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운용에 따른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윤 계 섭**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회생을 위해서 산업구조조정상 필요한 제도로서 정부의 지원책

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세제지원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법상 조세혜택 부

여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역사가 짧은 금융지주회사로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연구는 금

융지주회사에 한 세제지원 효과가 거의 없는 현상을 고찰하고, 국제 정합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세제지

원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살펴보았다.

I. 서 론

세계적으로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 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과거에 국가단위로 기

업집중을 억제하던 정책으로부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세계 각

국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 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에서 전업주

의를 고집하던 은행법(Glass Steagall Act)이 우여곡절 끝에 겸업주의를 주창하며 2000

년 3월부터 포괄적 금융제도 개혁법(Gramm Leach Bliley Act)이 발표되자 금융지주회

사설립이 가속화되었다. 미국법이 Citi-Corp과 같이 실질적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을 법적으로 추인하는 조치 다면 일본의 경우는 법이 선도하는 형태를 취하여 1998

년 3월 11일에 금융지주회사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 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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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을 맞아 퇴락하는 금융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한 조치 다.1)

금융산업이 국경을 넘어 제도의 평준화를 강조하게 되고 이에 어긋나게 될 경우 해

당 금융시장은 공동화되는 가를 치루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붕락하게 되자 부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1999년 4월 지주

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래 2000년 6월에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다. 이

에따라 민간주도로 (주)SDN이나 동양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 지만 본격적인 금융

지주회사는 한빛은행을 주축으로 한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한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탄생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을 때에 하는 각종 지원정책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세제지원이다. 모든 경 자들이 요구하는 세제지원은 정부측의 세수감소 우려

때문에 기피하고 있지만 정부가 유도하고 싶은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각종 조세

법규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자 민간회사들이 서둘러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것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시한 조세혜택 부여 시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새로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의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법규를 검토하고 이에 한 문제를 정리하여 향후 금융

지주회사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II.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내용과 문제점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상당수의 회사가 퇴출되었으며 부

분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신속한 금융개혁이 요구되고 있었

다. 이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형화와 겸업화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의 수단인 금융지

주회사제도는 법제상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는 데 1998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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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1995년 12월 무라야마 수상에게 제출한 규제 완화 개혁보고서에서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강조하 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한 이래 금융지주회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16).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는 투자자보호와 은행법상 소유제한(4%) 및 감독과 재무건전

성 규제에 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00년 6월에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동년

10월 23일에 공표한 이후 200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 다. 이 법은 상법과 공정거

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10).

이 법을 만든 배경에는 일본이 1998년 3월 11일에 금융지주회사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제정하 고, 미국은 2000년 3월, 포괄적 금융제도 개혁법안인 Gramm-Leach-

Bliley(GLB법) 법안을 발효시킴으로서(18) 금융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진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취소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으로서는 이 회사의 재무건전성,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지주회사에 한 경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최근 SDN의 지주회사 불허는 이러한 인가요건에 따른 것이다(11).

이에 비해 미국은 지주회사를 인가하는데 있어서 자본과 경 상태 요건 및 지역재투

자법 요건에 따른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전업기업가와 금융전업증권투자

회사로 구분되는 금융전업자에 해서도 인가하는데 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자와 특수관계자 그리고 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를 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않은 회사를 지배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은 인가 상에서 제외한

다.

1. 소유구조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지주회사가 다

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의 경우나 금융전업증권회사가 금융지주회

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에 해서 주주 1인은 4%의 소유한도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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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한 동일인에 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전업자는 은행지주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이후 10% 초과

시, 25% 초과시, 33% 초과시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

유한도 초과 주식에 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초과한도는 6월 이내

에 해소해야 한다(10). 

그러나 이에 해서 비록 은행법이나 증권투자회사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에 한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과정에서 허가에 한 의문 등 지주

회사에 한 투자매력을 잃게 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

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사례와 같이 특정비율(예: 25%) 이상 취득시에만 금융감독위

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단계별로

승인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뿐 궁극적으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

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의 경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지주회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수주주권의 행

사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 및 자회사의 승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상장회사

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자회사의 경 관리와 이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하여야

하며 다른 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금융기관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가 1 주주라면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해도 실질적인 자회사로 인

정해야 할 것이다. 이 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에 또는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

회사를 편입할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들의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면 승인을 한다. 

금융기관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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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손자회사나 증손회사(손자회사의 자회사)를 원칙적으로 둘 수 없

지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4.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상법상의 특례규정으로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제도를 마련하 다. 주

식교환제도는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전부 현물출자를 한 후 금융지주회사

의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양회사는 각각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

에 한 특별결의를 하고 이에 반 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효

력은 주식교환일로 한다. 

주식이전제도는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할 경우에 발행하는 신주와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제도로서 각각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안에 해서 특별결의를 하고,

이에 반 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효력은 신설된 지주회사의 설

립등기일을 주식이전일로 한다.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주식교환비율을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 1주에 한 금

융지주회사의 신주할당비율이 되는데, 그 비율은 해당회사간의 주식가치로 결정된

다. 이 계산방법은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주가를 이용하게 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동종업종의 주가를 참조하거나 해당회사의 미래현금흐름을 할

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는 1999년 12월 상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매수회

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이주식교환도 인정하고 있다.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복수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

고 주식이전을 한후 이 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금융지주회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방식도 문제는 있다. 주식교환방식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에 귀속하는 자

산부채 계약에 해서 개별적인 이전절차가 필요하고, 전환사채의 경우는 전환청구

권 문제가 생겨 자본금을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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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적 지주회사의 설립 방식

위의 방식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손쉽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이지

만 상법상으로 인정된 제도로서는 자회사 신설방식과 회사분할방식이 있다. 

① 자회사 신설방법

자회사를 신설해서 기존회사의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양도하고 기존회사는 지주회

사로 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법상의 업양도가 되어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기존회사의 채무를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할 수 없으므로 현

행법상 채무가 많은 금융기관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② 회사분할방법

이 방법은 기존회사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는 방식과 여러개로 분할한 다음 기존회

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방식이 있다(상법 제 530조의 2~12). 이러한 분할은 흡수형

분할방식과 독립형 분할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피분할 회사가 설립회사의 주

식을 전부 취득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

정하는 방법으로 인적분할이라고도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면 자회사 설립방식은 주주할당에 의한 신주발행절

차를 거쳐 업을 양수하는데 비해서 회사분할의 경우는 신주발행회사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회사 신설회사의 출자비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간에

출자비율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비해서 회사분할방식은 분할한 업의 수익력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위의 경우 모두가 주주들간에 주식의 이동, 이관

하는 자산의 승계에 한 조정과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주식 매수 방법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업매수방법과 같이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가 기존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공개매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매수가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신에 당사자끼리 매수하는 방법은 자주 이루어져 왔다. 단지 매수

상회사가 상장회사이거나 등록회사인 경우에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매

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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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개매수는 주식의 시장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매수자금이 얼마나 소요될 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주주총회시에 기존주주의 반 가 있을 경우에 합의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반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 상장기업이라면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없지만 매매시에 유가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④ 제3자 신주인수방식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를 신설한 후 기존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설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설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서 기존회사의

법인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없다. 

기존회사주주들의 증자참여여부가 성공의 관건으로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결

점이다. 이 경우에 비상장기업인 경우에 양도차익과세가 있고 상장기업간에는 유가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6.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제한

금융지주회사경 에 있어서 과도한 부채조달과 무모한 자산운용으로 부실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법규로 제한하고 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은 순자산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

해서 과도한 자금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한 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

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주식을 5%만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비금융기관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지주회사 또는 금융전업자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비금융

기관의 주식을 5%까지 소유할 수 있는 신에 소유지분에 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① 신용공여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 동일차주에 한 신용공여제한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25%로 하고 있다. 단지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경 정상화를 추진

하는 회사에 해서는 추가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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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개인이나 법인은 자기자본의 20% 한도내에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출자제한

자회사에 해서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해서 출자할 수 없다. 단지 자회

사 등의 재무개선을 위해서 증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금융전업자의 거래제한과 명칭제한

규모기업집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금융전업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

상 보유한 경우 이 회사는 5년간 과거에 속했던 기업집단의 개별회사에 해 신용공

여나 증권매입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은 과

거에 속했던 규모기업집단을 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다.

7. 위험 예방 차단벽의 설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또는 자회사 상호간에 각종 위험이 전가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두어 예방하고 있다. 

자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에 한 신용공여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한 자기자

본의 10% 이상 출자 및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

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에도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적격담보를 의무화하고, 상호

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공동광고와 공동전산시스템 사용에 해서도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8. 금융지주회사의 상장규정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 증권거래법상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12)

첫째, 지주회사를 신설하여 상장하는 경우에 상장요건심사의 재무요건 등은 지주

회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주식분산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

분만 적용하여 상장에 유리하도록 하게 한다. 

둘째, 기존 상장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신설지주회사는 분산요건 중 일부 기준

만 적용해서 상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상장이 폐지되고, 지주회사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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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장되므로 기존 주주들의 신주는 계속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회사분할로 설립한 상장지주회사의 경우에 분할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을 규

정하는데 특례를 적용한다.

넷째, 상장법인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나 분할 후에도 지주회사로 존속하

는 경우에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의 재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은 특례로 적용한다. 

다섯째,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이나 지정해제의 경우에도 특례조건들을 마련하

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잠식규정을 일반상장기업의 100%에 비해서 75%로 강

화하고, 2년 이상 계속되면 상장을 폐지한다.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각종보고서 제출의무나 공시규정 및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 상장기업과 같지만 규정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이나 은행법 감독규정이 거래소 규정보다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

을 적용해서 금융지주회사의 경 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한 각종 보고나 자회사의 주요한 경 상황에 한 공

시는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서 같거나 강화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사례

1. (주)SDN

(주)SDN은 주택건설 및 임 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유가증권투자업과 유선방송

업(SDN) 등의 업을 위하는 비전문금융회사로서 자회사로서 세종증권(주)와

(주)세종기술투자 및 손자회사로서 세종투자신탁운용(주)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로 변하고 있다. 결합방식은 세종증권(주)의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9,14%를 취득하 고 세종기술투자(주)의 주식 40%를 취득하여 68.8%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담이외에 세금문제는 없었다. (별표 1참조)

그러나 최근에 주주의 결격문제로 인해서 (주)SDN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지위

를 잃을 예정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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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금융지주회사(가칭)

동양그룹과 동양시멘트를 주축으로한 비전문금융그룹(총계열사 숫자 24사)이지만

이들 회사 중에서 동양증권과 동양종합금융, 동양카드(주) 등 금융계열 8개사를 결

합하여 금융지주회사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업부문의 효율적인 경 관리, 재무구조개선,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운 목표로 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현물출자를 통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주회사에 한 지분출자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민간기업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변화하는 데 정부 승인이 어렵지만 이

에 비해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전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탄생

하 다.

3.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로서 한빛은행, 광주은

행, 경남은행, 평화은행과 부실종합금융회사를 통합한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구성

하고 있다(별표 1 참조).

이 회사는 우리나라 금융개혁의 최 징표로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한 은행들로

서 주식이전방식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거느렸던 17개 회사중 8개 회사는 정리 및 청산할

예정이며 이들의 손자회사인 4개회사 역시 정리 및 청산할 예정이다(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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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SDN의 재무상황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회사주식가액합계 지주비율 부채비율

1,809 870 939 1,246 68.8 92.7

(1999. 12. 31 기준. 단위: 억원,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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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우리금융지주회사

경남은행 경남리스금융

경남파이낸스*

뉴비젼벤처캐피탈*

넥스비텍

한빛증권

한빛투신운용

한빛은시스템

한빛신용정보

한빛아메리카은행

인도네시아한빛은행

카나다한빛은행*

도이치한빛은행*

센 텔*

AB Capital Markets*

PT AB Sinar
Mas Multifinance*

한일리스금융유한공사*

상은리스재무유한공사*

한일바클레이금융*

광주은행

평화은행

한빛은행

광은비지니스*광은파이낸스*

한빛여신전문

하나로종금

* 정리 및 청산예정 회사

자료: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하나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전부 은행으로 구성하 지만

금융개혁에서 표방한 겸업금융업무로 지향해 향후 포괄적인 기업금융서비스를 중심

으로 한 종합금융그룹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은행의 기본 업무인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국제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해서 통합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나아가서 겸업과 형

화는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여 투자은행기능을 활성화하고 통합인프라를 구축하여 비

용절감 및 성과극 화를 통하여 2000년말 현재 적자상태인 자산수익률과 자본이익률

을 늦어도 2001년말까지는 흑자로 전환하겠다고(하나로 종금제외) 예금보험공사와

경 계획의향서(MOU)를 체결했다(별표 3, 4 참조).

MOU에서 체결한 로 재무부문은 BIS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에 비하고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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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회사 재무현황

(기준일: 2000. 12. 31, 단위: 억원, %)

구 분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로종금 합 계

설립연도 1999. 1. 4 1992. 11. 2 1970. 4. 18 1968. 11. 10 2000. 116

총자산 774,321 63,322 75,982 61,819 24,560 1,000,004
(구성비) (77.43) (6.33) (7.60) (6.18) (2.46)

납입자본금 27,644 2,730 2,590 1,704 12,899 47,557

자기자본금 22,651 2,457 2,502 1,479 12,899 41,978
(구성비) (53.96) (5.85) (5.96) (3.53) (30.70)

BIS비율 10.28 10.04 10.06 10.12 N/A

무수익여신 11.53 12.11 8.94 2.52 N/A

당기순이익 △30,064 △1,113 △3,112 △1,405 N/A

ROA △4.35 △1.31 △4.05 △2.18 N/A

ROE △83.37 △150.41 △74.85 △165.10 N/A

정규인원 9,924 1,141 1,456 1,220 122 13,869
(구성비) (71.56) (8.23) (10.54) (8.80) (0.88)

점포수 624 83 149 118 4 978

자료: 우리금융지주회사.



조정 업이익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조직전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간편하게 1인당 조정 업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인원감축과 직원에

한 계약연봉제와 성과급제 실시 및 이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 당시에 보여

주었던 노동조합과의 타협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18).

과거 외국기업들의 합병실패의 주요요인이 문화적 차이(35%)와 조직의 취약성

(20%), 비현실적인 기 수준(13%), 부실한 실사(11%), 직원의 모티베이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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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금보험공사와 자회사간 MOU 체결 내용

□ 재무부문

기준일: 2001년말 (단위: 억원, %)

구 분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BIS비율 10.5 10.5 10.5 10.5
ROA 0.8 0.8 0.8 0.8
판매관리비용 55.0 55.0 55.0 55.0
1인당조정 업이익 2.0 2.0 1.6 1.6
고정이하 여신비율 4.0 4.0 4.0 4.0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2.0 2.0 2.0 2.0

기준일: 2002년말 (단위: 억원, %)

구 분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BIS비율 11.0 11.0 11.0 11.0
ROA 1.0 1.0 1.0 1.0
판매관리비용 45.0 45.0 45.0 45.0
1인당조정 업이익 2.3 2.3 1.8 1.8
고정이하 여신비율 3.5 3.5 3.5 3.5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1.5 1.5 1.5 1.5

□ 비재무부문

- 3급 이상 직원에 한 계약 연봉제 실시

- 4급 이하 직원에 한 성과급제 실시

- 퇴직금누진제 폐지

- 부실자산 매각 등

자료: 우리금융지주회사



(10%), 핵심 경 인력의 이탈(8%) 등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의

취약성, 정부의 종업원의 비현실적인 기 수준, 부실한 실사가 합병 실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미 통합한 한빛은행이나 서울신탁은행의 경우 합병은행 간의 문화적 차

이도 있겠지만 외국기업의 경우보다는 향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금융지주회사의 성공여부는 우리나라 금융사의 획기적인 성과로서 기록될 것

이며 과거에 방만하게 설립되었던 금융기관의 확 정책에 한 반성이기도 하다. 만

약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투입한 정부의 공적자금은 물론 예금보험공사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국민경제에 큰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IV. 금융지주회사 관련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장려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택하고 또 좋

아하는 방법이 세제 지원이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세제지원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규정은 세법상 여러 곳에

서 볼 수 있다. 

세제지원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하는 지원과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분야와 함께 지주회사 설립시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최근에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세제지원 정책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융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지원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부

가가치세법 및 등록세법과 취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특성상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회사들은 서

둘러 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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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은 199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각종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지

주회사를 만들려는 기업들은 이후에도 이러한 지원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민간 주도형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주

회사 설립을 저지당하고 있으며 이 지원시한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① 공개매수에 의한 설립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주식(코스닥주식) 증권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하여 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해서 주주3)나 기타주주4)

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5)

그러나 주주나 기타주주, 법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주주나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시가총액에 한 평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이다.6) 만약 최종시세가액이 없다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

액에 의한다. 비상장법인이나 비등록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의한 평

가방식을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상관없이 양도소득

세를 과세한다.7)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한국증권업

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와8) 협회 중개시장을 통해서 양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율9)은 개인의 경우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

년미만 보유한 것에 해서는 과세표준규모에 따라 20%, 30%,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해서는 10%, 그 이외의 경우에는 20%

를 적용한다.

법인의 경우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15% 세율을 적용한다. 지주회사설립의 경

우 일반적으로 주주와 법인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소액주주가 관련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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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제94조의 3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5) 위의 조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⑥ 1, 2
7) 소득세법 제94조 4.
8) 증권거래법 제172조 ③, ④,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9) 소득세법 제104조, 과세표준규모는 3천만원 이하와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내, 6천만원 이

상의 3단계이다.



일단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② 주식교환

IMF 경제위기 이래로 기업간의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교환을 통해서 지주회사설립

을 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업간 주식교환과 신설법인의 주식교환에 한 과세

특례를 허용하여 보편화 할 수 있었지만 이에 한 과세특례가 1999년말까지 한시적

으로 이루어져 그 이후 주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10)은 금융지주회사

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5년말까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 의해서 금융지

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 다. 

이 법은 내국법인 중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위와 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에 이의 가로 받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금융기관 등

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게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한 과세가 이연되어 유리하게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거래 가로 받은 중간

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에 과세를 이연받은 세금에 해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지주회사주식

을 양도할 때까지 다시 과세를 이연받게 하고 있어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더

라도 과거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에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추징한다.

그리고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이전하

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과세 이연소득에 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양도에 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

식과세 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인정하는 삼각합병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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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4,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3.



따르면11) 주식교환단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현물출

자에 따르는 증자에 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2년간 반감하여 적용한다.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할 때 유가증권거래세는 비과세로 하고, 존속은행이 받은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에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2년간 반감

적용한다.

③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와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양도소득

세를 과세 이연하고, 법인세는 주식양도차익을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 다가 당해주식처분시에

익금으로 산입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압축기장충담금으로 계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당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에 미달

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호 본문에

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한 경우

㉣ 전환지주회사의 최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 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2)에 의해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그 출자에 관해서 등기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13)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를 면제한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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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 1998년도 세제개정(14)
12)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2
13) 위의 법 제119조 제120조

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②



2. 금융지주회사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

액, 의제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이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

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A)의 금액에서 B)의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A) 수입배당금액 × 100분의 90

자회사 자본의 80% 이하를 출자한 경우는 수입배당금액의 60%

B) ①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차입금이

자의 일정비율16)

② 계열회사에 출자하 거나 다른 내국법인에 자본의 1% 이상 출자한 경우는 위의

설명에서 제시한 비율을 당해 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곱해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배당기준일 전 3개월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 등

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해서는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전부라고 할 때 지주회사의

성격상 배당금에 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자회사의 배당금의 원

천이 납세후 순이익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해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기업의 배당소득은 imputation 방식을 쓰는데 비해

서 지주회사에 해서 혜택을 준 셈이지만 출자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는 것은 세

제적용상 복잡할 뿐이다. 출자비율에 상관없이 지주회사에 한 자회사의 배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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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 제18조의 2.
16) 자회사의 자본 전체를 출자한 경우는 자회사자본의 전액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80%(상장법인, 등록법인은 40%) 이상 출자한 경우 자회사 자본의

90%, 자회사 자본의 80% 이하 출자한 경우는 자회사 자본의 60%



수입분만큼을 전액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는 여러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 실체로 인정하여 집단

전체의 손익으로 통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기업별로 발생한 손익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업간의 거래를 제거해서 기업집단별로 손익을 계산하는 연결재무제

표는 국제회계기준에 이어 국내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기업집단별

로 손익을 확정하기 쉬워졌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상범위가 실질지배력기준으로 확 되고 있지만 연결납세

상 범위를 일치시킬 경우에 세무조정계산이 손쉬워진다. 1986년 당시 세제발전심의

단 기업세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는 이 제도는 당시에 기업집단으로 인정되

는 재벌그룹의 통산 손익이 부분 적자로 나타나서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

여 장기적 세제검토 상으로 처리한 바 있다.17)

연결납세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

본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기존 재벌그룹과 달리 금융구조조정

상으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재벌 경 지원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있어서 검토 상이 되어야 한다.18)

이는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전체의 관점에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경 정책

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체의 일체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 재벌그

룹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 1인의 지분소유는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

체의 일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이들 기업들을 개인소유의 집단기

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유리한 점을 고려해보면, 첫째 모회사

와 자회사 등을 포함해서 과세하게 되므로 기업집단내의 개별기업의 결손금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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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찬수, 윤계섭, 노희목,         , 세제발전조사단보고서, 기업세제분과위원회

18) 한상범 외, 전계서, pp. 201-210.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이 경감한다. 당초 이 제도가 최

초로 도입된 미국(1917)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자 회사로 분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이다.

이 경우에 연결 상간의 거래에서 내부이익이 조성되어 과도한 세부담이 소거되어

조세회피행위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연결그룹내의 기업들의 회계연도가

통일되어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회계기준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국제조세기준에 맞추어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세계각국은 개별기업에 한 세제지원을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감시 규제하고

있는데 기업집단전체로 연결과세하게 되면 개별기업의 결손금을 흡수하게 되어 기업

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구미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결과세제도를 통해서 행사하기 때문

에 국제적 제도의 정합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조세마찰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기업집단내의 사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신에 그 실

효성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서 연결과세를 하게 될 경우 직접적인 유인

책이 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회계단위와 과세소득단위를 통일하고 자금조달

및 신용평가에 효과적인 자료가 되는데 여기에 조세 유인까지 있게 되면 기업 경 의

기반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할 수 있으나 행정당국이 이 제도

의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로서는 연결납세에 관련된 기업내의 사무 부담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실정상 아직 도입이 이르다는 주장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내용을 알아보

면 세제 당국이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조세회피와 세수

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과세소득이 많은 기업이 손실이 높은 기업

을 신설해서 결손금을 흡수하여 과세소득을 감소기켜 조세부담을 회피한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업을 하는 기업들로서 최근에 조세천국(Tax Heaven)과 같

이 세율이 낮은 곳으로 과세소득을 이전시키는 문제(Transfer Tax)가 등장하는 현실에

서 조세부담이 높은 국가에 본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애

국심만으로 호소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자국내에서 업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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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인 세금부담을 낮추는 신에 장기적으로 세수확보를 기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선진국

들이 이 제도를 시작할 당시에는 100% 자회사를 상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완화하

여 100% 미만의 소유 자회사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둘째, 연결납세기업의 임의 관리를 허용할지 여부이다. 미국과 같이 해당기업이 강

제 가입을 하는 방식과 프랑스, 국 등과 같이 해당 기업들이 임의 선택이 가능한 나

라들이 있다. 최근에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 일체성과 세제의 중립성을 강조

해서 미국형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사분할이 인정되는 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필연적

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연결납세제도에 해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할 것이 아니

라, 단기적 과제로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에서 개설역사가 아주 짧은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회사들의

경 실적에 따라 더욱 늘어나든지 아니면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세법상 나타나 있는

세제지원은 일반지주회사나 합병, 분할하는 회사들의 세제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금

융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는 셈이다. 부분의 세제지원은 과세소

득이 있을 때에 효력이 있게 되며 부실금융이나 평가차손으로 과세소득이 없을 때에

는 효력이 없어서 법규상의 혜택이 될 뿐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에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증권시장내에서의 공개매

수에 의한 방법과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 현물출자와 같은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법은 주가의 변동에 따른 소요 자금 규모와 공개매수의 기간이 소요되어 쉽게

진행하기 어려워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들 방법도

주식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궁극적인 문제가 되고 평가차익에 한 향후 처리

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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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한 비과세도 완전비과세는 아니고, 더구나 이익이 없어서 배당소득

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세효과도 없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제지원 정책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을 거느린 현재의 상태에서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이다.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보다 효과적인 자극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회생하는데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같은 제도가 필

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향후 일반 지주회사와 같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정합성이 없는 세제 지원은 국제 협정상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세제지원은 국제 정합성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분야에서는 재벌 정책의 수단으로서 일반 지주회사, 금융분야

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책이 산업구조 조정수단으로서 깊이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제지원정책은 이들 지주회사를 육성하느냐 아니냐에 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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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raisal of the Tax System for a Financial Holding
Company

Kesop 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kinds of tax sheltered policies on financial

holding company which is appearing recently, and arrange the points at this issue in order to

activat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se methods of tax support which has been believed to be the most effective way among

many kinds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ies actually yields no results unless there is taxable

income. 

International convention holds that tax supporting method which is not coincid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s regarded as a government subsidy.

In this point of view, tax supporting method with a fair evaluation of the takeover bid, stock

trading, and investment in kind methods should have a coincide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aper insists that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ing system is still more effective

way to support both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general hol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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