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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7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가 금융산업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투

기, 대마불사, 과도한 성과급, 공매도, 허술한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기

인했다고 할 수 있다.1)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금융규제가 필

요하다는 인식이 정관계와 학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2) 이번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는 2010년 발효된 월가 개혁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의회 청문회 결과보고서인 US Senat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the United 
States (US Senate, January 2011);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Wall Street & the Financial Crisis-Anatomy of a Financial Collapse (US Senate, 
April 2011), 학계의 분석에 대해서는 Andrew W. Lo, Reading About the 
Financial Crisis: A Twenty-One-Book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50, No.1 (2012); Mark Jickling,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참조. 

2) Henry Kaufman, The Road to Financial Reformation: Warnings, Consequences, 
Reforms (New York: Wiley, 2009); Andrew Ross Sorkin, Too Big to Fail: The 
Inside Story of How Wall Street and Washington Fought to Save th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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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비자보호법(도드－프랑크 법: Dodd-Frank Act)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자유화의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다. 

금융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융기관의 고질적인 레버리지(leverage)-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확대 관

행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된 개혁조치들인 볼커 룰(Volker Rule)-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제한－의 도입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기자본비

율[BIS capital ratio]의 상향 조정은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특별한 진전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의 강화가 금융기

관의 신용공급능력을 약화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형 글로벌금융기관들이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를 조작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환율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012

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JP Morgan Chase & 

Co., 이하 JP모건 체이스)의 런던 지사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파생상품 거

래과정에서 거액을 손실을 입은 이른바 ‘런던 고래’(London whale) 사건

이 보여주듯, 투기 관행은 금융사 내부에 뿌리깊이 내려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그램 리

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 Bliley Act)으로 사문화된 1933년 은행

법(글래스－스티걸 법: Glass-Steagall Act)을 부활해 기존의 금융기관을 

쪼개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3)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와 금융기관이 금융규제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

System-and Themselves (New York: Viking Adult, 2009); Simon Johnson and 
James Kwak, 13 Bankers: The Wall Street Takeover and the Next Financial 
Meltdown (New York: Pantheon, 2010)

3)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낸 존 메케인 상원의원도 이 주장을 지

지하고 있다. Dylan Matthews, Elizabeth Warren and John McCain Want 
Glass-Steagall Back. Should You?, Washington Post (July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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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맞붙었던 사례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있었던 J.P. 모건 앤 컴퍼니

(J.P. Morgan & Co., 이하 J.P. 모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법적, 제도

적 공방이었을 것이다.4) J.P. 모건은 일개 민간 금융기관이었지만 막대한 

자금 동원 능력, 겸임이사를 통한 주요 대기업에 대한 경  참여, 광범위

한 정관계 인맥으로부터 나오는 무소불위의 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J.P. 모건의 존재와 행태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1907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J.P. 모건은 정부나 의회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 고, J.P. 모건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 다. 말하자면 성공이 역설

적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J.P. 모건의 규모와 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열린 1912년 푸조 위원회(Pujo Committee)에서부터 모건 

스탠리(J.P. 모건이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라 1934년 이후 분리한 후 투

자은행 부문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조사한 1947년 반독점법 위반 소송

까지 금융에 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핵심에는 J.P. 모건이 있었다. 20세

기 말에는 골드만 삭스의 부상에 위축되기도 했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후신인 JP 모건 체이스는 다시 한 번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우

뚝 섰다.5) 위기 후 연방정부가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은 

현재 금융개혁의 핵심 표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6)

역사적으로 볼 때 J.P. 모건의 위상과 향력은 미국 금융감독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이전인 20세기 초반에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설

4) J.P 모건은 수십 차례의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의 JP모건 체이스로 발전하 다.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JPMorgan Chase & Co., The History of JPMorgan Chase 
& Co.: 200 Years of Leadership in Banking (New York: JPMorgan Chase & 
Co., 2008) 참조.

5) Duff McDonald, Last Man Standing: The Ascent of Jamie Dimon and JPMorgan 
Chas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9)

6) John Gapper, JPMorgan Has Made Itself a Target for Regulators, Financial 
Times (September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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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설립은 J.P. 모건의 향력을 제어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7) 당시 연방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의 목적은 사실상 J.P. 모건이라는 한 금융기관의 향력－경제

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을 제어하는데 있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금융개혁 역사를 J.P. 

모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금융개혁의 교착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정책과 제도가 연방차원에서 체계화되었던 1900-30년

대 금융개혁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

방준비제도가 설립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1907년 금융위기 및 은행법

(1933년), 증권법(1933년), 증권거래법(1934년)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

한 1929년 대공황이 특히 중요하다.

J.P.모건에 대한 사례연구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

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제도와 정

책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원인

으로 지목된 관치금융, 정실주의, 대마불사 문제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속칭 금융권의 4대 천황이라고 불렸던 권력과 가까운 인사들의 

은행 지주회사 회장 선임, 저축은행 파산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 로비, 

국제경쟁력을 명분으로 추진된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 그리고 가계

대출 중심의 자산불리기 경쟁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금융위기 이후

에 도입되었어야 할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회의 체제적 위험

(systemic risk)를 줄이고자 하는 공공적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금융

개혁의 의지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는 사회로 떠넘기려는 금융권의 사

적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향력을 좀처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8) 

7) Vincent P. Carosso, “Washington and Wall Street: The New Deal and 
Investment Bankers, 1933-1940,” Business History Review 44 (1970): 425-445 

8) 금융규제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금융규제의 상당 부분은 기존 금융기관의 

이해를 유지하려는 데서 출발한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익을 축소하고 

대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금융규제는 번번이 좌절될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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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혁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또 이런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

는데 본 사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금시대(Guilded age)9) J.P. 모건의 

부상과 이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대응전략인 반독점법 기소를 개략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 진보시대(Progressive era)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1907

년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후 J.P. 모건이 직면하게 

된 정치적 역풍을 푸조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후 대공황 이후 

J.P. 모건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리하는데 결정적 향을 주었던 

뉴딜시대 금융개혁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J.P. 모건을 둘러싼 

금융개혁이 주는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Ⅱ. 도금시대: J.P. 모건의 부상과 반독점법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속칭 도금시대(Gilded Age, 1870-189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었다.10) 당시 미국의 금융시장은 발전

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향력이 공공의 이익을 압도하는 일상적 시기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금융기관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힘을 누를 수 있

는 시기라 할 수 있다. Efraim Benmelech and Tobias J. Moskowitz,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Regulation: Evidence from U.S. State Usury 
Laws in the 19th Century”, Journal of Finance, 65 (2010): 1029-1073 참조.

9)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1873년 발표한 풍자소설 도금시대(The Gilded 
Age-A Tale of Today)에서 유래한 말로 미국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하

는 19세기 말 모두가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던, 겉
은 금빛으로 도금한 덕분에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허황된 시대를 말한다. 

10) 이 시대에 대해서는 Matthew Josephson, The Robber Barons: The Great American 
Capitalists, 1861-1901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4); Charles 
R. Morris, The Tycoons: How Andrew Carnegie, John D. Rockefeller, Jay Gould, 
and J. P. Morgan Invented the American Supereconomy (New York: Times 
Books,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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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그 규모도 작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기업은 산업화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문을 해외에 조달해야 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발행한 채권과 철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은 국 투자자들에 인기가 있었다. 미국 채권과 주식을 국 투자자

에게 판매하는 역할은 상인은행(merchant bank)이 수행하 다.11) 

미국 은행가 조지 피바디가 1835년 런던에 설립한 조지 피바디 앤 컴

퍼니(George Peabody & Co.)는 이런 거래를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

는 은행들 중 하나 다. 이 회사의 파트너 던 웨일즈 이민자 출신인 주

니어스 모건(Junius Spencer Morgan)은 피바디가 은퇴한 1864년 피바디 

앤 컴퍼니를 J.S. 모건 앤 컴퍼니(J.P. Morgan & Co., 이하 J.S. 모건)로 

개편하 다.12) J.S. 모건은 피바디가 구축해 놓은 해외 거래망을 발전시

켜 1870년대 후반에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향력 있는 상인은행으

로 부상하 다.13) 

존 피어폰트 모건(John Pierpont Morgan, 이하 피어폰트 모건)은 1857

년 아버지가 경 하는 J.S. 모건의 런던 사무소를 통해 은행계에 입문하

다. 다음 해 그는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의 미국 대리인인 던컨 셔만 

앤 컴퍼니(Duncan, Sherman & Company)에서 본격적으로 은행 업무를 

배웠다. 1864년 J. 피어폰트 모건(J. Pierpont Morgan & Company)을 

설립한 그는 이후 4년간 아버지 회사의 뉴욕 대리인으로 활동하 다. 이

후 다브니 모건 앤 컴퍼니(Dabney, Morgan, and Company)에서 활동하

던 그는 아버지의 후원으로 1871년 필라델피아의 유력한 은행가 앤소니 

11) 투자은행의 전신으로 간주되는 상인은행은 초기에 환어음의 인수와 사채 발행을 담

당하는 금융기관이었다.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Alan D. Morrison and William 
J. Wilhelm, Jr., Investment Banking: Institution, Politics, and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12) 모건 가문의 가계에 대해서는 Stanley Jackson, J. P. Morgan: A Biography (New 
York: Stein and Day, 1983) 참조.

13) Charles R. Geisst, Wall Street: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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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렉셀(Anthony J. Drexel)와 합작하여 드렉셀 모건 앤 컴퍼니(Drexel, 

Morgan & Company, 이하 드렉셀 모건)를 설립하 다.14)

1870년대 드렉셀 가문과 합작한 후 피어폰트 모건의 관심은 금융산업

을 넘어 철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1879년 당시 최대의 철도 재벌이었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Cornelius Vanderbilt)의 사망 후 그 가족들은 노사

분규로 시끄러웠던 뉴욕센트럴 철도(New York Central Railroad)의 주

식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 다. 이 거래의 주간사로 선정된 드렉셀 모건은 

런던에 있던 J.S. 모건의 도움을 받아 국 투자자들의 유치하여 25만주

를 성공적으로 매각하 다. 그 대가로 피어폰트 모건은 철도회사의 국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 드렉셀 모건은 재무대리기관으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피어폰트 모건은 다음 해 노던 퍼시픽 철도 회사(Northern 

Pacific Railroad Company)에도 투자하 으며, 이사회에도 자리를 확보

하 다.15) 

피어폰트 모건의 관심은 철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880년대 초

반부터 그는 통신산업과 전기산업을 진출하려고 시도하 다. 1881년 경

쟁자 던 제이슨 제이 굴드(Jason Jay Gould)가 밴더빌트 가문이 소유하

고 있었던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Western Union Telegraph Company)

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 권을 장악하 다.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악명 높

은 굴드가 드렉셀 모건의 기 을 도청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 던 피어폰

트 모건은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이 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피어폰트 모

건은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주식 발행도 참여하 다. 전등을 뉴욕 최초로 사저에 설치한 이후 그는 에

디슨의 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 다.16) 

14) 피어폰트 모건의 부상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n Chernow, The House of 
Morgan: An American Banking Dynasty and the Rise of Modern Finance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0), Part 1. 참조.

15) Edwin P. Hoyt, Jr, The House of Morgan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66):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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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폰트 모건의 철도회사 경  참여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의 

단초가 되었다. 주식의 공개 매각으로 소유가 분산되면서, 투자자를 대리

하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경 권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어폰트 모건이 철도회사 경 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난립한 철도회사들 사이의 운임 인사 

경쟁으로 뉴욕 센트럴 철도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1885년부터 투

자자의 입장에서 경 진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 다. 경 권을 가지고 

있던 밴더빌트 가문이 수익성 악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그는 ‘이익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를 

명분으로 관련 회사들을 모아 가격 경쟁을 중단하는 신사협정을 성사시켰다.17)

뉴욕 센트럴 철도의 성공 이후 드렉셀 모건 앤 컴퍼니는 자금을 조달

하는 상인은행에서 경  자문까지 하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발전하 다. 투자은행가로서 피어폰트 모건은 우수죽순으로 생겨난 여러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통해 파산하던 철도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드렉셀 모건의 구조조정 방식은 전문가를 보내 부채를 정리

한 후 이사회에 파트너들을 파견하여 경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드렉셀 J.P. 모건의 파트너들은 수십 개 철도회사의 이사에 선임되었

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드렉셀 모건은 미국 전역의 철

도망을 장악하 다.18) 1890년 주니어스 모건, 3년 뒤 앤소니 드렉셀의 사

망으로 피어폰트 모건은 명실상부한 모건 가문의 가장이 되었고, 1895년 

그는 드렉셀 모건을 청산하고 J.P. 모건으로 회사를 재편하 다.19) 

16) Ibid., 164-165.
17) Ibid., 166-170.
18) Ibid., 177-186.
19) 주니어스 모건이 운 했던 J.S.모건 앤 컴퍼니는 1904년 J.P.모건의 파트너가 된 전 

국 중앙은행 총재의 아들인 에드워드 찰스 그렌펠(Edward Charles Grenfell)를 중

심으로 1910년 모건 그렌펠회사(Morgan, Grenfell & Co.)로 재편되었다. Ibid.,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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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ewis Corey, The House of Morgan: A Social Biography of the Masters 

of Money (New York: G. Howard Watt, 1930), 212과 213 사이 간지.

<그림 1> J.P. 모건의 철도 제국(1900년)

피어폰트 모건은 J.P. 모건이 이사를 파견하고 있었던 일리노이 제철회

사(Illinois Steel Company) 및 미네소타 철강회사(Minnesota Iron Company)

를 통해 철도와 연관된 철강 산업으로 진출하 다.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을 위해 그는 군소 철강 제조사들을 묶어 1898년 페더랄 제철회사(Federal 

Steel Company)를 설립하 다. 철강 트러스트를 조직하려고 하 던 그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하 다. 첫째, 철강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철광상은 

록펠러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다. 록펠러 가문은 철도망을 장악한 J.P. 모

건의 향력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당시 미국 최

대 철강회사인 카네기 제철회사(Carnegie Steel Company)는 수직계열화

를 통해 자족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설립자 앤드류 카네기

(Andrew Carnegie)는 전체 주식의 58%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카네기의 

협조 없이 J.P. 모건은 철강 트러스트를 구성할 수 없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J.P. 모건은 1900년 일군의 철강회사들이 카네기제철과 협

력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 다. 카네기는 역으로 철도회사를 설립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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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사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 다. 철도 트러스트의 유지를 위해 피어

폰트 모건은 은퇴를 압둔 카네기를 설득하여 5억 달러에 카네기 제철을 

인수하 다. 또한 록펠러 가문의 철광상도 시가보다 높은 7억5천만 달러

에 인수하 다. 이후 연관된 다른 회사들까지 인수하여, J.P. 모건은 1901

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제철회사(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를 출

범시켰다. 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공모에 성공함으로써 J.P. 모건은 수수료

는 물론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20)

철도 및 철강 트러스트를 구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J.P. 모건은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에서 최대의 트러스트(trust) 중 하나로 부상하 다.21) 

J.P. 모건이 활용했던 신사협약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참여 기업들

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주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었다. 즉 트러스트를 통한 경쟁 제한은 개인적인 이

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

을 받았다. 트러스트에 대한 비판은 1887년 주간(州間) 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1890년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Law)으로 제

도화되었다. 그러나 1895년 미국 법무부가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

소한 아메리칸 슈거 리파이닝 회사(American Sugar Refining Company)가 

인수합병한 나이트회사(E. C. Knight Co) 소송에 무죄를 선고한 후, 미

국에는 거의 200개에 달하는 트러스트들이 등장했다.22)

당시 단일 기업으로서는 존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의 스탠

더드 오일(Standard Oil)이 가장 큰 제조업체 지만, 제너럴 일렉트릭

20) Ibid, 238-245.
21) 트러스트는 당시 독점(monopoly)보다는 합병(merger)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트러

스트는 한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수직계열화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들에 종사하

는 기업들을 합병한 기업집단(conglomerate)과 구분된다. 미국에서 전자는 1880년
대. 후자는 1950년대에 등장하 다. Geisst, Wall Street, 99-101 & 283-290.

22) Charles W. McCurdy, “The Knight Sugar Decision of 1895 and the Modernization 
of American Corporation Law,1869-1903,” Business History Review 53 (1979): 
3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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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lectric),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듀퐁(Du Pont), 에

이티 앤 티(AT & T) 등과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 이사를 파견하고 있었

던 J.P 모건은 석유를 제외한 주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향력을 행사하

다. 따라서 J.P. 모건은 반독점법의 핵심 표적이 되었다. J.P. 모건에 대

한 반독점 소송은 1896년 피어폰트 모건이 관여했던 노던 퍼시픽 철도회

사를 통해 중서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그레이트 노던 철도(Great Northern 

Railroad)의 구조조정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한 주주가 이 구조조정으로 

탄생한 철도가 셔먼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트러스라고 고소하 다. 고소가 

접수된 미네소타 주 법률은 경쟁하는 철도들의 합병을 금지하 기 때문에 

J.P. 모건은 패소하 다. 이에 J.P 모건은 구조조정이 직접적인 기업 결합

이 아니라 의결권 트러스트를 통한 연합이었다고 대법원에 항고하 다.23) 

1902년 J.P. 모건이 투자한 노던 증권회사(Northern Securities Company)

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피어폰트 모건의 시도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면담 거부로 실패하 다. 2년 

뒤 대법원이 이 증권사가 자유경쟁에 반했다고 판결하 다.24)

Ⅲ. 진보시대: 머니 트러스트와 푸조 위원회

진보시대(Progressive era, 1890-1920년대)는 1901년 친기업 성향의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공화당 내 진

보파로 분류되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부통령이 대통

령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 다고 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

령은 취임 초부터 월 스트리트와 트러스트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적으로 추진했다. 1903년 상무노동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된 기업국(Bureau 

23) Hoyt, The House of Morgan, 232-234.
24) Ibid,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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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rporations)은 트러스트 문제를 전담하 다.25) 당시 기업국의 가장 

중요한 표적들 중의 하나는 스탠더드 오일이었다. 1910년 3월 미국 법무

부는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반독점법에 저촉된다는 소송을 제기하 고 

이듬 해 5월 연방 대법원이 이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석유산업의 독점을 추구했다고 판결한 사례 다.26) 그 결과 스탠더드 오

일은 34개 회사들로 해체되었다. 

이 시대 스탠더드 오일이 제조업의 제1 공적이었다면, 금융계의 제 1 

공적은 머니 트러스트(money trust) J.P. 모건이었다. J.P. 모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여러 차례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후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 역

할을 하기도 하 다.27) 국제적으로도 J.P. 모건은 주요 유럽국가들의 재

무부와 중앙은행과 거래하며 전쟁 자금의 조달과 환율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적극 참여하 다. 대서양 양편을 잇는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에 대

한 막강한 향력 때문에 J.P. 모건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로, 금융자본의 향력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투기꾼이라는 상

반되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J.P. 모건의 향력은 1890년대 초반 미국 정부의 금 보유액이 

부족하여 발생한 금본위제 위기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J.P. 모건은 오거스

트 벨몬트(August Belmont) 및 로스차일드 가문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

하여, 국내외에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

25)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26) Arthur M. Johnson, “Theodore Roosevelt and the Bureau of Corporations,”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Review 45 (1959): 571-590
27) 초대 국무장관 알렉산더 해 턴이 주도한 미국연방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

은 1791년부터 1811년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다. 1816년 재설립된 미국연방

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전자와 구분하기 위해 제2 미국은행으로 불린다－은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이 1836년 칙허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소멸되

었다. 그 이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성립된 1913년까지 미국에는 공식적인 중앙은행

제도가 없었다. Bray Hammond, Banks and Politics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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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내 여론은 J.P. 모건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정부가 막대한 수

수료와 이자를 J.P. 모건에게 제공하 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피어폰

트 모건은 1896년 6월 열린 상원 조사위원회에 출석해야만 했다.28)

1907년 금융위기는 J.P. 모건의 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금 확

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7년 금융위기의 발단은 은행이 아닌 신탁회사

(trust company)의 주식투기로부터 출발하 다. 예금주의 인출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해 예금의 25%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은행과 달리, 

장기 투자자가 주고객인 신탁회사는 그 정도의 지급준비율을 유지할 필

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과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해 10월 뉴

욕의 유력한 신탁회사들이 주식투기에 실패하여 파산한 후 금융시장 전

체에 공포가 확산되어 주요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 다. 뉴욕 주 정부

와 연방정부에서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 지만, 계속적인 예

금인출(bank run)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증권회사들도 파산위험에 노출되

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일시적으로 폐장되었다.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최후의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존재하

지 않았던 당시, 피어폰트 모건은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위기를 진정시

킬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인 2,500만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 재원을 2주

만에 확보하 다. 그 결과 금융위기는 3주만에 극복되었고 뉴욕증권거래

소와 뉴욕시도 재정부담을 덜게 되었다.29) 

역설적이게도 당시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보여준 J.P. 모건의 향력이 

정치적 견제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위기 직후 피어폰트 모건

은 1907년 위기의 원인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은 넬슨 알드리치(Nelson 

Aldrich) 상원의원과 함께 위기 방지 대책을 논의하 다. 루스벨트 대통

령도 그의 공적을 인정하고, 그 사위인 허버트 새터리(Herbert Saterlee)

를 예전에 자신이 역임했던 해군성 차관보로 임명하 다. 그러나 여론은 

28) Chernow, The House of Morgan, 71-78.
29) Ibid.,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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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독점대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감을 

증폭시킨 폭로언론(muckraking)은 금융시장에 대한 향력이 정부보다 

큰 J.P. 모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폭로언론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J.P. 모건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까

지 부채질하 다.30) 

모건 가문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고조되는 와중인 1911년 미국 법무

부는 J.P 모건이 지배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제철회사(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을 트러스트들의 트러스트로 규정하고 반독점법 소송

을 제기하 다. 이 소송의 단초는 1907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

건이 인수했던 테네시 석탄철강회사(Tennessee Coal and Iron Company)

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대주주인 증권회사 무어 앤드 쉴리

(Moore and Schley)의 파산으로 폭락할 때, 피어폰트 모건은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면서 철강회사 주식을 구매하 던 것이다.31) 설상가상

으로, 1912년 가을 피어폰트 모건은 1904년 루스벨트 대통령 재선 선거

운동 때 15만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하원 은행 및 

통화 위원회에 소환되었다.32)

J.P. 모건에 대한 정치적 반감은 속칭 푸조 위원회에서 극에 달했다.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 하원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여 아슨 

푸조(Arsène Pujo) 의원이 주재한 이 하원 소위원회는 1912년 5월부터 

1913년 1월까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의 문제점들을 조사하 다. 실질

적인 조사는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기업변호사 출신 특별검사 사무엘 

운터마이어(Samuel Untermyer)에 의해 주도되었다.33) 그는 이사 겸임

30) Ibid., 308-311. 당시 폭로언론의 금융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Cedric B. 
Cowing, “Market Speculation in the Muckraker Era: The Popular Reaction,” 
Business History Review 31 (1957): 403-413 참조.

31) Hoyt, The House of Morgan, 289-303.
32) Ibid., 313.
33) Samuel Untermyer, “Completing the Anti-Trust Programme,” North American 

Review 199 (1914): 5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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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ocking directorate)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주요 대기업들의 소

유와 경 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5대 금융기관들

이 341개, 그 중 J.P. 모건은 72개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4)

금융기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푸조 위원회는 이 금융기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하 다. 그렇지만 이 위

원회는 1907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팽창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향력을 폭로하는데 성공하 다. 특히 이 위원회의 활동은 취재하

여 보도한 변호사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의 남의 돈－은행

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을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하 다.35) 그 결과 1913년 헌법 16 수정조항 입법, 연

방준비제도 설립, 1914년 클레이턴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 입

법, 소득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1912년 12월 푸조위원회에 소환되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피어폰트 

모건은 그 해 4월 이탈리아에서 휴양 중 사망하 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모건의 급속한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이 이 위원회에 있다고 비난하 다. 또

한 피어폰트 모건의 아들인 존 피어폰트 모건 2세(John Pierpont “Jack” 

Morgan, Jr, 이하 잭 모건)는 이 위원회를 주도한 운터마이어와 브랜다이

스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유태인 공동체 내에 반모건 음모를 

조사하기 위해 1920년부터 2년 동안 사설탐정을 고용하기까지 하 다.36)

34) 1912년 당시 18개 금융기관들이 총 253억2천5백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134개 회

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해 미국 국민총생산(GDP) 394억 달러 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규모와 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Miguel Cantillo Simon, “The Rise and Fall of Bank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1890-1939,” American Economic Review 88 (1998): 1081.

35) Louis Brandies, Other People’s Money-and How the Bankers Use it (New York: 
Frederick A. Stockes Company, 1932 [1914]).

36) John Douglas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1): 74 &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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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경 권을 승계한 잭 모건은 1914년 1월 초 18개 회사

의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하 다. 동시에 4명의 다른 파트너들도 12

개 이사직에서 사임하 다. 이는 이사 겸임을 막는 법안을 선제적으로 막

기 위한 조치 다. 그해 입법된 클레이턴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은 경쟁회사들의 이사 겸임을 금지했지만 은행가들의 고객 회사 이

사회 참여는 막지 않았다.37) 그래서 J.P. 모건의 파트너들은 약 33개의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38) 

또한 1913년 설립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J.P. 모건에게 완전히 

불리하지 않았다. 처음에 잭 모건은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lison) 

대통령에게 은행의 통제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맡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12개 지역에 설치된 연방준비은행들에게 연

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초대 총재에 J.P. 모건 출신인 벤자민 스트롱(Benjamin 

Strong)이 임명됨으로써, J.P. 모건의 위상과 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39)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트러스트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약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17년 7월 윌슨 대통령이 군수지원을 

위해 설립한 전쟁산업위원회(War Industries Board)에는 대기업 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사실이다.40) 다음해 4월 윌슨 대통령은 전쟁 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업을 금지하기 위해 전국전쟁노동위원회(National War 

Labor Board)도 구성하 다. 이 위원회는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대

가로 노사위원회(works council)의 결성을 인정하 고 이러한 경험은 노

사정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조합주의적 자유주의’(corporate liberalism)

37) Ibid., p.79; Chernow, The House of Morgan, 180-181.
38) Hoyt, The House of Morgan, 368.
39) Chernow, The House of Morgan, 181-182.
40) Robert D. Cuff, “Woodrow Wilson and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during 

World War I,” Review of Politics 31 (1969): 3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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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된다.41)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시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했던 정부는 투자은행들의 협조를 필요로 했

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호전되어 J.P. 모건의 파

트너들이 예전에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회사들로 복귀하기도 하 다.42) 

전쟁 발발 직후인 1914년 7월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J.P. 모건의 파리 지

사인 모건 아르제 회사(Morgan, Harjes & Co.)를 통해 프랑스 정부를 

위한 1억 달러 대출을 요청하 다. 미국 국무부는 이 요청에 대한 직접적

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스위스 정부의 유사한 요구에 

대해 미국의 중립 노선과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

로써 이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하 다. 연합국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어렵게 되자 J.P. 모건은 금괴 수송과 연합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증

권의 매각을 돕는 간접적 지원을 강구하 다. 독일이 잠수함으로 민간선

박을 공격했던 1915년 5월까지 미국 내 전반적 여론은 연합국에 우호적

이지 않았다. 실제로 J.P. 모건의 친  노선과 연합국 지원에 불만을 품

은 미국내 독일 지지자 한 명이 1915년 7월 3일 권총으로 잭 모건의 암

살을 시도하기도 하 다.43)

경제상황 악화는 미국내 반전 여론을 약화시켰다. 유럽국가들의 전쟁으

로 수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재계의 우려 때문에 정부는 직접적인 자

금 지원은 금지했지만 전쟁물자 구매를 위한 신용 제공은 허용하기로 하

41) Kim McQuaid, Corporate Liberalism in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1920-1940,” Business History Review 52 (1978): 343-346. 조합주의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동 자유주의’로 번역될 수도 있다. 한편, 당시 대기업들이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식했다는 점에서 ‘법인 자유주의’ 혹은 ‘기업자유주의’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James 
Weinstein, The Corporate Ideal in the Liberal State 1900-1918 (Boston: Beacon 
Press, 1968) 참조. 

42) Simon, “The Rise and Fall of Bank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1890-1939,” 1090.
43)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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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 1914년 11월 국 정재계와 긴 한 협조를 해왔던 J.P. 모건은 

국 정부와 국상업청 협정(British Commercial Agency Agreement)

을 체결하여, 국을 대신해 미국내 전쟁물자 구매를 대행해주기로 하

다. 프랑스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후, J.P. 모건은 수출부를 만들어 

전쟁 기간 내내 전쟁물자를 공급하 다. 1915년부터 J.P. 모건은 직접적

인 자금 지원을 늘려갔다. 4월에 프랑스정부에 1년 만기 3천만 달러, 6월

에는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에게 3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주

었다. 10월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J.P. 모건은 국과 프랑스에 5년 만기 

총 5억 달러 대출을 해주었다. 1917년 1월 J.P. 모건은 국 정부에 2억

5천만 달러와 1억 달러를 각각 대출해주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유사한 대출을 기대한 프랑스에게는 4월에 1억 달

러를 대출해주었다.45)

J.P. 모건은 미국 정부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 었다. 미국이 참전하기 

직전인 1917년 3월 의회가 전쟁물자 구매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미루자 

J.P. 모건이 이자 없이 백만 달러를 선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 다. 

그러나 자금이 집행되기 전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하여 실제로 자금을 제

공하지는 못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J.P. 모건의 전쟁채권 발행 제안하

다. 진보 성향을 가진 윌슨 행정부는 이 제안을 거절하 다.46)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은 미국 정부가 전비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인 자유채권(Liberty Bond) 매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모건은 1917년 7월 처음 발행된 20억 달러 채권 중 5천만 달러어

치를 구매하 다. 개인적으로 잭 모건은 1918년까지 추가로 3회 더 발행

된 자유채권 구매의 구매를 독려하 다.47) 

전후에도 J.P. 모건은 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 다. 한

44) Chernow, The House of Morgan, 186.
45)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88-98.
46) Ibid., 99-98.
47) Ibi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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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 1919년 의회가 미국 고용서비스청(US Employment Service)이 

전쟁 종료 후 일시에 복귀한 예비역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을 제때 제

공하는데 실패하자, J.P. 모건은 10만 달러를 선지급하 다. 그러나 의회

가 선자금금에 대한 변상을 거부하자, J.P. 모건은 고용서비스청에 대한 

신용 갱신을 거절하 다. 같은 해 4월 모건 2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용했던 런던 저택을 국대사관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부 제

안을 하 다. 정부는 이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고, 1921년 상원외교위원회

에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하원에서 입법되었다. 또한 6월에는 잭 

모건이 비 로 분류되어 있는 독일과 평화조약 사본을 유출했다는 의심

을 받아 상원 외교위원회에 소환을 당하기도 하 다.48) 

다른 한편 J.P. 모건은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금

융회사(Foreign Finance Corporation)을 설립하 다. 당시 J.P. 모건은 멕

시코는 물론 중국, 벨기에, 캐나다 정부와도 거래를 하 으며, 20년대에

는 폴란드, 루마니아, 쿠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부로 고객을 확대하

다.49) 더 나아가 J.P. 모건은 독일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권을 대표하 다. 잭 모건은 승

전국들이 독일에 배상금을 받기 위해 만든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립에 

관여하 을 뿐 아니라, 독일의 배상금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1924년 도

즈 계획(Dawes Plan) 및 1929년  계획(Young Plan)에 간여하 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근본적으

로 약화되지는 않았다. 특히 전쟁 중에 일어난 러시아의 공산화는 모건 

가문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에 고무된 미국 급

진주의자들이 20명의 저명인사들을 폭탄으로 암살하려는 시도가 1919년 

미수로 끝났는데, 여기에 잭 목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0년 9월 16일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의 30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J.P. 

48) Ibid., 106-8.
49) Hoyt, The House of Morgan, 363 & 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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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임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50) 또한 J.P. 모건이 

지배하는 제조업체에서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잭 모건은 이사들에

게 노사분규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 다.51)

J.P. 모건의 정치적 형력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다. J.P. 모건

의 임직원들은 유력 정치인들에 직접적인 선거자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

니라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과 채권

을 인수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법률대리인인 존 데이비스(John W. 

Davis)는 192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도 하 다.52)

Ⅳ. 뉴딜시대: 페코라 위원회와 J.P. 모건의 해체

1929년 발생한 대공황 직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권으로 시

작된 뉴딜 시대 J.P. 모건은 이전보다 더 큰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다. 처음에 잭 모건은 친기업적이었지만 대공황에 잘 대처하지 못한 허버

트 클라크 후버(Herbert Clark Hoover) 대통령에 실망하 다. 이 때문에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53) 실제로 후버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설립된 전쟁산업위원

회와 유사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시도를 무산시켰다. 1931년 9월 GE 

회장 제랄드 스워프(Gerald Swope)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속칭 ‘스워프 계획’을 제안하 다. 이 계획의 핵

심은 정부가 기업에게 경쟁과 생산의 제한을 허용하는 대신 기업은 실업 

수당, 퇴직연금 등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계획의 실행을 감독할 연방 기구의 설립까지 제안하 다. 이 계획은 기업

50)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107 & 113.
51) Ibid., 108-109.
52) Chernow, The House of Morgan, 254-255 & 370.
53) Ibid., Chapter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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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력 확대를 우려한 후버 대통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54)

투자와 고용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기업인을 동원하는 방식은 비공식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이뤄졌다. 뉴딜 정책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 상무장관 대니얼 로퍼(Daniel C. Roper)는 1933년 6월 대기업 임

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자문기구인 기업인자문계획위원회(Business Advisory 

and Planning Council)-2년 뒤 기업인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

로 명칭 변경－를 설립하 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

했던 이 위원회에 초빙되었던 41명의 기업가들 중에는 상공회의소의 헨

리 해리만(Henry I. Harriman), GE의 제라드 스워프, 인터내셔널 하베스

트의 알렉산더 레그(Alexander Legge), 스탠더드 오일의 월터 티글(Walter 

Teagle), GM의 알프레드 슬로안(Alfred Sloan)이 포함되어 있었고 금융

회사 경 자 중에서는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 Co)의 선임 파

트너인 시드니 와인버그(Sidney J. Weinberg)가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55) 

그러나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을 대공황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

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서

서히 접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페코라 위원회(Pecora Commission)의 

활동이었다. 1907년 금융위기를 조사한 푸조 위원회의 선례를 따라, 미국 

상원 은행 및 통화위원회는 대공황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1932년 4월 출범시켰다. 본래 이 위원회는 당시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위원장 피터 노벡(Peter Norbeck)이 주도하 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회가 대중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처음 두 명

의 특별검사들을 무능으로 파면하 다. 세 번째 검사는 광범위한 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하자 사임하 다. 이 위원회의 네 번째이자 마

54) McQuaid, “Corporate Liberalism in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1920-1940,” 
352-4.

55) Robert M. Collins, “Positive Business Responses to the New Deal: The Roots of 
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1933-1942,” Business History Review 
52 (1978): 3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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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특별검사는 페르난드 페코라(Ferdinand Pecora) 다. 1933년 1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임명된 그는 기존 조사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고 청문회기간 연장을 요청하 다. 1932년 말 대통령 및 의회선거

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새로운 위원장은 이 요청을 승인하 다.56)

페코라는 주요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의 경 진들을 소환하여, 여론의 

주목을 끌어내는데 성공하 다. 그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 중 가장 정치적

으로 중요한 것은 1931-32년 잭 모건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본 소득보다 자본 손실이 더 많을 경우 손실분이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하

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했던 대

부분의 국민들은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57) 이외에도 그는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다양한 종류의 이익상충 행위들의 문제점을 폭로

함으로써, 금융감독제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

다. 그 결과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강제한 은행법(1933년)과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시킨 증권거래법(1934년)이었다. 이 공적을 인정받

아 그는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58)

이 중 J.P. 모건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정

이었다.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J.P. 모건은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자기자본보다 수십 배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

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발효된 후 금융기관들은 1934년 6월 16일

까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

택하든지 J.P. 모건은 더 이상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었다. 잭 모건은 투자은행을 포기하고 상업은행을 

56) Vincent P. Carosso, The Wall Street Money Trust from Pujo through Medina, 
Business History Review 47 (1973): 421-437.

57)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p.177.
58) Ferdinand Pecora, Wall Street Under Oath: The Story of Our Modern Money 

Changers (New York: Simon and Shuster,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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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 다. 따라서 J.P. 모건은 더 이상 증권 및 채권 발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투자은행 부문은 1935년 J.P. 모건의 전 파트너들이 개인

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인수하 다.59)

출처: Corey, The House of Morgan, 448과 499 사이 간지.

<그림 2> J.P. 모건의 소유 및 자본 구조 (1929년)

59)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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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의 설치 다. 최초의 반독

점법인 셔먼법은 1903년 법무장관 보좌관 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 검찰

총장에 의해 직접 집행되었는데, 루즈벨트 정부는 반독점 정책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해 1933년 차관보 관할 하에 반독점 정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반독점국을 신설하 다.60) 민사소송만 담당할 수 있는 연방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달리 반독점국은 형사소송까지 할 

수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반독점 정책은 1935년 전국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의 위헌 판결로 주춤했긴 하지만 

1936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원의원 조셉 오마호니

(Joseph O’Mahoney)가 독점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 1938년 6월 설립한 

임시국민경제위원회(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의 설립

을 지원하 고, 동시에 이 위원회에 소속된 서만 아놀드 (Thurman Arnold)

를 정부의 반독점국장에 임명하 다. 아놀드 국장은 이후 5년 동안 215

건의 반독점법 위반사례를 조사했는데, 이것은 셔먼 반독점법 제정 이후 

당시까지 53년 간 법무부가 조사한 반독점법 사례의 44%에 해당하는 엄

청난 규모 다.61)

실제로 1939년 12월 잭 모건은 독점 대기업 문제를 조사한 임시국민

경제위원회에 소환을 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는 모건 스탠리 다. 

글래스－스티걸법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그는 

모건 스탠리의 소유와 경 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그에

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62) 

루즈벨트의 민주당 정부와 의원들 뿐 아니라 1935년 시작된 공화당 주

도 나이 위원회(Nye Committee)도 J.P. 모건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제랄드 나이(Gerald Nye)는 군수산업과 그 뒤에 

60) 2013. 10. 18: http://www.justice.gov/atr/about/division-history.html)
61) Wilson D. Miscamble, “Thurman Arnold Goes to Washington: A Look at 

Antitrust Policy in the Later New Deal,” Business History Review 56 (1982): 5.
62) Ibid.,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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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

에 참전하게 만들었다는 소위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 음모를 

검증하기 위한 군수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 다. 이 청문회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듀퐁,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뱁콕 앤 윌

콕스(Babcock & Wilcox) 등의 경 자들이 소환 당했다. 2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심문한 93번의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구체적 혐의

를 입증하는데 실패하 다.63)

J.P. 모건이 이 위원회의 표적이 된 형식상 이유는 이 회사들과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국 왕실과 

교분이 두터운 모건 가문이 국을 돕기 위해 미국의 국가 이익을 희생

실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모건 가문은 1850년대 

이후 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왕족과 주요 정재계 인사들

과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1935년 잭 모건이 국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국 왕은 물론 수상까지 방문하 다는 사실은 모

건 가문이 국을 위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았다.64) 미국이 국을 지지해야 하며 군사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1939년 미국이 제2차 대전에 참전한 어느 국가에게

도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에 분개하 다.65)

그 외에도 1938년 J.P. 모건은 대형 금융사건에 연루되어 또 한 번 구

설수에 올랐다. J.P. 모건의 파트너 던 조지 위트니(George Whitney)의 

형이자 뉴욕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한 리처드 위트니(Richard Whitney)

가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 증권거래법의 제정을 통해 만들어진 증

63) Paul A. C. Koistinen, “The “Industrial-Military Complex” in Historical Perspective: 
World War I,” Business History Review 41 (1967) 378-403; The “Industrial- 
Military Complex”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InterWar,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6 (1970); 819-839.

64) John Douglas Forbes, J.P. Morgan, Jr., 1967-1943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1), Chapter IX.: 184.

65) Ibid.,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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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거래위원회(SEC)에게 이 사건은 J.P. 모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

는 기회가 되었다. 그 해 5월 조사에서 잭 모건은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

으며, 다른 파트너들도 기소되지 않았다.66)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루즈벨트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 속에서 

J.P.모건의 수익성은 계속 저하되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투자은행을 

포기하고 상업은행을 선택한 결과 J.P. 모건은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

는 주식 및 채권 발행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소수의 파트너들이 투

자하는 비상장기업인 J.P.모건이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시켜나갔

던 대형 상업은행들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다 파트너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지자, 1940년 2월 잭 

모건은 J.P. 모건의 기업공개를 결정하 다.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그는 선

임 파트너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로써 1861년부터 유지

되어온 J.P. 모건에 대한 모건 가문의 독점적 소유권은 끝나게 되었다.67) 

기업 공개 후 1942년 2월 3일 J.P. 모건 주식이 처음으로 시장에서 거래

되었다. 투자은행 스미스 바니(Smith Barney)는 J.P. 모건으로부터 전체 

지분의 8.5%인 16,500주를 2억600만 달러에 구매하 다. 그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에 대한 시장 가치를 알아보는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가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려

고 하 다.68) 

기업공개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은 대공황 이후 지속된 쇠퇴국면을 전

환시키는 데 실패하 다.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

인 견제 때문에 J.P. 모건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

를 들어 1947년 미국 법무부는 17개 대형 금융기관들－소위 Wall Street 

Seventeen-이 미국 증권시장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반독점 위반 

66) Ibid., 190-191.
67) Ibid., 198-199.
68) Ibid.,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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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기소하 다. 이 사건을 재판한 뉴욕 남부지원 판사 해롤드 메디나

(Harold R. Medina)는 투자은행에 우호적인 결론을 내려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69) 더 근본적 차원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도 투자은행

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J.P. 모건의 주 고객인 철도, 철강, 자동

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플라스틱, 알루미

늄, 비행기 및 방위－우주산업은 산업정책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받았다.70) 즉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간 투자은행의 비중이 줄

어든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 금융계를 지배하던 J.P. 모건이 

몰락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대공황 이후 가

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일반 대중들이 가진 불만과 공포에 공감하는데 실

패하 다. 엘리트주의를 고집한 모건 가문은 19세기 말 이후 확산된 경제 

민주주의- “경제의 통제권은 위원회와 선출된 관리들의 손에 있어야만 하

며, 그래야 국민들이 통치할 수 있다”-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런 J.P.모건의 엘리트주의는 뉴딜 이후 전개된 대중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았다.71) 

실제로 J.P. 모건－그리고 은행 자회사인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Morgan 

Guaranty Trust)-의 고객은 일반인들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정부, 대기업 

및 부호만을 상대하 다. 또한 비상장회사로서 소유와 경 에 대한 정보

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었으며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들의 왕족

과 정재계 인사들을 망라하는 모건 가문의 인맥 때문에, J.P. 모건은 음

모론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1970년대 “신이 금융거래를 원했다면, 분명

히 모건 스탠리에 전화했을 것이다”(If God wanted to do a financing, 

69) United States v. Morgan, 118 F. Supp. 621 (S.D.N.Y. 1953).
70) Hoyt, The House of Morgan, 392-393.
71) Ibid.,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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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ould call Morgan Stanley)라는 광고에서 보이는 자신감도 이런 인

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72)

이러한 J.P. 모건의 행태는 진보시대와 뉴딜시대 금융자본의 권력을 제

한하려는 연방정부와 부딪혔다. 뉴딜 시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더글러스(William O. Douglas)는 “그것은 정치권력의 이동을 상

징한다. 그것은 은행가들로부터 대중들로, 판매자로부터 투자자로 이동이

다. 그것은 정부가 무력한 사람들, 잘 속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서－필자] 대형 금융(high finance)은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73) J.P. 모건은 

이 주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즉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배타적인 상류층 고객들을 위해 비

과 특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1933년 투자

은행 부분이 모건 스탠리로 분리된 이후 예전과 같은 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상류층 고객에 집중했던 경험 때문에 기업이 공개된 이후에도 일

반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74)

또한 J.P. 모건은 산업자본의 성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19세기 

말 J.P. 모건은 대기업들의 우위에 있었다. 미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자금을 유치해야 했던 당시 J.P. 모건은 국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

하는 미국 상인은행이었다. 또한 당시에 대기업들은 한창 성장하던 시기

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

전 승리 이후 미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

다. 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한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 더 이상 크

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경 인 제도가 확립되면서 상인은

행에서 파견한 이사들에 대한 의존도 역시 약화되었다. 

72) Chernow, The House of Morgan, p.xiv에서 재인용.
73) William O. Douglas, “Protecting the Investor,” Yale Review 23 (1934): 522. 
74) Gerald D. Nash, “Government and Business: A Case Study of State Regulation 

of Corporate Securities, 1850-1933,” Business History Review 38 (1964):1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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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월스트리트(금융산업)과 메인스트리트(제조업)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특히 J. P. 모건과 존 록펠러는 서로를 불신했으며 상대방의 

역에 진출하려고 시도했다. 트러스트를 구성할 때 록펠러는 모건의 

향력을 피하기 위해 투자은행을 활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모건은 카네기

의 제철회사를 인수한 후 록펠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철강업체들을 인

수하려고 노력하 다.75) 록펠러는 모건이 철강트러스트를 결성하는데 성

공한 이후 금융업에 진출을 시도하 다. 록펠러는 많은 대기업들이 거래

하는 모건은행 대신 내셔널 시티(National City) 은행에 막대한 예금을 

예치하 으며, 독자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1911년에는 에퀴터블 트러스트

(Equitable Trust)를 설립하 다. 심지어는 록펠러가 모건을 견제하기 위

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강제한 1933년 은행법을 지지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 다.76)

이런 맥락에서 규제의 변화에 대한 입장은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

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경쟁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기

업은 설령 규제가 친(親)노동⋅반(反)대기업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노동친화적인 뉴딜정책에 대해 자본집약적 산

업의 반감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제조업 

내부에서도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았다.77)

75) Geisst, Wall Street, 100-101.
76) Alexander Tabarrok, “The Separation of 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ing: 

The Morgans Vs. The Rockefellers,”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 
(1998): 1-18. 이와 반대로 J.P. 모건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Paul G. 
Mahone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Journal of 
Legal Studies 30 (2001): 1-31.

77) Thomas Ferguson, “From Normalcy to New Deal: Industrial Structure, Party 
Competition, and American Public Policy in the Great Depre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1984):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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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현재 교착상태에 봉착한 미국의 금융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은 20

세기 초반 연방차원에서 금융규제 정책과 제도가 체계를 갖추었던 1900- 

30년대의 금융개혁을 J.P. 모건을 중심으로 검토하 다. 도금시대 최대 

투자은행으로 부상한 J.P. 모건은 미국과 국을 넘나들며 수 십 년에 걸

쳐 구성한 정계⋅관계⋅재계 네트워크를 미국의 금융계는 물론 산업계를 

좌지우지하 다. 하지만 진보시대에 접어들면서 J.P. 모건의 향력이 민

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부와 의회는 1912년 푸조 위원회, 1933년 페코라 위원회, 

1947년 반독점법 위반 소송 등 다양한 정치적 및 법적 수단을 동원해 금

융개혁의 동력을 확보하 다. 대공황 직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 법을 

포함한 경제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는 금융시장에서 J.P. 모건의 독점적 

지위를 제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 다.

JP 모건 사례는 정부입장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

다. 세계금융위기의 여진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적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산업의 존

재이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현재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수익 창출이

다. 그리고 이 목표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사회와의 균형 속에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단기적 수익에 치중하는 투기적 행태가 재

발하는 것이다. 투기는 금융시장을 교란하여 자금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

으며, 금융위기를 일으켜 경제발전에 악 향을 준다. 때문에 금융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윌리엄 더글라스가 주장하듯

이 금융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즉 금융산업의 궁극적 목적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개혁의 내용도 단지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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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반에 미치는 악 향을 차단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측면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안전성만을 고려하는 시각은 결국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결국 경제 전체에 위험을 전가

하는 상황을 번번이 야기해 왔던 게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다. 

또한 JP 모건의 사례는 금융개혁의 대상인 금융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함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개혁 논의를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라

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개혁이 금융규제를 강화시

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만 머무를 경우, 금융사에 대

한 정치사회적 반발을 회피하기 어렵다. 기업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발

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주의적 자유주의’는 의미하

는 바가 크다. 특히 대공황 이후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중적 불

만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향수에서 나온 미국자유연

맹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멸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예를 들어, 전시에 GE와 GM은 뉴딜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정부와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우호적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전시물자를 공급하는데 이들 

두 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 다. 반면 시대적 변화를 외면

했던 J.P. 모건은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의 목표가 되었다. 특히 잭 모건

은 대중민주주의가 부상하던 시점에 엘리트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정치적인 

고립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J.P. 모건은 다른 대형 상업은행

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이전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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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The Case of J.P. Morgan & Co.

W ang  Hwi  Lee

(Ajou University)

Yong  Ki  Ki m

(SERI)

To cure th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including speculation, ‘too 
big to fai’ problem, excessive compensation, short-selling, and perversive 
corporate governance-U.S. Congress passed 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 in 2010. Nonetheles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reformative measures controlling the general 
pract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cessive leverage-i.e., Volcker Rule and 
specific regulation on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which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financial crises, has been in a 
deadlock. To understand the current deadlock over financial reform, this 
essay investigates the financial reform in the 1900s∼30s when the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had been formed with special reference to J.P. Morgan 
& Co.. The company, though a private institution, had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control of major industrial companies through interlocking directorates, 
and personal networks of politicians and officials. There was a widespread 
concern that the unelected power would harm democracy. To curb the 
influence of the company in the Progressive era and the New Deal,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pushed ahead with financial reform through 
various political and legal actions, notably the Pujo Committee (1912), the 
Pecora Commission (1932) and the anti-trust litigation (1947). Again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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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and legal actions, new regulatory institutions, such as the Glass- 
Steagall Act, was able to introduce, being a decisive contribution to restrain 
arguably the strongest financial company in the early 20 century and to 
reduce the likeliness of financial crises’ recurrence. Therefore, the case of 
J.P. Morgan reminds us why and how political and legislative support are 
required to acquire the power for financial reform, which is difficult to 
promote because of the regulator’s being captur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ivate interest. 

Key Words

J.P Morgan,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gulation, New Deal, Glass-Steagall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