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한국 은산분리 제도와 상징정치:

2009-2013년 은행법 개정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다 진



한국 은산분리 제도와 상징정치:

2009-2013년 은행법 개정 연구

지도교수 임 혜 란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다 진

김다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권 형 기     (인)

부 위 원 장 임 혜 란 (인)

위       원 김 의 영     (인)



- i -

국문 초록

한국에서 은산분리 제도는 은행 경쟁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부의 양극화

축소를 위한 재벌 규제라는 두 가지 양면적 효과를 가진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2009년과 2013년의 두 번의 은행법 개정은

각기 다른 은산분리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에 흥미롭다. 박근혜 정

부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출범 이후 2013년 19대 국회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기존의 9%에서 4% 상한

으로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2013년 8월 13

일 최종 공포 되었다. 그러나 은행법의 해당 조항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도 개정된 연혁이 있다. 2009년 은행법은 이전에 4%로 제한되었던 비

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을 9%로 상향함으로써 은산분리를 완화

하는 개정이었다. 이렇게 상향 조절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소유제한

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4년 만에 다시 기존의 4% 수준으로 낮아

지게 되었다.

본 글은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과 환경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 상이한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

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전 정권의 개혁을 무력

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9년의 이

명박 정부와 2013년의 박근혜 정부는 동일한 정당의 정부였다. 또한

2009년과 2013년은 국회 회기가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그 사이

에 위치한 2012년 총선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과반석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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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3년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

원들에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개혁을 무력화 시켜야

하는 유인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

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직전 정권의 개혁과는 정반대 방향의 개혁을 감

행했는가? 이 것이 본 글의 첫 번째 퍼즐이다.

본 글이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은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에

입각한 질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내세운 공약 중 금산

분리 분야에서 나온 네 가지 실천 과제는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공약을 제

외하고는 상당수가 이행에 실패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지막 질문은 은산분리 정책이 개혁 대상으로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이다. 1982년 은산분리 정책이 시작되고 난 이후 은산분리 정책은

꾸준히 개혁되어 왔다. 그러나 반복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라는 기본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

다. 재벌 규제 정책으로서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 나아가 은산분리 정책은 왜 반복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는가?

본 글은 상징정치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을 답하고자

한다.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효과나

재벌 규제 강화의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political

survival)과 지지로 정의되는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제시된 정책이다.

한국 정치에서 은산분리 제도 개혁은 사실상 개혁 자체의 효과보다 그 개

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은산분리 개혁 역시 마찬가

지로 결과보다 개혁의 수행이 중요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은산분

리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들은 은행 지분 소유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과거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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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본을 조달하였지만, 현재 은행들은 직접 제2금융권에 진출하여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회사들과 계열사들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산분

리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이상 은행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인

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은산분리는 무용지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제도가 규제로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제도는 늘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왔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도기 때문에 개혁의 비용이 줄어들어 개혁이

용이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최소한의 비용을 수

반한다. 그렇다면 규제로서의 효과를 상실한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효과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은산분리 제도가 재벌

규제 정책으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은산분리 제

도는 은행이 민영화를 시작한 이후부터 재벌의 손길을 막기 위해 등장한

재벌 규제 정책으로서 그 실효성은 상실하였을지 몰라도 그 상징성은 여

전히 대중의 관념에 남아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제

도적 차원에서 효과를 낳지 못하지만, 대중에게는 재벌 정책에 대한 정치

인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요어: 은산분리, 금산분리, 은행법, 재벌 정책, 상징정치

학번: 2015-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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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는 재벌 개혁을 통해 양

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목표를 가진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5개의

실천 분야와 35개의 개혁(“실천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산분리 강화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5대 분야 중 다

섯 번째에 속하는 정책이다. 금산분리 강화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

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축소, 규제하는 정책으로, 대기업과 재벌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

약에서 금산분리 강화는 총 4 가지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 가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

한 강화.

②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③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④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

융·보험회사로 확대



- 2 -

위에 적힌 4가지 실천 과제 중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속히 이

행된 과제는 ③번 과제 뿐이었으며, 나머지 실천 과제들은 대부분이 국회

에서 계류되었다.1)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한다는 ③번 실천 과제는 은산분리 수준을 강화하

겠다는 공약이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은 금산분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금산분

리는 은산분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금산분리는 일반적으로 금융자본과 산

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 기업의 금융권 진출과 금융기업의 산업 진출을

모두 견제해야 한다는 경제정책의 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

해 은산분리는 그보다 좁은 범위에서 은행과 기업 간의 거리가 유지되어

야 한다는 경제정책 원칙이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은산분리의 개념을 포

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산분리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공약이 개혁 대상으로 선정한 은산분리 법안은 은행법 제 16조2

항2)이다. 해당 법안은 비금융주력자, 혹은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

행 주식의 양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산업자본이 소유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은행 주식의 보유 한도는 9% 상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에 19대 국회는 정무위

원장의 발의 하에 기존의 9% 상한을 4%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켰

1) ④번 과제의 경우 몇 번의 논란을 거쳐 박근혜 정부 임기 중후반인 2015년에 개정을 완
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기존의 공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개정이었다.

2)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
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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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

하는 것으로, 은산분리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8월 13일 최종 공포 되었다.

은행법 제16조2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제한 조항은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개정된 연혁이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 한도는 2008년까지 4%로 제한되어 있었다. 2009년 개정은

기존의 4% 상한을 9%로 상향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은행에 행사할 수 있

는 의결권의 범위를 증가시켰다. 이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개정이었다.

이때 상향 조절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이 박근혜 정부의 출

범과 함께 4년만에 다시 2009년 개정 이전의 상한이었단 4%로 낮아지

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13년의 은행법 개정은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개

혁이자, 2009년에 개정된 은행법을 무력화하는 개혁이었다.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의 각각의 개정 이유는 우리나라

에서 은산분리 제도를 둘러싼 두 가지 진영의 논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2009년 은행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

이러한 개정 이유는 은산분리의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측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주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

째 주장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은산분리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규제가 은행업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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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2013년 은행법의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

하였으나, 이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 대주주인 기업부실

의 은행 전이 등으로 인하여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

이처럼 2013년 은행법 개정은 재벌로의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방지하

기 위해 은산분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

행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더욱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재벌이 은행

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견제하고, 은행을 통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 같은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기본으로 가지

고 있다. 첫 번째 전제는 재벌이 부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은행을 소유하

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두 번째 전재는 재벌의 은행 소유

전략을 제한하는 것이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은산분리 제도는 은행 경쟁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부의

양극화 축소를 위한 재벌 규제라는 두 가지 양면적 효과를 가진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서 은산분리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은행법은 산업자본

의 은행 침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분리 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자유롭게 소유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은행자본이 국유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자본의 침투를

막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등장한 공백이다. 1950년대 중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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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민영화가 실시되며 조흥은행, 한국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흥업기업은행과 같은 기업 소유의 은행들이 등장했었지만, 1961년 국가

가 기업가 소유의 은행 주식을 환수한 이후 1982년 은행법 개정안이 통

과되기까지 은행의 소유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게 남아있었다.

한국의 은행법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시도는 명시적으로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개정된 은행법이다. 1982년 전두환 정권에

서 개정된 은행법은 지속되는 민영화의 흐름에 의해 국가가 은행의 ‘사금

고화’를 예방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동일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 한 시도이다. 당시 개정안은 동일

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주식을 최대 8%로 지정했다. 이는 은행주식의

소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사기업이 은행자본을 장악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한 시도이다. 1994년에는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8%에서 4%로

하향 조절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을 동일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은산분리를

강화하고 재벌집단의 은행 소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1998년 개정

안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 주식보유한도를 10%로 높게 설정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다.

201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과 유사한 골격의

은산분리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02년 은행법 개정안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2002년 4월에 통과된 이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에 대해 은

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10%로 상향 조절했

다. 다만, 4%를 초과한 지분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또, 본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명

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인을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로

나누어 정의한 첫 번째 규정이다.3)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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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큰 틀은 이후 현행법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후 2009년의 은산분리 완화 개정과 2013년의 은산분리 강화 개정

을 거쳐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은산분리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2013년 은행법의 개정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듯 은산분리 제도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재벌 규제 정책으로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3) 2002년 은행법 개정 제16조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
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
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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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문제제기 및 연구대상

지금까지 변화해 온 한국의 은산분리 제도에서 본 글이 연구하고자 하

는 대상은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개정의 대상이 된 은행법 제16조2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금산분리를 구성하는 많은 제도 중 은산분리, 더 구체적으로는 은

행법의 조항을 사례로 선정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 최근 2009년과 2013년 사이의 은산분리 정책의 변화는 짧은

기간 안에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

다. 물론 이 사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기존

정부의 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4년 간의 변화는 2009년과 2013년 당시 한국의 정

치적 상황이 가지는 유사성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인 새누리당 정부였고, 2009년 은행

법 개정과 2013년 은행법 개정은 모두 19대 국회의 회기 안에서 이루어

진 개정이며, 당시 국회 역시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명

목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었지만 이러한 유사

성 때문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산분리 정책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개혁되었다는 것은 연구의 가치가

있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둘 째, 은행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 공약 중 유일하게 그대

로 시행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른 세 가지의 실천 과제

의 경우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상태에 머물다 결국 이행되지 못하거

나, 박근혜 임기 중후반에 몇 번의 수정을 거친 상태로 통과되었다. 금산

분리 강화 공약들 중 은산분리 공약만이 수월하게 이행되었다는 점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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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치의 맥락에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간의 차이를 조명하게 한다.

본 글은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과 환경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 상이한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

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전 정권의 개혁을 무력

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9년의 이

명박 정부와 2013년의 박근혜 정부는 동일한 정당의 정부였다. 또한

2009년과 2013년은 국회 회기가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그 사이

에 위치한 2012년 총선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과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3년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

원들에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개혁을 무력화 시켜야

하는 유인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

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직전 정권의 개혁과는 정반대 방향의 개혁을 감

행했는가? 이 것이 본 글의 첫 번째 퍼즐이다.

본 글이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은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에

입각한 질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내세운 공약 중 금산

분리 분야에서 나온 네 가지 실천 과제는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공약을 제

외하고는 상당수가 이행에 실패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지막 질문은 은산분리 정책이 개혁 대상으로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이다. 1982년 은산분리 정책이 시작되고 난 이후 은산분리 정책은

꾸준히 개혁되어 왔다. 그러나 반복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라는 기본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

다. 재벌 규제 정책으로서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 나아가 은산분리 정책은 왜 반복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는가? 이 것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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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연구 배

경과 연구 질문을 설명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은산분리 제도에 대한 기

존 연구를 분석한다. 우선 한국의 은산분리 제도가 다른 주요 국가의 은

산분리 제도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를 간략하게 짚을 것이다. 이후 한국의

은산분리 제도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역사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은산분

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들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

존 연구들이 2009년 은행법과 2013년의 은행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본 연구의 출발점을 설정한다. 세 번

째 장은 은산분리 개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이론으로서 상징정치

(symbolic politics)을 제안하고, 이에 의거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네 번

째 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2009년과 2013년 사이 은행법이 두 번

개정되는 과정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가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는 2009년과 2013년 당시 주요 은행들의

주식 보유 현황4)을 참고함으로서 실증적 검토를 시도한다. 은행법 개정

이 실질적인 은행자본-산업자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은행법

이 은산분리 제도, 특히 재벌규제정책으로서 가지는 실효성과 역할을 평

가한다. 이후 은산분리 제도가 규제로서 실효성을 상실한 이유를 은산분

리 제도와 금산분리 제도의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다섯 번째 장에서

는 은산분리 제도가 어떻게 상징정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하

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규제로서 실효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4) 은산분리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와 은행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를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은행법 제16조2의 개정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은행 주식 보유 현황’은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 주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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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이유를 살핀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

은산분리 제도의 의미, 제도가 가지는 수사적 역할, 그리고 이 것이 상징

정치에 사용되는 방식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논지를 정리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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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한국
산업자본은 의결권있는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음

미국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25%까지 보유 가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을 지배(control)할 수 있는 은행

지주회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년 내에 비은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중지, 은행 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함

EU
산업자본 차별 없음. 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하려 할 시

관리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함.

일본
산업자본 차별 없음. 은행 지분 5% 이상 소유 시 신고,

20% 이상 소유 시 금융청 심사 후 허가.

중국
산업자본 차별 없음. 은행 지분 5% 이상 소유 시 관리당국

심사 후 허가

2장. 기존 연구문헌 검토

1절. 주요국 은산분리 제도 현황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 한국처럼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

는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은

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

국의 감사 및 허가 제도를 통해 은행을 소유하는 방식과 그 대상을 관리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표1> 세계 주요국 은산분리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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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의 은산분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표가 더 크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25%

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준비

제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을 지배(control)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

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비은행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중지하고, 은행법 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 자본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25%의 한도를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실

질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은행지분을 소유하는 주체를 정의함에 있어서 산업

자본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자본규제지침을 통해 은행 지분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에는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소

유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 하는 경우

에는 해당하는 국가의 관리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관리당국은 보고를 받고 난 이후 해당 주식 취득 예정자의 자격을 심

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소유 주체가 취득하고자 하

는 은행 지분의 양에 따라 각각 10%, 20%, 30%, 50%의 단계별로 시

행된다. 이러한 EU의 지침을 받아들인 영국과 독일의 경우, 산업자본을

차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은행 주식 지분을 소유하려는 단계별로 관리당

국의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았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데 있어 산업

자본을 특별하게 나누어 정의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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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규제를 결정하는 은행법에서 은행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려는

자는 관리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 이상 소유하려는 자는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업은행법에서 은행

주식 소유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본을 나누어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은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는 관리당국의 사전 심

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은산분리 제도와 한국의 은산분리 제도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함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분리’

의 의미를 가진 은산분리 제도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은행 주식 지분의 소유를 다룰 때 산

업자본과 금융자본, 혹은 비금융주력자와 금융주력자를 나누어서 정의하

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자

본을 분리하는 제도로서의 좁은 의미의 은산분리 제도는 한국과 미국의

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들은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가지

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처럼 산업자본을 나누어 정

의하지 않더라도, 은행 지분을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국가에서 은행자본은 아무

런 규제와 관리 없이 시장의 손에 맡겨 배분할 수 없는 자본이라고 여겨

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본을 따로 정의하고 이를 은행자본과 분리하는

제도의 의도는 결국 은행자본의 독립성과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을 추구

하기 위함이다. 산업자본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은행자

본의 소유 자체는 여전히 규제하는 이유 역시 은행자본의 안전성과 건전

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자본

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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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최종적인 목표, 즉 은행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

한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은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법적으로 한도를 제한하

는 것보다, 관리당국의 심의와 감독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도 산업자본이 4% 이상의 은행 주

식을 소유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4%를 초과하는 주

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은산분리 제도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금융감독원

의 역할이 아니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소유 한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은산분리의 수준과 그 개혁을 논의할 때 은행법 개정이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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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한국 은산분리 정책 연구

한국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수의 연구는 제도의 생성

과정과 변화가 아닌 제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구제도주의적(Old

Institutionalism)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특정한

개정을 거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고동원:2004, 한정

미:2010)하거나, 한국의 은산분리 제도와 다른 나라들의 은산분리 제도

를 비교(전성인:2004, 이시직·이하정:2015)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행정학적 연구, 혹은 정책제안적 성격을 가

진 보고서들로서, 은산분리 제도의 형성 맥락이나 변화 과정에 대한 구체

적인 서술을 생략하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함의

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정책적 연구들로 은산분리가 변화해

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글들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점차 은산분리 정책의 재벌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은 실질적으로 은행자본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

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은산분리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규

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금산분리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 뿐 아니라

금융업과 산업자본을 분리시켜야 하는 필요성, 혹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서술하

고 있다.

한 편으로는 은산분리 제도의 생성과 변화 같은 동적(動的)인 성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는 제도와 행위자(agency)의 상호보

완적 관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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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탐구하는 신제도주의적(New Institutionalism)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역사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은산분리 정책과 공존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의 맥락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산분리 제도의 배열을 분석하는 시도가 존재한다(이태규, 2006). 이러

한 시도는 은산분리 제도와 사회 내의 다른 제도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

추고, 이러한 제도 간의 연계가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저해하는 경로의존

적 성질을 생성한다는 전제를 가진 연구다. 이는 지금까지의 은산분리 정

책이 전반적인 한국의 산업구조와 금융구조, 그리고 정부-기업-은행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며, 앞으로도 한국의 정치경제구조에서

배제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의 관

점에서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이해(interest) 중심적 접근 방식을 통해 서술하려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성태윤·김우찬:2008, 전성인:2006). 이러한 연구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나타나는 결과가 가져오는 이

익을 전제한 후, 그렇게 규정된 이익을 바탕으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관

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행위자는 감독당국,

국회, 정부, 그리고 재벌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은산분리 정책에 변화

가 있었을 당시 존재했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관계를 살펴본 후, 그를 바탕으로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었던 과정을

해석해낸다.

한 편에서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전제하는 ‘합리성’을 보다 이론적으

로 정당화하여 은산분리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또한 존재한다(김태은·박종수, 2008). 이 연구는 한국의 금산분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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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행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딜레마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론화하였다. 여기에서 전제하는 딜레마 상황이란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며,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서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대안들 간에 (...) 중요

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다(김태은 외,

2008:372). 저자들은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정책결정자의 객관적 합리

성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위자의 객관적 합리성을 절대

적이고 외생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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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존 연구의 한계

그러나 역사제도주의나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2009년

에서 2013년 사이 발생한 은산분리 정책 전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우선 역사 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을 중심으로 제도의 연속을 설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

의 급격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

론 역사 제도주의에서도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김선희, 2009). 그러

나 이는 변화를 외생적인 요인에 의존해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변화에

대해 부정합하고 불완전한 이론적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선희,

p. 338). 또한 은행법 개정 연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은산분리 제도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2009년과 2013년 사이 기간이 아닐

때에도 늘 변화해왔다. 이 모든 변화를 외생적인 원인으로만 설명하려 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거한 분석 역시 2009년부터 2013년 간 벌어진

두 차례의 은행법 개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는 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선호체계와

이해(interest)이 고정되어 있다는 경제학적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

지만 2009년 법률과 2013년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세력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위자가

고정된 선호체계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이, 그리고 2013

년에는 새누리당이 정부와 국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이 과거 자신의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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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정된 이해로 직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던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는 접근 방식은

기존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전제하는 고정된 선호와 이해가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설명력을 가진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딜레마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은 2009

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선택지 A와 선택지 B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

는 딜레마는 개인이 선호의 재구성을 거쳐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

운 선택지 C를 고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수로 등장한다. 그러나

2009년과 2013년 개정은 ‘딜레마 상황’에 봉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은 모두 은산분리 강화와 은산분리 약

화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진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아닌 기존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과

2013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딜레마 상황은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은산분리 정책의 재벌 규제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면, 이는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은행법 제16조2항은 재벌규제로서 효력

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가 많지 않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에 얽힌 이해관계가 적다는

뜻은 이 조항을 변경하는 것의 비용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뜻한다. 따라

서 은산분리 제도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그 자체로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도 은산분리 제도의 반복

적인 개혁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은산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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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서 효력을 상실했다면, 왜 은산분리는 반복적인 개혁 대상이 되는

가? 이해관계가 적어서 개혁 비용이 낮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도 최소

한의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은산분리를 개혁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은산분리 제도를 반

복적으로 개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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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본 연구의 출발점

딜레마 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본 글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보도

록 하자. 기존 연구에 따르면 딜레마 상황이란 이해관계의 대치 상황으로

주어진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9년

은행법과 2013년 은행법은 은산분리 완화와 은산분리 강화라는 두 가지

의 주어진 선택지 중 각각 서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09년과 2013년에 은행법 개정 과정은 딜레마 상황이 아니었다

는 말이 된다. 즉, 2009년과 2013년 모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대치되

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우선 2009년 은행법 개정 당시에는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는 점이 쉽게 설명 가능하다. 2009년 은행법 개정은 은산분리를 완화함

으로써 비금융주력자와 산업자본, 즉 기업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였다. 이는 기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켜 자신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한 당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

당 국회로, 모두 기업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였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에는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은행법 개정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 대치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

다. 우선 2013년 은행법 개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9%에서 다시 4%로 하향함으로써 기업이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하는 개정이었다. 이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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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개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해왔던 새누리당 정

권과 새누리당 국회였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강화

정책은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의 마찰을 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은산분리 강화 법률이 시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은

산분리 강화가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올만한 제도 변화가 아니

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분석은 은산분리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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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이론적 분석틀

1절. 상징정치

본 글은 2009년과 2013년의 은산분리 제도 개혁을 검토하는데 적합

한 이론적 분석틀로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상징정치는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이 선거에서 승리

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에게 높은 가시성과 단기적 효과를 가지는

의제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의 실제 효과는 의문

시되지만,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해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정치적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정문기, 218면). 따라서 상징적 정치적 행동은 그 결과가 아니라

행동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정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는 주로 정치적 행위(action)의 청중이 되는 일반 대중의 역할을 중요하

게 다루고 있다. 나아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반응이 그

행동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Stolz, 2007).

상징 정치는 정치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각각의 분과가 상징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

다. 특히 대중과 상징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점에서 정치학, 심리학, 그리

고 사회학의 분과별 차이가 나타난다. 정치학자인 에델만(Edelman)은

정치적 행위를 상징으로 묘사하는데, 이때 상징은 그 청중을 안심시키거

나 위협하는 역할을 맡는다(Edelman, 1985, 1971). 심리학자인 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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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ears)는 개인을 기본 분석 단위로 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상징 정치와 개인의 인식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Sears, 1995). 그

의 연구는 정치적 상징들이 개인의 주목을 끌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상징 정치와 개인 심리를 연결지어 정치적 상징들이 실질

적인 비용과 혜택의 계산이 아니라 상징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경향성에

의해 개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

회학에서는 사회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 정치를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다. 거스필드(Gusfield)의 연구는 금주 운동(Temperance

Movement)이 도덕적 운동이자 계급 정치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사회

집단 간의 상징적 갈등을 의미했음을 보여준다(Gusfield, 1986).

그러나 세 분과가 모두 공유하는 상징 정치의 이론적 전제들도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전제로 정리될 수 있다.

첫 째, 정치적 행위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상징의 의미는 그 행

위의 대상으로부터 온다(Gusfield, 1986). 특정한 상황을 문제 삼기 위

해서는 그 상황을 문제라고 수용하는 청중의 인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행위의 필요

성을 주장할 때,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청중이 해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

한다면 정치적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상징정치의 기본 전제이다

(Edelman, 198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행위의 내용은 그

행위에 대한 청중의 인식이나 반응보다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둘 째, 정치적 행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을 전제로 한다. 정

치적 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 그리고 일반 대중이 상징

에 의해 조종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된다(예: Edelman 1985,

1971; Gusfield 1986; Cobb & Elder 1976; Kerzer 1988; Sears

1995; Sherkat & Ellison 1997). 일반적으로 과도한 생략이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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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하는 상징들, 스테레오 타입, 문제의 내면화, 지나친 단순화, 그

리고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거부감 등이 일반 대중을 상징적 정치

행위에 반응하도록 만든다고 여겨진다(Elderman 1964; Stolz 2002).

정치적 행위는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일반 대중

이나 특정한 청중을 안심시키거나, 위협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교

육시키는 역할을 한다(Stolz, 2002). 상징 정치의 관점을 정부의 정책결

정과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경쟁적인 이익들의 갈등을 넘어서는 정책 결정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책결정과정을 상징 정치의 관점으로 분석할 때 주요 분석 대상은 정

부와 정치적 행위의 청중이다. 정치적 행위의 청중은 일반적으로 대중으

로 정의되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조직

이나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은 “사회,”

“일반 의지,” 혹은 “공공 이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도구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역할은 도

구적인 것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은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체(polity)를 대변하는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을 수행한다(Edelman, 1985). 이는 증오와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적 수단에 맞서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적인 정치적 수

단의 인상(impression)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정부 기관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어

떻게 정의해야 할까? 우선 정치인들이 수행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살펴보

자. 특정한 정치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는 그가

속한 정부 기관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상징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과 같

은 국가 수장의 경우에 해당 정치인은 국가(state) 전체의 상징으로서

여겨질 수 있으며, 그의 정치적 행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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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게 된다(Edelman, 1985).

그러나 동시에 상징 정치 연구에서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추

구하는 개인으로서 정의된다. 이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정부의 행

위자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으로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다. 정치인은

정치적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행위가 내포한 상징을 일종의 도구로 활용

한다. 이때 정치적 행위와 그 상징적 의미는 대중을 대상으로 만족, 협

박, 교육, 소통 등의 기능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

한 정치적 행위의 목표는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생존이기 때문에, 상징

정치와 선거를 연결해 분석하는 연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정문기,

2008).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 자신이 중요한 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

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이유들로도 법안을 만들게 된다(Ovink et

al., 2016).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상징정치의 이론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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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가설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효과나 재

벌 규제 강화의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political

survival)과 지지로 정의되는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제시된 정책이다.

한국 정치에서 은산분리 제도 개혁은 사실상 개혁 자체의 효과보다 그 개

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본 글은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이 각각 상징적인 맥락에서

행해진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 글은

세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 은산분리 개혁의 결과보다 개혁의 수행이 중요했다.

은산분리 개혁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으

로서의 정치인이 은산분리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는 크게 두 가

지 유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인은 은산분리 제도의 개혁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금융권이나 기업을

주요 지지층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서의 규제 완

화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인은 반대로 제도의 개혁의 결과와 상관 없이, 제도의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인은 제도

개혁의 결과가 낳을 효과의 직접적인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 제도 개혁의 행위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사용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인이 개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

체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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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개혁이 상징정치의 맥락에서 일어난 개혁이라고 주장하기 위

해서는 은산분리 개혁의 결과보다 개혁을 이행하는 행위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ii. 은산분리 제도는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산분리 개혁이 상징 정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첫 째, 대중이 은산분리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은산분리 제도 개혁이 정책 아젠다

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

의식을 대중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대중이 은산분리 개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반응을 하지 않으며, 은산분리 제도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개혁을 행하는 정치적 행

위는 별다른 상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둘 째, 대중이 은산분리 제도에 반응하는 방식으로부터 은산분리 제도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도출된다.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하려는 정

치적 행위가 발생했고, 대중이 이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고 해도, 대중이 은산분리 개혁에 대해 통일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

상할 수는 없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은산분리 개혁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응은 크게 찬

성과 반대의 논쟁적인 반응으로 나뉠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제도가 가

지는 상징은 이러한 갈등적 반응의 안에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은

산분리 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쟁하기 위해서는 논쟁에 참여하는 사

람들이 은산분리 제도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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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더라도, 은산분리 제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는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산분리 개혁이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존재한다면, 그로부터 은산분리 제도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도

출해 낼 수 있다.

iii. 은산분리 개혁은 당시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존에 기여했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

인이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익이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늘리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구사한다. 상징정치는 정치인이 대중을 상대로 정치

적 행위를 행할 때 그 행위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정치인의 이익, 즉

정치적 생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를 개

혁하려는 행위도 당시 개혁을 주도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에 부합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은산분리 개혁의 결과보다 개혁의 행위 자체가 더 중

요했다는 가설 (i)이 참이라면, 은산분리 개혁은 그 개혁의 행위가 가지

는 상징적 의미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려는 정치인

의 선택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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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론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글이 채택한 방법은 과정 추적(path

tracing)이다. 우선 2009년 은행법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4년 동안 주요 은행들의 발행 주식의 지

분 소유 현황의 변화를 추적한다. 해당되는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공시 웹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은행들의 분기 및 반기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의 주식 한도

가 상향되고 2013년 한도가 다시 하향되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동안 기

업들이 실제로 자신의 은행 주식 소유분을 증가하려 했는지를 살펴봄으로

써 은산분리 제도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초래한 변화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은산분리 개혁 공약과

2013년 은행법 개정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정치적 행위들을 추적한다.

주요 행위자였던 박근혜 대선 캠프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

서 먼저 발의되었던 은산분리 법안이 대선 공약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법 개정에 성공한 기간 동안 은산분리 제도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행위들

을 검토해본다. 2013년 은행법 개정의 전후 과정을 추적하면서 본 글은

단순히 은행법 하나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은

산분리 강화와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산분리 공약들의 등장과 이행

혹은 그 실패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은산분리 개혁과 같은 시

기에 등장한 개혁의 아젠다들이 은산분리 개혁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 다

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행위자에 의해

등장한 공약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은산분리 제

도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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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사례분석

1절. 은산분리 제도의 실효성 평가

은산분리 정책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2009년 은행법 개정과 2013년 은행법 개정의 개정 이유들을 비교하는

것에서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2009년 은행법 개정의 개정 이유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

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

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해외의 기준에 맞추어 국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2013년 은행법 개정 이유

는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

하였으나, 이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 대주주인 기업부실

의 은행 전이 등으로 인하여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으

로, 2009년 개정의 결과 은산분리가 완화되어 발생할 폐해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를 다시 강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개정 이유를 나란히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점은 2009년 은행법 개

정과 2013년 은행법 개정의 상이한 정책목표는 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

간 안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9년에는 한국 금융 경제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었던 은산분리 완화가 4년 만에 갑자기 재벌으로의 자본 집중

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경쟁력 성장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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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 평가 받던 은산분리 완화가 4년 만에 자본 집중에 의한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급격한 자본 집중 현상이 발생했을지 의문

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13년에 은행법이 다시 개정되기까지 사이 기간동안 은행의 주식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들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되고 비금융주력자의 금융기관 발행주식 소유한도가 4%에

서 9%로 상향조절 되었다. 따라서 재벌들이 은행의 발행주식을 소유하

는 방식으로 금융권 안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

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재벌들의 은행 지분은 올라

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2013년 19대 국회는 은행법 제16

조2를 다시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금융기관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췄다. 즉, 은산분리를 강화하고 재벌이 금융권에 미치

는 영향을 견제하는 효과를 목표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주식지분을 4% 이상 가지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자신의

은행주를 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 개정으로 기업들의 은행지분소

유가 증가하였다면, 본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은 자신들의 은행지

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낮추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은행의 주식 지분에 대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5)에서 공개

되는 은행들의 분기 및 반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최대주주와 5% 지

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 목록을 보고 발췌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은행들은 한국신용평가의 2016년 은행분석보고서에

나타난 국내은행 구조에 기초해 선정하였다. 그림1에 명시되어 있는 은

5) 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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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6곳(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과, 2012년 하나금융

지주로 병합된 외환은행을 포함한 총 7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2> 국내은행 구조6)

위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09.10.10.(2009년 은행법 개정

안 시행일)과 2013.08.13(2013년 은행법 개정일) 사이 나타난 은행의

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을 다음 표들로 정리하였다.

6) KIS(한국신용평가) 은행분석보고서(201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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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리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우리금융지주(100) 없음 우리금융지주(100) 없음

2009.12.31 동일 동일 동일 없음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표3> 국민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KB금융지주(100)

08.02.20

국민연금공단(4.44)

08.09.29

KB금융지주(100)

이후 변동없음

KB금융지주(100) 없음

2009.12.31 동일 없음 동일 없음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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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분 소유 현황이 특별한

변동사항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은행의 주식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산분리가 완화 된 이후에도 우리금융지

주회사를 제외한 타 기업이 우리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려 했던 흔적은 찾

을 수 없다.

국민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개혁 이전인 2008년 최대주주가 국민

연금공단에서 KB금융지주로 변경되었다. 이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국

민은행의 주식지분은 100퍼센트 KB금융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은산분

리 완화 개혁 이후에도 국민은행 주식을 소유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을 포

착할 수 없었다.

<표4> 한국외환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LSF-KEB

Holdings,

SCA(51.02)

LSF-KEB

Holdings,

SCA(64.62->

51.02)

LSF-KEB Holdings,

SCA(51.02)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없음

2009.12.31 동일 없음 동일 없음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LSF-KEB Holdings,

SCA(51.02)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국민연금(5.03)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LSF-KEB Holdings,

SCA(51.02)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국민연금(5.34)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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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한국외환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계속)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10.12.31 동일 동일

LSF-KEB Holdings,

SCA(51.02)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30.37%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자료없음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자료없음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자료없음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자료없음

2012.03.31
하나금융지주

(57.66)
12.02.29 변동

하나금융지주(57.66)

한국은행(6.12)
자료없음

2012.06.30
하나금융지주

(60.00)
동일

하나금융지주(60.00)

한국은행(6.12)
자료없음

2012.09.30
하나금융지주

(60.07)
동일

하나금융지주(60.07)

한국은행(6.12)
자료없음

2012.12.31
하나금융지주

(60.00)
동일

하나금융지주(60.00)

한국은행(6.12)
31.34%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자료없음

2013.06.30
하나금융지주

(100)
13.04.05 변동 하나금융지주(100) 없음

한국외환은행은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주식지분소유의 변동을 보

여준 은행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한국외환은행의 최대주

주는 LSF-KEB Holdings SCA였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회사가

57.66퍼센트의 지분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지분을 늘려 2013년 6월 100퍼센트의 지분으로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결정을 내렸다. LSF-KEB Holdings

SCA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던 기간에도 구체적인 주식지분소유 현황은 지

속적으로 변화해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꾸준한 변화 과정 속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개혁이 해당 은행의 주식 보유 현황에 미친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주식지분소유 현황이 꾸준히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은산분리 완화 개혁 이후에 금융권 회사를 제외한 산업자본들이 한국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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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식을 소유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5> 하나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하나금융지주

(100)
없음

하나금융지주

(100)
없음

2009.12.31 동일 없음 동일 없음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한국외환은행과는 다르게 하나은행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나금

융지주회사가 주식의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과 유사한 행태이다. 이러한 지분율은 하나금융지

주회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

다. 2009년 은행법 개정 이후 다른 기업이 하나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려

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은산분리 완화는 하나은행의 주식

지분 소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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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SC은행7)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한국스탠다드차

타드금융지주

(100)

2009.06.30.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100)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100)로

변경

한국스탠다드차

타드금융지주

(100)

없음

2009.12.31 동일 없음 동일 동일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SC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역시 은산분리 완화 개혁의 영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SC은행의 주식은 한국스탠다

드차타드 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 다른 변동사

항을 보이지 않았다. 2009년 6월 SC은행의 최대주주가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로 변경

되었는데 이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처럼 해당 은행의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7) Standard Chartered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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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COIC8)(80.58) 없음

COIC(80.58)

Citibank

N.A.(19.38)

지분 0.04

2009.12.31 COIC(99.96)

Citibank

N.A.가 COIC로

주식 양도

COIC(99.96) 지분 0.04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표7> 신한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09.09.30 신한금융지주(100) 없음 신한금융지주(100) 없음

2009.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한은행 역시 조사 대상 기간 내에 주식지분보유현황에 별 다른 변화

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주요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신한은행의 주식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은산분리 완화 개혁의 영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8> 씨티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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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 씨티은행 은행주식지분소유 변동사항(계속)

시기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 변동

현황

5%이상

주주(지분)
소액주주 현황

2010.06.30
한국씨티금융지주

(100)

2010.06.01.

변동

한국씨티금융지주

(100)
없음

2010.09.30
한국씨티금융지주

(100)
동일

한국씨티금융지주

(100)
없음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씨티은행 역시 은산분리 완화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내에 한국씨티금융지주가 설립되어(2010.06.01.

설립) 씨티은행의 최대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지만 COIC도 씨티그룹 계

열사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 주주 변동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

서 타 기업이 씨티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적은 없다. 오히려 씨티은행의

최대주주 변동은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은

행을 소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 은행들의 주식 지분 소유의 변동을 정리하자면 다음

과 같다.

8)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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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은행의 주주 변동사항 종합(우리, 국민, 외한, 하나)

시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2009.09.30
우리금융지주

(100)

KB금융지주

(100)

LSF-KEB

Holdings,

SCA(51.02)

하나금융지주

(100)

2009.12.31 동일 동일 우리금융지주(100) 동일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하나금융지주(57.66)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하나금융지주(60.00)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하나금융지주(60.07)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하나금융지주(60.00)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하나금융지주(100) 동일

<표10> 은행의 주주 변동사항 종합(SC, 신한, 씨티)

시기 SC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2009.09.30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100)

신한금융지주(100) COIC(80.58)

2009.12.31 동일 없음 COIC(99.96)

2010.03.31 동일 동일 동일

2010.06.30 동일 동일 한국씨티금융지주(100)

2010.09.30 동일 동일 동일

2010.12.31 동일 동일 동일

2011.03.31 동일 동일 동일

2011.06.30 동일 동일 동일

2011.09.30 동일 동일 동일

2011.12.31 동일 동일 동일

2012.03.31 동일 동일 동일

2012.06.30 동일 동일 동일

2012.09.30 동일 동일 동일

2012.12.31 동일 동일 동일

2013.03.31 동일 동일 동일

2013.06.30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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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기간동안 주요 은행들의 주식 지분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은

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각각 자신의 금융지주회사에

100% 소유되고 있었다. 씨티그룹 계열사에게 지분을 모두 넘긴 씨티은

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인수 합병된 한국외한은행을 제외하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든 은행들은 모기업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즉,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비금융주력자

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4%에서 9%로 상향조정되어 은산분리가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 지분 소유를 늘렸다는 흔적이 전혀 없고, 나아가

소유했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은산분리 수준을 4%에서 9%로 완화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늘렸던 2009년 개정안은 한국의 은행들의 주식지

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속해있는 자회사로 취급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상장폐

지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21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2000

년에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으로 만들어졌다(이코노미스트 기사, 2015). 우리금융지주가 해체되어

다시 상장된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융지

주회사에 속해있다. 현재 우리은행이 상장 된 이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공단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소유 한도가 규제되어 있다. 2017년 현재 소유 한도는

4%이다.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지주회사의 지

분을 소유하려는 경향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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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과 2013년 사이 은행의 주식 소유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첫 번째 결론은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

로의 부의 집중을 우려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13년 은행법 개정 이유가 실질적인 상황에 의거한 논증

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은산분리 완화는

2013년 개정안이 우려하는 재벌로의 부의 집중이나 은행의 사금고화의

결과를 낳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9년 은행법 개정은 어

떠한 효과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은산분리 제도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다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완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은산분리 완화가 기업의 자본 운용과 조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기업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은 은산분리 제도에 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이 은산분리 제도에 이해관계가 없다면, 2013년 은행법 개정 당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 은산분리 강화가

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은산분리 강화에 별

다른 반발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새누리당도 은산분리 강화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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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금산분리 공약 검토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금산분리

분야에서 낸 실천과제는 총 4개이며, 그 중 은산분리 강화 과제는 1개였

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은

모두 금융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도입 및 규제 강화였다. 그러나 은산

분리 강화 공약과는 다르게 금산분리를 목표로 하는 공약들은 모두 제대

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은산분리 강화 공약이 그에 얽힌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개혁의 비용이 적어서 이행될 수 있었다면, 반대

로 금산분리 강화는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개혁의

비용이 컸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박근혜 대선 공약의 금산분리 분야의 실천 과제 중 공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

한 강화.

②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③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

융·보험회사로 확대

본 절에서는 각각의 공약의 이행이 불발된 과정을 추적하여 해당 공약

에 얽힌 이해관계를 밝힘으로써 한국에서 은산분리 제도와 금산분리 제도

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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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①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

권 제한 강화.

2012년 11월 박근혜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 관련 5대 분야 35개 실

천과제의 다섯번째 분야로 ‘금산분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천과제로 “(재벌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주

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정거래법(11

조)이 재벌에 속한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을 할 때는 다른 계열사 주식과 합해 15%까지만 해

당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새누리당은 대선 열흘 전에 내놓은 공약집에서 ‘단독 금융회사 기

준’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약을 만들었다. 지금은 계열사 주식을 합해

서 1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바꾸고, 이를

단계적으로 5%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수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것이 실질적인 금산분리 강화의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

다는 것에 있었다.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공정거래법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재벌에게 이익이 된다는 분석도 있었다.9) 대

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의 사례이다. 2012년 당시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물산 등 비금융계열사가 8.93%를, 금융계열사가 8.74%(삼성생명

7.48%, 삼성화재 1.26%)를 갖고 있었다. 2012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

면 비금융계열사 지분 8.93%와 금융계열사 지분 6.07%(2.67%는 의결

권 행사 못함)를 합쳐 해당 주식에서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9) 조선비즈. 2013. “‘유명무실 공약’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삼성도 영향 無’”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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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가한 ‘단독 금융회사’라는 조항을 따르면 내용

대로라면, 삼성의 금융계열사 지분은 삼성생명의 지분과 삼성화재의 지분

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각각의 지분이 5%까지

제한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지분 5%, 삼성화재의 지분 1.26%, 그리고 비

금융계열사 지분 8.93%를 모두 더하면 삼성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지

분의 총합은 15.19%가 된다. 이는 12년 공정거래법의 한도보다 0.19%

많은 지분이다.10)

이러한 공약은 2012년 9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

모)에서 김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다. 대선 두 달전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공정

거래법 개정안은 ‘단독 금융회사’라는 조항 없이, 재벌 금융회사들의 비금

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도록 하

는 개정안이었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금산분리를 강화를 위한 개혁이

라고 할 수 있다.

경실모의 개정안은 2012년 10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보고한

공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1) 그러나 해당 공약은 약 한

달 사이 변화를 거쳐서 ‘단독 금융회사’라는 조항이 추가된 채로 대선 10

일 전에야 공약집에 실리게 된다. 수정 전의 개혁 내용과 수정 후의 개혁

내용을 비교했을 때 해당 법안이 재벌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법안이라

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서 이런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상한 5%를 개별 금융사별로 적

용하지 말고, 해당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 모두를 합쳐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안도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는 마찬가

10) 조선비즈. 2013.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사 묶어 5%로 제한”
11) 한겨례. 2017. “말로는 “금산분리 강화” 공약집에는 되레 약화 박근혜의 언행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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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정안을 적용하면 비금융계열사 지분 8.93%와

금융계열사 지분 5%를 합쳐서 13.93%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어, 현행법과의 차이가 1.07%포인트에 불과하다. 즉 새누리당이 원래

내놓았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준에 부합하는 금산분리는 무산되었다.

2012년 9월 김상민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11월 12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

나 처리되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처리 되었다.

공약 ②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

주회사 설치 의무화

해당 공약은 완전히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

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고

실행되지 못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는 어떤 점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

을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한 편으로는 일반지

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개

혁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완화는 아니다. 이 공약이 이행되었다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일정규모 및 숫

자 이상인 경우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

러나 일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들은 비금융손자회사들만 보유할 수 있

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만을 손자회사로 보

유 할 수 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된다 하더라

도 금융과 비금융의 교차출자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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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진 일부 대기업12)들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함으로써

소유구조를 보다 간결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회사

와 금융회사가 혼재하는 재벌체제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 도입은 기업체제를 단순화 하고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은정,

2013).

해당 공약은 앞서 논의한 김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공

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정 및 신설 내용을 기초로 하는 공약

이다. 2012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

었다. 2013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

정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과제로서 논의되었다.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해당 년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되었다.13)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따

라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신설 역시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다.

하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끝난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또 다시 논의되면서 삼성과의 특혜 논

12)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현행법상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한 회사들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의무화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구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해당하는 재벌 그룹으로는 특례의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삼성그룹, 그
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한 현대그룹이 있다. 그러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기존
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범위
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재벌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13) 파이낸셜뉴스. 2014. “지주사 전환 때 중간금융지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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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14)

공약 ③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해당 법안은 처음에 2012년 8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2013년 6월 새누

리당 김용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취지를 가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2년 뒤인 2015년 6월 정무의

원장의 제안으로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15년 7월 원안

이 가결되었다. 이후 2015년 7월 31일부터 공포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해당 공약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한도 축

소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행된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공약과는 다르게 이 공약은 시기(timing)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은산분리 공약과 동일하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안에 개정에 성공한 은행법과 다르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조항은

총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이는 은산분리 강화

와는 다르게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는 조율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많았

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공약의 내용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15년도의 금융

회사 지배구조 법률이 원안의 금산분리 취지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공약은 국

회에서 몇 차례 수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은 대주

14) 이데일리. 2017. “[공정위 업무계획]②"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이재용 경영승계 탄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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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 그 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

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한 것으로 가족 중심 경영을 하는

우리 나라의 재벌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포괄적인 심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꼬리자르기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이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심사 기준과 대상을 강화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을 제외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금융회사

로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과하게 축소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참여연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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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은산분리와 금산분리

기업들이 은산분리 완화 이후에도 은행 주식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은행주식을 소유하는 것의 비용이 그 혜택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2년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은행 소유

는 경계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업의 은행 소유가 특별히 경계대

상이 되어 왔던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은행이 기업을 견제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각종 대출 상품

을 통해 기업에게 자금을 전달한다. 동시에 은행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재정 상태가 부실한 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의 이러한 심사 과정은 단순히

기업들을 선별해 낼 뿐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건전

한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이 은행을 소

유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로 은행 자체의 경쟁력과 건전성이 저하되는 부작용

을 낳는다. 따라서 기업이 은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기업의 은행 주식 소유 역시 규제 대상이 되

어 왔다.

2009년 은행법 개정이 은산분리 수준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은산분

리의 기본 틀을 바꾼 것은 아니다. 기업이 은행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늘어났을 뿐,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은 여전히 건재했다. 은산분리가 완화된 수준 역시 의결권의 과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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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녕 1/10도 보장하지 않는 9%로의 상향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은

행에 투자했다고 해도 은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지 않은

실정이다. 기업들은 9%의 의결권을 가진 은행 주식을 확보하는 것보다,

규제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기업이 은행 소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

로 금산분리의 완화이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자금조달에 용이해진다. 그러나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충

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규제를 받아가면서까지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

서 보험, 증권, 카드 회사를 차리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금융권에 대해 실시된 각종 규제완

화로 인해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이상 은행을 통해 자본

을 조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이동걸, p. 41). 따라서 기업들

은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가 완화되었음에도 굳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은산분

리를 반대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2009년 은행법 개정은 딜레마에 부딪히

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2013년으로 이어져, 은산분리가 강화

될 때에도 기업들이 은행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은산분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 개

혁을 앞장서서 반대해야 하는 유인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3

년 은행법 개정도 딜레마의 상황에 부딪히지 않고 은산분리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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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분석틀의 보완

1절. 정치인의 이해(interest)

위 분석의 결과, 기업들은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의 이해가 은산분리

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아니라면, 은산분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무엇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은산분리 정책 개혁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들-즉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은 바로 정치적 생존

(political survival)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재선을 보장하

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은 이 개정을 추진하는 주체

들의 정치적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은행법 개정에

관여한 주체들은 당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이다. 2013년 은행법 개정에 관여한 주체들 역시 19대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근혜 정부이다. 은산분리 정책의

변화는 각각의 개혁 당시 참여했던 개혁의 주체들의 이해에 비추어 판단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이해(interest)와 선호가 고정되고

주어진 것이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접근이다. 만약 당시 개혁에 참여

했던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가 고정되어 있다면 같은 19대 국회에서 같은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4년의 기간 안에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

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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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구성된다고 전제한다.

그렇다면 은산분리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행위자의 이해는 무엇으로 재

구성되는가? 한 가지 가설은 앞서 살펴 보았던 딜레마 연구의 가설처럼,

‘딜레마 상황’이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재구성하게 하는 자극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되었듯이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 과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념’(idea)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여기서 이념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믿음’을 뜻한다. 이러한 공유된 믿음은 구성원의 선호와 이익을 구성하고

행위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념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

정을 보는 논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주로 주요 행위자

인 정책결정자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차이가 나

타나는 지점은 행위자의 선호와 이해의 성질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 구성된다는 전제를 수용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념은 정책결정자의 선호와 이해를 구성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

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가 특정 이념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임하였을 때 행위자의 이

념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행위자가 주어진 선호체계와 고정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합리

적인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이해중심적 시각과 다르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체계 자체가 일종의 규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념에 의

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주요 엘리트

의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보다 정치 성향과 정치 이념이 정책

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Krug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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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위자의 이념을 통해 은산분리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2009년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당시 이

명박 정부는 ‘줄푸세’ 캠페인을 벌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

조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 신자

유주의적 이념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동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마찬가지로 친기업적인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반대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를 요구하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적절한 규제

의 필요성을 주장했음을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의 실질적

인 이념의 차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동걸(2014)의 연구는 2013년 은산분리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이념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의 연구는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전제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 정책철

학과 기조가 보수 집단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에 더해서 저자는 은산분리 강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는

기존의 보수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전제한

다. 저자는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은산분리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는 박근혜 정부의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결을 내린

다. 그리고 저자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의 보수 집단 이데올로기가 변화하

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의 박근혜

가 자신의 정책철학으로 주창한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대선 기간 동안 당내에

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추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

로 내거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정부가 출

범하자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저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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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 변화에 대해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대표의 태도는 전략적인 선

택이었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이념 전환이 이루어 졌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수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상충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예측하고 있다.

2013년 은행법 개정 과정이 정책결정자들의 실질적 이념의 전환을 수

반하지 않았다는 이동걸의 주장은 신빙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경제민주화라는 정책목표와 2013년 은행법을 설명하는데 있

어서 문제에 봉착한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 방향의 변화가 정책결정자들

의 이념의 변화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이동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무엇이 은산분리 규제 방향의 변화를 촉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

전히 남는다. 정책결정자들의 이념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2009년 은행법

과 2013년 은행법을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개정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

인가.

앞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익은 정치적 생존이라

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이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

념에 의해 재구성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들로

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2009년과 2013년 은산분리 논

쟁은 정치적 생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2009년과 2013년 사이 정치인들은 은산분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정

치적 생존을 이념적으로 재구성했다. 2009년에는 규제를 철폐하고, 신자

유주의와 경제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면, 2013년에는 반대로 규제의 필요성과 경제민주화를 논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9년과 2013

년 모두 정치인들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내용을 구성

하는 이념적 지향은 서로 정반대에 위치했다. 그러한 이념적 전향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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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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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이념적 상징으로서의 은산분리

주요 행위자의 이해와 이념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고 하더라

도, 2009년과 2013년의 은행법 개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질문들

이 남아있다. 2009년과 2013년 각각의 상황적 맥락에서 정치인들이 경

제자유화나 경제민주화가 자신의 생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러한 판단의 결과가 왜 하필 ‘은산분리’라는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가. 즉, 개혁의 대상으로서 은산분리 제도와 개혁의 주체로서의 정치인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많은 경제 제도 중 왜 은산분리라는 제도를 둘러

싸고 정치인들의 이념적 재구성이 이루어졌는가. 왜 은산분리인가. 왜 은

산분리를 둘러싸고 이념적 재구성이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은산

분리 제도 자체가 뚜렷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비추

어 보면 더욱 큰 의문을 불러온다. 은산분리가 재벌 규제에 대해 실질적

인 효과가 없는 상황적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왜 주요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만큼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꼽히게 되었는지 묻게 된

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은산분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된다는 설명일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은행권이 아닌 다른

금융영역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소유에는 더 이

상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는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

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규제가 되었다. 규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규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개혁의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규제 대상의 이해관계를 거스르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에 개혁 과정

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일이 없고, 따라서 개혁의 비용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효과가 없음이 오히려 개혁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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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에

는 어렵다. 개혁의 비용이 적은 제도들 중에서도 은산분리 제도가 개혁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개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은산분리 제도만의 특수성을 찾는 것에 있다.

왜 하필 은산분리인가. 이 질문을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은산분

리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다루어야 한다. 은산분리는

제도의 효과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재벌 규제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지

고 있다. 규제의 효과가 없음에도 규제의 상징을 획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은산분리라는 경제 정책의 기조가 기본

적으로 기업을 견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에 등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효과와는 별개로 은산분리 철학이 법제화

되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은산분리가 ‘재벌 규제’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제도이기 때

문이다. 한국금융원구원의 김동환 박사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업이

정말 은행을 소유하려고 시도한 적 자체가 없다”며, 은산분리 정책은 “전

두환 정권 때부터 재벌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하였

다.15) 따라서 은산분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재벌 규제, 그리고 나아가 경

제민주화의 이념과 연결되는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는 개혁의 비용이 적기 때문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재벌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5) 2017.06.07. 김동환 박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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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분석틀의 보완

은산분리 제도는 그 실질적인 효과와는 무관하게 재벌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2009년의 은산분리 완

화와 2013년의 은산분리 완화는 모두 이러한 상징정치의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다. 2009년 은산분리 완화는 당시 줄푸세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

장에서 재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

기에 행한 개혁으로 해석 가능하다. 2013년의 은산분리 강화는 개혁 내

용에 있어서는 직전의 은산분리 개혁과 정 반대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은산분리 강화는 직전 대선의 경제민주화

여론을 반영하고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이

끌어내려는 행동이었다. 이는 은산분리 제도가 개혁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대중에게 보내는 신호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들이 이처럼 상징정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을

까? 은산분리 제도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은 상징정치의 도구로, 신호를

보내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제도들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은산분리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점이다. 은산분리는 재벌 규제 정책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 한국의 금융업 상황과 재벌의 운영 형태를 보았을 때 재벌을 규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반대로 제도에 얽힌 이해관계가 매우 적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개혁할 때 이해관계의 조율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

은산분리 제도의 두 번째 특성은 은산분리가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재벌 규제 정책의 상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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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행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2013년 은행법 개정 이유에서 재벌

로의 부의 편중을 억제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발

견되고 있다. 이로서 은산분리 제도가 재벌규제 정책으로서 가지는 의미

는 그 시작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산분리 제

도의 이러한 상징성은 정치인들이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유인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은산분리 제도의 개혁 비용 절감과 개혁의 상징적 효과라는

두 가지 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특성들은 은산분리 제도에 대한 대

중적 관념이 현실을 쫒아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념적 차이

(ideation gap)에서부터 발생한다.

은산분리가 대중적으로 재벌 규제 제도라고 여겨지는 것이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이미지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재벌

들은 은행으로부터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시켰고 방만한 경영

을 지속했다. 이 시기에는 은행이 채권자, 그리고 재벌이 채무자의 위치

에 있었으며, 은행이 재벌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

다. 따라서 당시 대기업들에게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은행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실제로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것이다. 따라

서 재벌이 은행분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를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했다

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은산분리 제도는 재벌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금융부문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은행과 재벌의 관계는 역

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은행이 채권자로서 소위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재벌이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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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지금의 관계 양상은 사뭇 다르다. 현재는 재벌이 금융계열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은행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과거 ‘을’의 위치에서 현재 은행의 슈퍼 클라이언트(super client)의 위

치로 올라가게 되었다. 은행 입장에서 대기업과의 거래의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은행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은행과 기업의 갑을관계가 역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갑의 위치에 올라간 기업들은 더 이

상 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오

히려 자신의 자금이 조달되는 금융 부문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 관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은

산분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도 재벌규제의 관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

렇게 현실과 관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을

꼽을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제적 충격

을 유발한 사건이다. 외환위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기업들

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대출 상황이다. 이는 실제로 몇몇 은행을 부도

시켜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재벌의 방

만한 운영이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대중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분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첫 2002년 은행법

개정에서도 반영된다. 이전까지는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체를 동일인으

로만 규정했다면, 2002년 은행법에서부터는 산업자본을 겨냥하는 차별적

인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 현재의 비금융주력자와 금융주력자를 구분하는

체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는 정책이 현실적 맥락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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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개혁의 비용이 줄어든 것은 매우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관

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대중에게 주요 정책을 개

혁하거나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비용을 거의 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정책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는 제

도가 현실과 대중적 이미지의 차이를 가지게 되면, 이 제도는 상징정치의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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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1절. 논의의 정리

2009년 국내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완화된 은산분

리 수준은 2013년 재벌로의 부의 편중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

는 차원에서 다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주식 지분 소유 흐름을 통

해 살펴보았듯이 은산분리 완화는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인

을 제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에서 은산분리 제도는 명목적으

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

무런 규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은산분리 제도가 이처럼 규제로서의 효과를 상실한 것은 금산분리가 지

속적으로 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재벌이 은행이 아닌 금융업으로 진출

하여 보험, 증권, 카드회사를 차리기 시작하면서 재벌은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본인의 비금융계열사

를 통해 충당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은행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더 이상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은산분리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

었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나 강화하는 것 모두 재벌에 대한 어떠한

규제적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은산분리 제도를 일종의 상징정치의 도구로서 이용

해왔다. 기업이 은산분리 제도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가 사라지며 개혁

의 비용은 절감되었다. 따라서 은산분리 개혁은 모두가 쉽게 내걸고 이행

할 수 있는 공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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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제도가 반복적으

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는 단순히 낮은 비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

다. 정치인들은 은산분리를 개혁함으로써 대중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

를 목표로 은산분리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메세지는 은산분

리 제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상징성에 기초한다. 은산분리 제도는

그 자체로 재벌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재벌규제에 대한 정치인의 입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벌규제의 중요성에 비해 은산분리 정책의 개혁 비

용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낮은 비용으로 재벌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대중의 신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은산분리 제도의 상징성과 그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개혁 비용은 어디

에서 귀인 하는가? 이는 은산분리의 대중적 이미지와 현실적 상황이 일

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관념적 차이에서 나온다. 과거의 경험으로부

터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은산분리의 대중적 이미지는 은산분리 제

도가 재벌규제의 상징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은산분리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이렇듯 관념적인 이미지와 현실에서의 상황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

러한 제도는 상징정치의 수단으로 정치인들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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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앞으로의 함의

최근 등장하는 핀테크 산업은 은산분리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재벌규제로서 다루어져 왔던 은산분리가 핀테

크,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업의 발전

을 논하는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려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금융업을 발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은산분

리를 재벌규제의 맥락에서 벗어나 논하는 것은 지금까지 은산분리가 유지

해왔던 대중적 이미지에도 새로운 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은산분리가 고수해왔던 재벌규제의 상징적 이미지에 균열을 가져오고, 은

산분리 제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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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ional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in South

Korea has been viewed in two perspectives: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that stall competitive growth of Korean banks, and

as a necessary regulation on chaebols to control economic

polarization. In this light, the recent bank law reforms of

2009 and 2013 seem to portray opposite policy goals. In 2013,

Park administration has passed a bank law reform that

lowered the limit of amount of bank-issued stocks a

commercial company could obtain from 9 percent to 4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9 percent limit was the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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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Bank Law reform that raised the limit from 4 percent

to 9 percent. This reform had been passed under the previous

Lee administration. Th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seemed to have compeletely

changed in the short span of 4 years.

The recent changes in the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laws are rather puzzling. The two reforms of 2009 and 2013

ended up having opposite result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ve happened in similar context. The Lee administration of

2009 and the Park administration of 2013 are both

Saenuri-Party administration. The same party was also the

majority in the Congress in both cases. Intuitively,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why the same party would drastically

change its policy agenda in only four yea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is puzzle in the framework of

symbolic politics. The two bank law reforms in 2009 and 2013

are not the result of pressures from economic interest groups

to ease up or tighten the regulations: it was the result of

politicians pursuing their political survival through strategical

policy choices. Commercial companies no longer have any

motivation or incentive to invest into banks. Due to the

increasingly deregulated financial market, chaebol companies

now have their own ways to finance their companies through

founding insurance and credit card affiliate companies; they

do not have to rely on banks for loans. The Bank La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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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no longer has any real effect

in regulating big companies.

The real question is: why would the Bank Law be on the

reform agenda if it no longer plays its role as a regulation?

The answer is closely related to the symbolic role that has

been embedded in the institution of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in South Korea. From its birth, the institutional

law on the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was made to

prevent big companies from penetrating into banks. Even

though the law has stopped serving its purpose, the image of

regulating chaebols still stand sound in the public mind.

Therefore, reforming the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clause in the Bank Law will serve as a useful tool for

politicians to signal their attitudes and create political actions

to display before the public eye.

Keywords: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Bank Law

Reform, Chaebol Policy, Symbol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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