 
3개 사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관계주식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관리하

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었던 것이다.

3) 제 3기

제 3기는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이다. 기업재건정비법, 금융기관재건

정비법에 기한 계속적인 증자는 증권시장에 있어서 주식소화력을 초과하는 무계

획적인 주식공급이 되고, 금융압박과 더불어 시장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지만, 상

품시장에 있어서 구매력저하에 따른 상품생산의 둔화는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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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켰으며, 더욱이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적용이 세간의 예상보다 좁은 범위에 

그친 것과 제한회사의 개정 등에서 드러난 일본경제의 자립촉진의 방식이 호응을 

얻은 것 등으로 인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제 1기의 2월 붐과는 다른 건전한 상승

세를 타게 되었기 때문에, 처분은 급속하게 진척되었다. 

이 기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① 처분실적은 3기를 통산하여 최고를 보이고 있는 것

② 증자신주인수권 및 제 2회사 주식매수권이 압도적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

③ 한 종류의 주식이 대규모로 처분되고 있는 것, 예컨대 양수유가증권 중에서 

정리된 주식의 수로서 日立造船 2,436천주, 부상금속공업 1,801,020주, 三菱製鋼 
1,509,340주 등을 들 수 있으며, 또 증자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三井化學工業 
3,454,020주, 三菱電氣 3,270,450주, 旭化成工業 1,653,020 주 등이 처분되어서 처분
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되었다.

4) 제 4기

제 4기는 1949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인플레이션 수습기의 한 현상으로서 주

식이 물품에 대신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각종의 자본이 증권시장

에 유입하여 몇 차례 붐이 계속되었는데, 말기에도 어떠한 통화조치의 예상, 혹은 

자산재평가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의 活況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어, 5월에는 

1945년 8월에 비하여 실로 7배에 달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증권처분도 이러한 향을 반 하여 4월에서 9월까지 계속 호조를 보

고,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지정기업자의 지정취소 혹은 분할지령의 결정

이 연이어 행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주식의 처분이 집중되었고, 시장도 이를 

흡수하여 극히 순조로운 처분실적을 보 다. 한편, 기업재건정비법에 기한 증자도 

속속 발표되어 이에 동조하는 인수권, 매수권의 처분도 대량으로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증권처분의 호조에 순응하고 이를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 증권업자에 

대한 위탁매출(6월 이후) 혹은 시장매출(9월 이후)의 방법이 행하여졌다. 양자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전자는 종업원 중에 매수희망이 없고, 또 시장성이 

희박하여 일반입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정한 가격으로 증권업자에게 위탁

하여 일정기간 매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공되는 주식이 처분하기 곤란한 것이었

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후자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만에 

한정하여 증권거래소에 위탁하여 증권업자를 상대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일반처분

이 정지될 때까지 계속하여 행하여졌다.

5) 제 5기

제 5기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3월까지이다. 주식의 붐은 1949년 5월을 고



제41권 4호 (2001) 日本의 財閥解體와 그것이 韓國財閥政策에 주는 意味 241

비로 하여 점차 반락하기 시작하 다. 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주된 원

인은 주식의 공급과잉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즉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의한 증자 

때문에 신규발행주식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졌고, 10월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경향

이 현저하게 되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 다. 증권의 민주화로 인하여 증권시장

에 있어서 유력한 투자층을 형성하고 있던 대중은 선행불안으로 일제히 매도로 

전환하게 되어 저락의 경향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0월 

三井鑛山 증자신주인수권 7,766,505주의 처분이 어렵게 이루어졌다. 이를 대량처분

의 마지막으로 하여 10월 14일 협의회의 회의에서 증권시장의 불황을 감안하여, 

‘후일 시황이 호전하여 재검토를 할 때까지 각 기관은 보유주식의 입찰처분, 매출

처분을 정지한다. 단 인수권, 매수권 기타 정지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여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

다. 

1950년 3월말 현재 주식의 미처분고는 68,953,929주, 3,118,325,444.62圓으로서 
양수한 총액의 42.5%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미처분 주식에 대한 처분방법은 시

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새로운 대책도 강구하 지만, 시장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공사채는 각각 상한기한이 도

래한 것부터 발행자에 의하여 매상 상환되고 있었지만, 1950년 3월까지 상환실적

은 공사채를 합하여 33,665천圓(액면)으로 되어 있었다.

Ⅶ. 會社證券保有制限令에 의한 株式의 處分 및 財閥의 商號, 

商標의 使用禁止

1. 會社證券保有制限令에 의한 株式의 處分75)

(1) 會社證券保有制限令과 持株會社整理委員會

재벌 내지 콘체른기업의 지배력배제의 취지를 철저히 하고, 이들 지주회사의 자

회사, 손회사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주식 등의 보유에 의한 자본지배 내지 연쇄

의 단절이 불가피하게 요청되어, 1946년 11월 25일 칙령 제 567호 ‘회사의 증권보

유제한등에 관한 건’(이하 ‘증권보유제한령’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다. 동령에 의하

여 지정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이하 ‘제한회사 등’이라 한다)의 주식처분 및 그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즉 同令 제 4조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하여 그 보유회사(또는 보유

75) 위의 책, 460-4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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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위임이 있었던 때에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처분계획서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는,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는 임무

가 새로이 위원회에 부여되었던 것이다.

(2) 處分의 時期

증권보유제한령은 1946년 11월 25일에 시행되었으나 동령에 의한 주식처분은 

바로 실행되지 않았다. 즉 당시 戰災에 의한 생산시설의 파괴, 배상물건으로 지정, 

기업재건정비법과의 관계,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분할우려, 주식시장의 침

체 등의 사정 때문에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주식의 처분은 실행되

지 않았으나, 1948년 5월 20일 총리청령 제 24호로 본령의 시행령인 각령 제 83

호를 개정하여, 상세한 주식처분의 절차를 규정하여 동년 5월 10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러 점차 실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만 특별경리회사, 금융기관, 집중

배제지정기업자 등의 경우에는 재건정비, 재편성과 관련하여 자본의 삭감 또는 기

업의 분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재건정

비계획인가공고, 결정지령의 통달 또는 구감정 최종처리가 완료된 뒤에 처분에 착

수하게 되었다.

(3) 處分의 對象이 되는 株式의 內容

증권보유제한령에 의하여 처분해야 할 주식 및 지분은 위원회가 처분해야 할 

지주회사, 지정자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의 약 7분의 1에 상당하 다. 위원회가 

처분의 승인을 해야 할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명의 여하를 묻지 않고, ① 지정회사

(단 지주회사는 제외)가 보유하는 전 주식, ② 종속회사, 관계회사가 보유하는 주

식 중 1947년 12월 8일 이후에 취득한 것, ③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중 당해 

금융기관과 동일자본계통에 속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었고, ① 재외회사 발행

주식, ② 폐쇄기관이 가진 주식, ③ 해산회사발행의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 12월 증권보유제한령의 개정에 의하여 위의 주식 외에 承繼會
社의 주식이 증권보유제한령에 의한 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승계회사에 관한 

규정은 특히 보유주식처분에 관하여 재벌계 생명보험주식회사의 후신인 생명보험

상호회사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재벌계 생명보험

회사는 그 산하의 금융기관으로서 종래 그가 보유하는 거액의 주식투자 또는 사

채, 대부금 등의 질권을 통하여 재벌의 기업지배상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

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종전 후 이들 생명보험주식회사는 해산하고, 구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증권보유제한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해야 할 주식을 포함한 

그 자산과 부채 모두를 새로 설립된 생명보험상호회사에 양도하 다. 새로 발족한 

상호조직에 의한 생명보험회사는 승계회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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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별개의 회사로서 증권보유제한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구 생명보험주식회사

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의 계속보유 및 주식의 신규취득에 관해서도 독점금지법 

등과 같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이외에는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그러므

로 재벌적 결합관계의 온존부활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배제방지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동 의 개정에 의하여 구 생명보험주식회사

의 승계회사들은 제한회사와 같이 취급되게 된 결과, 동일자본계통에 속하는 회사

의 주식취득이 금지되었고, 또 보유하는 동일자본계통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은 처

분을 요하게 되었다.

(4) 處分方法

전후에 대두된 從業員持株制의 主潮에 따라 회사증권 보유제한령에서도 양수유
가증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첫째로 당해 주식 발행회

사의 종업원, 둘째로 회사, 공장, 출장소 소재지의 거주자 - 지방인 - 에게 취득

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처분의 절차는 주식발행회사가 보유자의 위임을 

받아 종업원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매도가격으로 모집, 할

당 등의 제반절차를 밟게 되는데, 종업원 등과 양도예약이 성립한 주식에 대하여

는 발행회사가 위원회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서 처분하게 되어 

있었다. 또 발행회사에 대한 위임을 요하지 않는 주식, 지분위임을 해제한 주식 

및 종업원 등과의 사이에 양도예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주식, 긴급처분을 요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주식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업원, 지방인 및 일반인에 대하여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5) 從業員에 대한 株式取得資金의 融資

발행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주식취득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반제약으로 인하여 그 실적은 미미했다고 한다. 즉 당초 주식취득자

금의 융자기관으로서 부흥금융금고를 통한 명령융자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인플레의 조성 기타의 이유로 부금에 의한 융자에 대하여는 반대가 많았기 때문

에, 결국 발행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시중은행을 융자기관으로 하고 융자의 방법

은 협의융자의 형태를 취하여, 종업원 1인당 융자액은 주식구입자금의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 고, 또 25주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 또는 2,500圓 중에
서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이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하 다.

(6) 處分承認實績

증권보유제한령에 의한 주식처분의 실적을 보면, 처분의 대상이 된 주식(지분을 

포함)중에서 처분이 완료된 주식은 약 56%에 상당하 고, 주식만의 경우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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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상대방별로 나누어보면 종업원처분이 23.9%, 지방거주자처분이 18.8%, 일

반처분이 23.6%, 기타가 33.7%에 이르고 있었다. 

2. 財閥의 商號․商標의 使用禁止76)

종래 三井財閥과 三菱財閥 산하의 중요기업은 三井物産, 三井船舶 등 혹은 三菱
商事, 三菱重工業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井’ 또는 ‘三菱’이라는 공통의 商號를 
각각 가지고 있고, 또 三井은 , 三菱은 이라는 공통의 商標를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의 상호, 상표는 재벌산하의 제 기업이 국내적으로나 대외적

으로 다른 기업에 비하여 절대적인 威力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었다.

재벌의 상호와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재

벌가족이 그 산하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박탈당하고, 또 그 본사가 해체되는 과정

에 있는 시점에서 그 산하기업이 이러한 상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또 이른바 ‘經濟民主化’ 가 요청하는 각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스타트함에 있어서, 재벌산하의 제 기업이 단순히 이러한 상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다른 기업에 대하여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가 칙령 제 567호 회사증권보유제한을 개정하는 정령 제 240호

(1948년 8월 19일)로 구체화되었다. 이 칙령 제 1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주회사 

또는 집중배제지정기업자가 그들의 종속회사 등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기하여 1949년 9월 21일 三井, 三菱, 住友系의 각 지주회사와 상
호, 상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한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三井산하기업 
346개 사, 三菱산하기업 205개 사, 住友산하기업 160개 사)에 대하여 이들 공통의 

상호, 상표를 빨리 변경하고, 1951년 7월 1일 이후에 7년간은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지시를 하 다. 또 1950년 1월 18일 정령 제 7호와 제 8호가 공포되

어 이들 三井, 三菱, 住友의 각 재벌산하기업이 각각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
호, 상표는 위의 711개 사뿐만 아니라, 1945년 9월 1일 이전에 등기, 등록한(제한

회사를 제외함) 것을 제외한 다른 기업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다.

그후 위의 3대 재벌이외에 安田, 中島, 大倉, 古河, 淺野, 野村, 日産(鮎川)등 7개 

재벌의 상호, 상표에 대하여도 그들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기운이 보 으나, ① 이

들 7개 재벌은 그 규모, 침투력 또는 세력에 있어서 3대 재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따라서 이들의 상호, 상표는 결코 특정한 재벌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일

76) 위의 책, 464-4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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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게 숙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벌해

체가 불완전한 것 같은 인상을 남길 우려는 절대로 없다는 것, ② 7개 재벌의 명

칭은 극히 통속적이어서 장래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 금지가 일반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不測의 障害를 줄 수 있다는 것, ③ 상호, 상표의 변경은 비용의 면에 

있어서 절대액은 3대 재벌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근소하지 않고 특

히 향을 받게 될 기업의 기초가 빈약한 만큼 그 부담은 경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1950년 5월 18일에 열린 제 52회 위원총회(정기) 및 제 53회 위원총

회(임시)에서 상호, 상표의 금지를 이들 7개 재벌에는 확장,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하 다.

한편, 위의 3대 재벌은 1950년 6월중에 社名과 商標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
지만, 당해 회사는 그 경비의 막대함, 일본경제의 부흥에 미치는 향, 그 중에서

도 특히 무역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맹렬한 반대를 계속하 다. 

그 결과, 관계당국에서도 이러한 실시를 1년간 연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1950

년 5월 29일자로 위의 정령 제 7호와 제 8호를 개정하여 현재 사용중인 것의 사

용기간이 ‘195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년간 연기하여 ‘1951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지시를 3대 재벌의 해당 각 

會社에 통달하 다.

Ⅷ. 結語: 日本의 財閥解體가 우리나라의 財閥改革에 주는 含意

이상에서 일본의 財閥解體措置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일본의 재벌해체조치의 내용 중에서 지주회사의 해체와 과

도한 경제력집중의 배제에 관한 사항은 국내에 비교적 자세히 알려져 있으나, 재

벌가족의 기업지배력배제, 지주회사와 지정자보유 유가증권의 양수 및 처분, 회사

증권보유제한령에 의한 주식의 처분 및 재벌의 상호, 상표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

항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를 우리나라에서 재벌문제

를 취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 내지 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종래 재벌문제 

중에서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소유집중과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가 재벌문제의 핵심이 일반집중에 있다고 

보게 되면, 일본의 재벌해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

치, 즉 지주회사의 해체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배제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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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반면에, 소유집중과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조

치, 즉 재벌가족의 기업지배력배제와 지주회사와 지정자보유 유가증권의 양수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IMF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얻은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자면, 그것은 소유집중과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해결하지 않고는 재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재벌들은 아직도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하여 소유․지배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가 선단식으로 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심한 재벌일수록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미 도산했거나 도산의 위기에 빠져서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외이사제도나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도 등과 같은 새

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다. 그 까닭은 이러한 제도들이 모두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총수가 재벌그룹을 지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이 최고 경 자의 자격으로 직접 경 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권을 통하여 경 진의 의사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

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를 결합하는 형태나 강도는 각 재벌의 성장배경이나 총수의 가족구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의 향력을 배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게 집중되어 있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벌 총수가 직접 또

는 그 가족이나 혈족을 통하여 그룹의 경 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오

랫동안 재벌 총수의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경 스타일에 길들어져 온 家臣그룹
들도 경 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

로는 일본의 재벌해체조치의 내용 중에서 특히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排除措置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1권 4호 (2001) 日本의 財閥解體와 그것이 韓國財閥政策에 주는 意味 247

〈Abstract〉

Dissolution of Japanese Zaibatsu and Its Implication in Korean 

Chaebol Policy 

Kwon, Ohseung
*77)

The Japanese economy before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as 

dominated by the Zaibatsu - a few powerful families, wedded for mutual 

protection and advantage with influential elements of Japanese society - who 

controlled the major part of the industry, mining, finance and commerce of 

Japan, and in large part, livelihood of the people of Japan. Independent 

enterprises and free competition existed, but only in minor segments of the 

economy. Characteristically, Japan was a land of private internal economic 

empires featur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rtel arrangements; pyramids 

of operating and holding companies reaching their apexes in top family 

holding companies; monopolies of basic resources, key services and strategic 

equipment; and control over major banking and insurance institutions. In 

order to reorganize Japan on a peaceful basis, it was essential to depose the 

Zaibatsu, break their stranglehold on economic enterprise, and give the 

ordinary businessman a stake in a democratic nation. Dissolution of the 

Zaibatsu was undertaken by the Allied Command. The objective was to 

build “a competitive, private enterprise economy,” established on the base of 

a widely distributed ownership. Application of the dissolution program would 

occur in two stages. The first was thought of as a surgical operation that 

would break up the combines and establish their various company units as 

independent competitive enterprises. Zaibatsu owners would be compensated 

for transferred securities, which would be sold widely to the public. If the 

surgical operation was to be effective, it would also have to reckon with the 

close-knit personnel relations of the combine's managerial staff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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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tage of the program, once combine dissolution had been accom-

plished, antitrust legislation would be introduced to maintain competitive 

business conditions under government regulation. 

In Korea, although th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control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Chaebols, the economic power of 

Chaebols was not lessened at all. The whole economy is still dominated by 

a few Chaebols. In order to transform Korean economy to a competitive, 

private enterprise economy established on the base of a widely distributed 

ownership, it is recommended to adapt a surgical operation program of 

Chaebol similar to the first application step of Zaibatsu dissolution program 

i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