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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제윤경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은 부분에서 변화시키고 있습니
다. 과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왔던 일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클
릭 몇 번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의 모습은 금융의 영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업무를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으로 올해 4월 케이뱅크에 이어 7월 말에는 카카오뱅크가 정식 운영되고 많은 국민
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는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기존은행이 제
공하지 않는 중금리 대출 상품의 출시 등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
으로 긍정적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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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정보유출, 정보보안의 우려를 별론
으로 하고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기존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이 지점운영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제약이 없고, 은산분리 완화와 같이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혜사업으로 남을지

감독 및 입법과제1)

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장래를 어둡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게 하는 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이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
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현
재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바람
직한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관리 감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

목차

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문제의 제기
2.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 대주주 적격성 불법 조작
- 불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재무 건전성 요건 일부 부당 삭제
- 주주간 계약서의 문제

감사합니다.

2017.09.13.
국회의원 제윤경

3.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 과제
-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4.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5. 결론
1) 이하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특정 단체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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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핵심 위법 사항은 다음 2가지임.
① 우리은행은 2015. 10.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 올해 들어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ICT 산업과 은행산업의 결합

금융위원회의 특혜로 통과

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이라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은행

② 금융위원회는 2016. 6.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감독 상의 문제를 야기했음.
○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국내은행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
□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감독상의 문제는 다음 3가지로 요약 가능함.
그림

<

1> BIS

비율 격차(우리은행-국내은행 평균) 추이

○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
□ 이하에서는 위 3가지의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함.

2.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1) 대주주 적격성 불법 조작
□ 케이뱅크 인가시 대주주(유일 대주주 혹은 복수 대주주중 1인)인 우리은행이 대
* 위 <그림 1>을 보면 예비인가 당시 BIS 비율 적용 시점인 2015. 6. 이후 본인가 직전 분기인

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함.

2016. 9. 까지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국내은행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음
* 3개년 평균 역시 비록 미약한 양(+)의 부호를 보여주지만 지속적으로 하락 중

○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7. 16.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은

* 자의적으로 설정한 3개년 평균 대신 2개년 평균으로 과거 소급 기간을 축소할 경우 2016. 6.

행이 은행법령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음을

이후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 중

발표함.

* 국내은행 중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 평균을 보면 2014.12. 이후 지속적으로 하회

* 김영주 의원실 보도자료 및 관련 증거 서류 다운로드 :
http://youngjoo.kr/default/03/menu02.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70&topmenu

□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음.

=3&&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
_page

○ 예비인가 심사시 법적 요건 불충족은 무조건적인 탈락 사유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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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열심히 심사했다”는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해당 사항 없는 주장

<

1>

제20대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이학영 위원

○ “과거 3개년 평균 수치 사용”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 .

(2017. 2. 20.

공청회)

그랬고, 현재 가장 어려움은 뭡니까? 듣자 하니까 유상증자가 어렵다, 현재

자본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 과거 3개년 실적을 내야 하는 회사는 “은행업을 하려는 법인” 즉 케이뱅크이지, 케이뱅크의 대

◯진술인 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 대출할 자본이…… 자본

주주인 “우리은행”이 아님 (케이뱅크는 신설 법인이라서 과거 3개년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

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았음)

◯이학영 위원 올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단 하나의 시점에 근거한 BIS 비율로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진술인 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서는, 바로 이런 부적절함을 보완하기 위해 인가 시점에서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재무 건전성을 포함하는 각종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

◯이학영 위원 올해 사업계획 대출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록 되어 있는 것임.

◯진술인 심성훈 저희들 한 4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재 자본금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2) 불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

◯진술인 심성훈 예, 수신을 저희들이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학영 위원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는데 4%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지요.

□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대주주(혹은 대주주중 1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

◯진술인 심성훈 그런 상황입니다.

확충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중략)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려면 KT가 하려고 하는데 KT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10%를 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
*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4호

◯진술인 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른 주주들이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모르는 거지요?

○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뜻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진술인 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임.
*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이므로 케이뱅크의 증자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함

□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 특히 인가 후 3년 동안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인가 심사때 그 적절성을 금융위원회가 심사하도

점을 시인함.

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은행(또는 또 다른 대주주들)은 케이뱅크의 증자가 요구될
경우 그 소요금액을 감당해야 할 것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3. 3.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심사 당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구비 여부에 관해 수차례 금융위원회에 질의함.

○ 그러나 케이뱅크는 인가 심사를 얻은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출자의 필요성
이 있으나,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

* 최초 질의서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

로 주장함.
* 예를 들어 영업개시일(2017. 4. 3.) 이전인 국회 공청회일(2017. 2. 20.)에 케이뱅크 대표이사

○ 금융위원회는 참여연대 제3차 질의에 대한 답변(2017. 6. 27.)에서 케이뱅크의 증
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함.

인 심성훈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여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 (아래 <자료 1> 참조)
* 후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이후 5천억 원의 증자를 결의하고, 순조롭게
증자를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 케이뱅크는 오직 1천억 원의 증자만을 추진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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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보적 판단

한 적이 없음
* 기업집단의 지정 또는 계열회사의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
67조 제7호 또는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은행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사회적 신용도 측면에서 커다란 흠결
을 보유하게 됨.
* (주)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주)KT는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 해당

○ 결국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은행법상 인가

* 다만 은행법상 의결권 지분을 4% 보유한 비금융주력자 대주주에 대한 인가 요건은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에 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 획득함.

* 한편 비록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공정거래

(3)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
* 따라서 앞으로 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강화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계열회사인 경우 이 기업집단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될 가능성 큼

핵심 계열회사이자, 케이뱅크의 주주인 (주)KT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에 커다
란 흠결을 보유하게 됨.

(4)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재무 건전성 요건 일부 부당 삭제

○ (주)KT가 만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둔 2016. 6.,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

있다면 케이뱅크는 (주)KT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계열회사

행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요건 중 “재무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가 됨.

삭제함.

* (주)KT는 케이뱅크의 설립과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신청시에도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함께 인가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 현재의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오랫동안 (주)KT에 근무했던 임원 출신임
* 따라서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KT의 지배를 받는
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라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는 2016. 6.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
* 증권, 보험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삭제했노라고 강변하지만, 비은행업에는 은행업처럼
대주주에 대해 강력한 소유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회사는 은행지주회사인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
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를 유발했음

○ 그러나 케이뱅크 준비법인이 설립된 2016. 1. 이후 케이뱅크 준비법인 또는 케이
뱅크는 단 한 번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로 신고 된 적이

○ 앞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규정의 삭제 여부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없음.

여부가 결정되는데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작성한 금융위원회 회의자료에는 이런

*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해 공정위는 2017. 5. 1. “케이티”와 “한국금융투자” 등 31개 기업집
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한국금융투자”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주)한국카카
오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였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케이티“의 경우 케이뱅크를 계열회사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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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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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제6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한 바 있음

* 그러나 만일 주주간 계약서에 (주)KT를 4%의 의결권을 보유한 비지배적 주주로 대우하지 않

* 그러나 금융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다음 <자료 3>에서 보듯이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고, 마치 지배 주주인 것인 양 대우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주)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지배는

내용”이나 “입법 효과” 항목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음

더욱 확고하게 판명날 수 있음
* 주주간 계약서가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료

<

3>

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사무처 작성 회의자료

① 이 계약서를 통해 일부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② 설사 표면적으로는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외양을 부인하더라도 “정관 내용 제약” 또는 “이
사 선임권(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권 포함)의 사전 배분방식 합의” 등을 통해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 것과 동등한 결과를 초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 때문임
* 만일 주주간 계약서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그와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초래하는 조
항을 포함한 경우, 관련된 주주들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되어 모두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동일인에 해당

□ 만일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주)KT와 다른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
당할 경우 그 감독상 함의는 간단치 않음.
○ (주)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케이티는 비금융
회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므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임.
출처: 김영주 의원실 보도자료(2017. 7. 16.)의 부속 자료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
* 따라서 (주)KT는 당연히 비금융주력자

(5) 주주간 계약서의 문제

○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주)KT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은 (주)KT
□ 케이뱅크의 주주들 간에는 케이뱅크의 경영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가 체결
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의 은행법상 동일인으로서 모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
*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우리은행이 (주)KT의 동일인이 되면 우리은행은 비금융주력자인 금융회
사가 됨

○ 다만 주주간 계약서는 공식적으로 그 전모나 주요 내용이 공표된 적은 없고, 그
존재 사실만이 감독당국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임.

○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라

있으므로 (주)KT 및 그 동일인은 은행법상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

는 의원실의 요구에는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동 계약서의 전모 또는 주요 내용을 국회에 제
출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관심사임

을 보유한 것이 되어 은행법 위반임.
* 은행법상 보유 한도는 개별 주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 단위로 적용
* 만일 가상적으로 (주)KT와 우리은행이 동일인이라면 이 두 주주는 비금융주력자임에도 불구하
고 두 주주의 보유지분을 합하여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을 14% 보유한 것이 되어 은행법 제

○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16조의2 제1항을 위반

(주)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주)KT

* 이 경우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3호를 위배하여 은행업 인가 자체를 받을 수 없었음

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두 주주들은 즉시 보유 주식 중 총 10%를 매각하여 동일인 기준으로 비
금융주력자 보유한도인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매각시까지 1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

* (주)KT는 이미 은행장의 임명 등을 통해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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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확보하게 되었다면 거의 확실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

* 금융위원회는 위 동일인이 한도초과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 ICT 기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은행 주주(또는 대주주)인 ICT 기업은 자신이 출자한 인터넷전문은행 이외의 여

3.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

타 은행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거나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거래할 것을 제안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오
로지 자신이 출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만 보유 개인정보를 거래해서는 안

(1)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될 것임.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는 모두 ICT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이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는 자칫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 또는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

○ ICT 기업의 은행 주주 참여 논거는 ICT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새로운 영업 추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가능성
*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67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 방식을 은행업에 결합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주주가 대주주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해당 ICT 기업이 방대한 통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 결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 은행의

있는데 이를 은행업의 신용 평가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이 명확

문임.

함.
* ICT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적인 조

○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은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건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금융회사가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
절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이중 ICT 기업이 새로운 영업 추진 방식을 은행업에 접목시키려 할 때의 위험성 측면은 제4절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ICT 기업이 보유한

*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제공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가 아닌가와 기본적으로 무
관한 사항임.

방대한 개인정보의 은행업에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함

□ 은행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이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 2가지 유의 사항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ICT 기업과 당해 은행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는지,
②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은 공정한 것인지,

○ 은행 주주(또는 대주주)인 ICT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로 별개의 사업자이므

③ 또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차별한 사실이 없는지를
조사할 필요 있음

로 이들 간의 거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만일 거래에 사용된 가격이 공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어느 한 기업이 부당하
게 그 기업이 조업하는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 단순한 개인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
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필요함.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배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만일 ICT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상 또는 그와 사실상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제공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기존 은행과 구별되는 경쟁상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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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이유는 이 정보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자신들이

그림

<

2>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의 흐름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더 확장된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려
고 하기 때문임.
* 이들 데이터를 각 신용정보주체 별로 특유한 식별자(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결합
할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빅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은 사실

○ 그러나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개인의 개별적 정보제공 동의 없이 특정 식별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임.
* 현재 개인정보 데이터를 외부로 유통시키는 방법은 비식별화 조치(de-identification)를 적용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 데이터는 개별 신용정보주체와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정보의 유용성은 감소함
* 따라서 금융기관은 의시적, 무의식적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원 데이터를 수요하
거나, 비식별화 데이터를 획득한 후 여기서 개인을 다시 식별하려는 재식별(re-identification)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work/infoDeid3.do

유혹에 노출되기 쉬움

○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분야 기업간 정보결합물 지원” 서비스를 수행 중임.
* 이 과정은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듯이 결합정보를 제공받은 각 회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식

(2)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별자를 결합정보 중 자기보유 정보와 재결합할 경우 상당히 용이하게 재식별이 가능할 잠재적

□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했

위험을 보유

으나, 과연 그 의사결정이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 물론 이처럼 주어진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실제로 금융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기관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외부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당국이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려움
* 특히 기존에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의 규모가 일천한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자칫 이런 유
혹에 빠지기 더욱 쉬울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 I 기준을

* 특히 출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이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중임을 감안할 경
우 이를 활용하여 재식별화 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스럽기 쉽지 않음.
* 또한 통상적으로 집중·공유되는 은행권 신용정보 외에 다른 금융업권의 신용정보(예를 들어 정
보 공유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적용함.
* 금융위원회, 2015. 6. 18. 보도자료,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
행 도입방안」, 제10쪽 하단
* 일반은행은 자산 성격별 위험 가중치를 사용하는 바젤 I에 더해서 차주별 리스크까지 감안하는

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리뷰도 필요함

바젤 III 적용

○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Basel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Ⅰ기준을 적용함.
* 향후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예: 2조원이상(예대율규제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BaselⅢ 적용을
검토한다고 발표

○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 대출에 집중하는 은행이고, 따라서 다른 은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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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
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 것인지는 의문임.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개인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잉대부를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언필칭 ICT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 방대한 사회관계망 데이터를
사용해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규제 중.
* 우리나라 : 대부업법 제7조에 과잉대부 금지조항 있으나, 관련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

다른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장려하지 못하는 정책일 수도 있음

우에만 벌칙이 있고. 실제로 과잉대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정도만 부과
* 미국 : 각 주 별로 payday loan 등 고리대부에 대한 규제가 있고, 연방법으로는 Truth in
Lending Act(TILA)이 대출 제공시 대출의 주요 조건을 정확하게 개인 채무자에게 고지하도록

□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반 은행보다 더 자본 적정성

되어 있음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측면도 있음.
○ ICT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앞 절에서 상술한 이유로 기대했던 것처럼 인터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

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이미 기존 은행에 비해 고객

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신용 정보의 축적이 취약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 대출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의 부대서비스 자유화에 의해 대학생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신용카

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

드를 발급하고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

○ 현재 인가받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대주주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측면에
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 능력이 영업을 제
약하고 금융 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음.

(4)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 최근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금융

○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단순히 산업정책적 차원을 고

기관에 부과 중.

려하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 및 형사 관련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 중.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3) 과잉 대부 가능성 검토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 관련 내용을 규율중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대출을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신용도와

*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는 명시적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를 규정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으면 자칫 과잉 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

<

○ 과잉대부란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

대출임.

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만일 금융회사가 차입자가 실제로 충분한 상환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대출을
* 약탈적 대출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매각 채권을 습득한 신용정보회사에 의해 과도한 채권 추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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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5)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인터넷전문은행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한 핵심 이유 중에는 기존 은행들이 외면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는 상대적 고위험군 채무자를 상대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이 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었음.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

○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평가를

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하기는 이르지만, 초기 평가는 일단 부정적 측면이 강함.

범위에 한정한다)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
○ 제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은행 의무를 규정

기 보다는 기존 은행이 상대하는 저, 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하고 있는데, 그 중 나목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것을 규정함.

있음.
* 케이뱅크 : 8.14 현재 기준,

○ 현재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 개설 사실과 사진 등으
로 본인 확인을 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으나, 과연 이런 업무 관행이 특정금
융거래정보법이 규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중금리 대출(금리 약 4∼10%)은 1329억 원으로, 총여신의

20.9%를 차지했고, 취급 건수는 3만5754건으로 총 여신 취급 건수(6만4251건)의 55.6%였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21000361)
* 카카오뱅크 : 7.27. ~ 8.27.까지 한달 실적 기준, 신용등급별 대출 금액 비중은 고신용자(CB
사 신용등급 기준 1~3등급)가 89.3%, 중저신용자(4~8등급)가 10.7%였다. 대출 건수로는 각

이 있을 수 있음.

각 66.7%, 33.3%였음(http://www.sedaily.com/NewsView/1OKUY84ZSH)

* 다른 은행의 기존 계좌 개설 사실을 이용하는 것은 당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다른 은행에게 미루거나, 적어도 그 은행이 진행한 확인의 진위에 자신 회사의 위

□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법 행위 가능성을 베팅하는 행위임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음.

* 만일 다른 은행의 계좌가 제대로 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된 경우, 그
계좌 개설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현재의 성과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가능성
□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의무와 금융회사 고객의 거래 편의성은 원론적으로 어느

에 대해 비관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의 상충되는 관계임.

것이 바람직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계좌 개설과 계좌 송금과 관련하여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경쟁

(6)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우위로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 아직까지 현재화한 것은 아니지만 중금리 대출이 초래할 가장 큰 위험은 결국 신
○ 이런 영업 방향은 실제 소유자 확인이라는 또 다른 금융기관의 의무와 적절히 조

용 위험(credit risk)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화되어야 할 것임.

있음.
○ 다만 아직까지는 중금리 대출의 비중이 미미하고, 또 대출이 집행된 지 1개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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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실상의 지배 규제”임 (12 USC §1842 (a))

카오뱅크)에서 5개월(케이뱅크)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서 신용위험이 발현된 가

*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인 대주주의

능성은 크지 않음.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동법 제31조)

○ 실제 케이뱅크 자료에 따르면 8.14. 기준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이 0.028%로서
일반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인 0.43%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임.

○ 우리나라 은행법 역시 은행업의 인가 당시에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 능력을 보
유하고 있을 것 등 원칙적으로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규제의 대상으로

* 다만 아직 신용위험이 충분히 발현된 것은 아니어서 이 수치는 앞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음

포섭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

*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인 “대주주”에 대한 요건임

험료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법에서 소유규제의 핵심은 제15조(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
와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인데 이 두 조문은 모두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한 수치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목표기금 적립금액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규제의 형식을 띄고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의 주식보유 한도(별도 승인 불필요) = 10% (제15조 제1항)
*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이 승인 얻을 경우 보유 한도 = 최대 100% (동조 제3항)
*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 = 4% (제16조의2 제1항)

○ 당장 연체율 수치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자본 적정

* 비금융주력자의 무의결권 주식 추가 보유 한도 = 최대 추가 6% (동조 제2항)

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예금보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차등요
율 부과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음.

□ 현행 주식보유 비율 규제의 문제점은 규제의 대상이 수치 규제에 치중하기 때문
에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주식 보유한도 규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무관함.
* 물론 암묵적으로 4% 까지의 주식 보유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과,

(1) 「은행 주식 보유 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의 불일치 해
소

* 10% 초과 주식 보유는 잠재적으로 은행에 대한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배경에 두고
있음
* 그러나 “보유 비율 규제”와 “사실상의 규제” 사이의 명확한 관계나 우선순위가 특정되어 있지
는 않음

□ 은행법의 원론적인 소유 규제(ownership regulation) 취지는 은행을 지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은행 지배를 규제하는 것인데, 현재의 규제는 표면적인 주식

○ 이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까지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사실

보유 규제에 그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상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주)KT의 경우 비록 의결권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은행의 주식 보유 비율

○ 은행 소유 규제의 진정한 취지는 그 형태와 수단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규

규제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 은행장의 임명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임.
* 예를 들어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상의 규제는 연방 금융감독당

* 실제 언론의 보도나 사회의 통념 역시 의결권 주식 10%를 보유하여 의결권 주식에 관한 한
유일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대신 (주)KT를 케이뱅크의 지배주주로 인식중

국(federal banking agency)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어떤 회사가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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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과거 하나은행의 주주인 테마섹이 비금융주력자로서 하나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까
지 보유(의결권 포기후 추가 5.99%)하려고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테마섹에 대해 “직·간접을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영 <별표 2>를 충족해야 하는 주주를 다

불문하고 하나은행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추가 5.99%의 무

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로 구분하여 <별표 2>의 각호 요건을 부분적으로 적용

의결권 주식 취득을 승인했으나,
* 최근 금융위의 감독 방향은 우리은행 과점주주 허용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4% 과점 주주
들에게 이사 1인의 선임 권한을 인정

중.
* 금융위원회는 아래 영 <별표 2>의 요건중 현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호만을, 그리고 비금
융회사에 대해서는 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 중
*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을 정확히 10%만 보유하고 있

○ 실제로 은행법은 은행의 의결권을 4%까지만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사

는 최대주주이므로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이므로 그 중 제1호만 충족

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이미 상정하고 있음.
* 은행법상 대주주의 정의에는 4% 보유 비금융주력자가 포함되어 있음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

하면 됨 (실제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임)
* 그리고 (주)KT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초 4%에 더하여

10호 나목 및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의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2호 나목의 3) 참조)

추가 4%를 보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령 <별표 2>가 만들어진
당초 이유임. => 이 때 (주)KT는 비금융회사이므로 제1호는 면제받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만
적용받았음

□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사실상의 지배 규제” 대신 “명목상의 주식 보유 비율 규제” 방식의 허점
때문에 일부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음 => 정비 필요

* 이런 재량적 해석의 효과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2호의 요건(부채비율 200% 이하)을 면제해주
는 것인데, 과연 이런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 제기 가능
*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은 지극히 복잡한 여러
단계의 이질적 기준을 중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 유효성도 크게 떨어짐

(2) 「인가 규제」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 <별표

<

□ 현행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에 관한 규제는 2가지 문제점을 내포함.

의 내용>

2>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
(제11조제2항 관련)

○ 하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10%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한,
사실상 규제의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고,

1.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할 것[2016. 6.의 개정 이전에는 “~~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

○ 다른 하나는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임.

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었음]
2.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현행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유효성도 결여 중.

3.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 은행법상 대주주는 의결권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 또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 시행령 <별표 1> 충족 필요

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의결권 주식 4%를 보유하면서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임.

4.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 => 시행령 <별표 2> 충족 필요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

* 이 범주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소위 금융자본)와 비금융주력자가 모두 해당될 수 있음

금일 것

(그러나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동일하게 영 <별표 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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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단 인가시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어떠한 형태의 동태적 적
□ 이처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유효성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10%를
초과하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 반면, 사실상의 지배 대

격성 심사도 받지 않음.
* 실제로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시에는 대주주에 대한 심사 항목이 존재하지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한도초과 보유주주(10% 초과 보유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주주에 대한 요건은 비금융주력자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임.

에 어떤 주주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대주주(10% 초과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은

* 산업자본이 표면적으로 의결권 주식 4% 보유 규제를 충족하면서 사실상 은행을 지배하는 경
우 은행 인가시는 물론이고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까지 무력화될 수도 있음

영 <별표 1>인데 이 내용은 아주 상세하고 비교적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개념을 폐기하고 사실상의
○ 그러나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대주주(4% 초과 + 사실상 지배)의 적격성 요건은

지배 개념에 근거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규제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체제로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금융주력자의 재무건전성 요건인 영 <별표
2>를 차용함.

전환할 필요.
* 이 방법은 사실상 지배에 대한 유효한 규제 설치라는 본연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고

* 영 <별표 2>는 은행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당초의 취지인데,

* 미국 등 외국에서 이미 활용하는 규제 방식이며
*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법 이후에 입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 은행업 감독규정은 위 나목의 대주주 (이들 중에는 비금융주력자도 있으나 비금융주력자가 아

방법이기도 함

닌 자도 포함될 수 있음)의 적격성 요건으로 이를 차용하고 있음
* 당초의 요건이 적격성 요건을 상정하고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 <별표 2>는 영 <별표
1>에 비해 그 내용이 불비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는 영 <별

(3)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 금융위원회가 궤변을 동원하여 2016. 6. 슬그머니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후단의 삭제 내용을 복원해야 마땅함.

표 2>를 폐기하고 영 <별표 1>의 해당 사례를 적절히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도 함.
* 규제의 당초 취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은행법상의 대주주는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섭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개념이므로, 가목과 나목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없이 동등

○ 당초 삭제 전:
*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한 인가 요건인 영 <별표 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인가 규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 삭제 후(현행):
*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사실임.
○ 가목의 대주주 경우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이므로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 해당 업종에서 평균 이상의 자본 적정성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고, 동태적 적격성 심사도 받음.
* 보유한도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 적격성 심사 규정은 은행법 제15조 제5항

*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를 규제하는 요건 역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요건을 계속 요
구하고 있음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규정은 은행법 제16조의4

○ 그러나 나목의 대주주 경우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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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에 대한
개정 방향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
안은 ① 단순한 보유 비율 규제 외에 사실상의 지배를 규제의 핵심 논거로 채택
하고, ② 이에 근거한 심사를 인가 때 적용함은 물론, 그 이후의 동태적 적격성

은행법 개정안의 예시>

<

현행

개정 예시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

제15조(대주주의 주식보유 승인 등) ①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및 나목의 대주주 정의는 보유 비율에 의한 판

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동일인(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은행지주회사

단 기준과 사실상의 지배에 근거한 판단 기준을 모두 활용하여 대주주를 정의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

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제16조의4에서 같다)은 제3항에 따른 금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융위원회의 승인없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아니하다.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심사에도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이 기준을 규제의 기본 대상으로 채택함.
* 한도초과 보유주주란 사실상 동조 동항 동호 가목의 대주주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대주주를 규
제 대상으로 할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 역시 규제 대상에 계속 포섭되게 됨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이 경우 현행 은행법 제15조를 주식비율 규제 조항에서 대주주 지위 취득에 관한

다.

조항으로 그 취지를 변경하고,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

○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제16조의4 역시 그 규제 대상을 한도

는 경우

초과 보유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로 통일하면 됨.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 그 외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대주주의 지위 취득 승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 방지”

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라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하면 됨

경우

*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법상의 소유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
는 경우
2. 지방은행을 지배함이 없이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좌동)

입 승인의 형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이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은행의 주

은행법상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서 예외가 되므로, 은행지주회사 역시 은행법상의 대주주 적

식을 보유하려는 동일인은 금융위원회의

② (생략)

격성 심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
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2가지의 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4% 초과 보유 자체를 금

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지하는 방안 (이 경우 제16조의2 제2항은 삭제)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

② 현행처럼 원칙적으로 4%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되, 의결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은행을 사실

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

상 지배하는) 은행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추가 6%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이 경

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우 제16조의2 제1항은 존속, 제2항을 적절히 수정)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 이하에서는 제①안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 시안을 제시하였음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

* 은행법 시행령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한 영 <별표 2>를 삭제하고,

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영 <별표 1>로 단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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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
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
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
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
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에서 정한 한도)

1.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지방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5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3

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
(좌동)

보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생략)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승인받지 않은 대주주 보유 주식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

의 처리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3항에

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은행의 대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

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

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에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고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
용한다.

(이하 생략)

(좌동)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1.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는 것
2. 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한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

유하는 대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

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

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

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등"이라 한다)을

(이하 생략)

(좌동)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

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

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

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은행의 대주주가

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되거나,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

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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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신설)

(좌동)
<부칙>
제1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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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예시>

<

현행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개정 예시
간주되는

기간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등) ① (생략)

등) ① (좌동)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② (삭제)

간주되는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데이터를 은행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음.
○ 고루한 과거의 관행에 볼모가 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금융업의 중요

따른 요건을 말한다.

한 원칙을 성급하게 훼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함.
* 예를 들어 금융 건전성의 유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과잉 대부 금지 등은 매우 보편적
으로 수용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원칙들임

(5)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 흔히 규제완화의 잠재적 문제를 감독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규제
완화의 추진자가 금융감독도 담당하는 경우 규제완화 필요성이 압도하는 경우 금

□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

융감독 강화가 기대한 것만큼 구현되기 어려움.

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보여준 행태는 규제완화를 믿고 맡기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케이뱅크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하
였으나, 이 약속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 마땅함.

*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보여준 금융위원회의 편법과 억지는 정상적인 감독당국의 정
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섣부른 규제완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혹시 감독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현재의 금융위원회에게 계속 금융기관의 인허가 업무와 금

*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융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맡겨도 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
성, 그리고 은행 고용인력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
한 배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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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전 규제 및 사후 규율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은 아주 중요해 보
토론 1

토론문

인다.

1)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금융대란을 겪었던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및 감독실
패로 인한 동양증권 사태(만약 당시 동양증권이 은행이었더라면 그 피해는 이보
다 훨씬 컷을 것임) 등은 한국적 금융현실(감독실패 등)이 얼마나 큰 비용을 치루
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권영준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2) 불특정 다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업자의 재량에만 맡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
지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3) 저가항공이 틈새시장을 치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가항
공이기 때문에, 동남아 운행노선에 대한 안전규정 및 사전규제를 (북미주, 유럽

1.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의 법적, 제도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

운행 노선인 기존 항공에 대한 안전 규정 등에 비하여) 완화시켜 주는 것과 인터

의한다.

넷전문은행의 사전규제를 (기존 은행들보다) 완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차이
가 무엇인가? 동의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2.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업의 일종인데, 과연 차별적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
가?
4.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의 착오로 인한 실수이든,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실
책이든 간에,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및 탈법 과정을 사후에라도
1) 은행업의 기본은, 불특정 다수의 은행이용자들 사이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면책하기 위해 벌이는 듯 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저질러진 잘못

통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규제 및 사후규율이 필수

에 대해서는 실책을 자인하고 더 이상 면피하기 위한 법적 시도 역시 중단되어야

적인 일종의 ‘대부업’이다.

한다.

2) 현재 소위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첫째 시공간의 확대, 둘째 대상의 확대(금융

5.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규제차익

포용 확대), 셋째 상품의 확대로 제시되고 있는데, 기존 은행업들이 할 수 없는

(Regulatory Arbitrage)을 노리는 시장 사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여 또다시

영역은 전혀 없어 보이고, 다만, 기득권 은행들이 하지 않아서 발생한 틈새이지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인터넷 은행이 특혜를 받아야 할 이
유가 보이지 않는다. 공룡들에 대한 “생쥐효과”(메기효과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
현재, 한국씨티은행이 지점들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씨

나, 동의하지 않음)는 있다.

티은행이 전 지점을 모두 폐쇄하고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추진한다면, 한국씨티은
행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 완화해 주려는 소유규제의 특혜를 그대로 적용하
3. 각국마다 금융의 역사와 경험은 상이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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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개
선 경실련 의견서

Ⅱ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문제점

1. 은산분리 원칙 완화 시도에 대한 문제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 인터넷전문은행과 이를 두둔하는 일부정치권은 경영혁신을 위해서 지분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개선 의견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회에는 지분 한도 수정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발의 되어 있음.

❍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Ⅰ

취지 및 배경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
능성이 있음

❍ 세계적으로 금융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핀테크 활성화에 발맞춰 IT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완화 했을 경우, 향후 다른 은행도 규제완화
를 요구가 확산되어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이 있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업의 경쟁을 촉발시키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
였음. 2015년 11월 K뱅크∘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이후 2017년 4월 K뱅크가 공
식 출범하였고, 7월 말 카카오뱅크도 공식 출범하였음.

(1) 은행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경영을 이유로 은행 지분한도 완화, 즉 은산
분리 원칙 완화를 출범 초기부터 제기하였음, 현재도 K뱅크를 중심으로 지속해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사금고화하여 은

서요구하고 있음.

행의 자본을 불법적 활용하고, 금융 사고를 유발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K뱅크 인

입힌다는 것이 학습됨. 또한 주주 기업의 경쟁업에 대한 대출을 거절 할 수도

가 특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반은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본건전성 규제

있는 등 다양한 이해상충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여, 공정한 산업의 경쟁과 금융

적용, 대출 경쟁으로 인한 정부의 가계부책 관리 정책과의 상충 등 금융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은행의 역할인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은산분리 원칙 준

(1)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가 원전 금

수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지 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5.3조원을 대주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음. 이로 인
해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대규모 예금인출이 일어나는 등 금융시스템의 전체
적 혼란을 야기했음. 은행의 사금고화는 은행과 기업만의 피해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
에게 해당됨.

❐ 현재도 은행을 소유 할 수 없는 재벌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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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돈을 이용하여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어,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

이 높음.

본으로 전이 될 위험이 큼.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에서도
총수 1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됨.

(2)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지분소유한도 보다 삼
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면서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체제
에서도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여 경영을 하는데, 은행을 소유하게 된

2. 자본건전성 규제의 특혜 문제

다면 더욱 손쉽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2)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위험성 증가

❍ 현행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운영 중임. 하
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초기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의 BaselⅢ 기준이 아닌
BaselⅠ 기준을 일정기간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금융기관도 구조조정하는 등의 1998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어 피해를 입은

(4) BaselⅢ에서 강화된 규제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경험도 존재함.
❍ BaselⅢ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 파산으로 금융기관의
(3) 만약, 무리한 해외확장으로 유동위기로 대우그룹의 해체의 수순을 밟던 1999년당시,

단기부채에 기반하여 자산을 운영하던 고위험 영업 행태에 규제를 하고자 자기

대우그룹이 은행을 소유하였으면, 불법적으로 추가대출 등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높

자본의 질적 강화와 유동성규제비율을 도입함.

음. 이는 산업의 도산 뿐 아니라, 은행의 도산도 초래했을 것임.

❐ 또 따른 사례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하지만 현행 인터넷전문은행은 BaselⅠ 기준 적용으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 비율인 ‘자본보전완충자본 비율’,

판매하여 1조 3,032억원의 손해를 끼침. 만약 당시 동양증권이 은행이었더라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면 그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컷을 것임

등의 규제에서 예외 됨. 특히 향후 미국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동 규
제를 미루는 것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동양사태 이후에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할 수 없게 개
정되었음. 하지만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빈틈을 이용한 ‘동부증권-유진투

❍ 인터넷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적용은 세계 금융위기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보완

자증권 사이의 동부 CNI 회사채 편법 거래’의 사례가 발생함. 이처럼 산업자

하고자 만든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임. 또한 위험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

본은 유동성의 위기 시 금융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할 가능성이

은 은행에 소규모라는 이유로 과도한 자본건전성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여 금융

높음.

위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일정기간 이후 BaselⅢ 적용이라는 모호
함 대신, 적용시점을 조속히 명시화함과 동시에 일반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
용해야 함.

❐ 동양·동부 사태를 보면, 산업자본은 유동성의 위기시 불법적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서 산업자본에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의 부실을 금융자본으로 전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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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완화적용 되었다면,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

4. 대출의 손쉬운 확장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해서 대출에 대한 추심을 기존은행보다 더 어렵게 설정하여 대출영업의 무리한
확장의 제한장치로 삼아야 함. 현재 대출 초기단계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금리 상승기와 상환시기가 오면,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고려점 임. 2017년 7월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7조원 증가했으며, 총액이 737.7조원을 넘어섰음.
2016년 11월 이후 최대치의 증가치 임. 정부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3. K뱅크 인가 특혜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은행 주식의 4%이상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 하지만, 이런 정책의 방향의 다르게 인터넷전문은행은 손쉬운 대출 신청, 낮은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

마이너스 통장 금리 등을 출시하면서, 초기 폭발적 반응을 보였음. 카카오뱅크는

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음. 이 당시 K뱅크의 최

출범 13일 만인 8일 기준 여신액이 7700억 원을 넘어섬. 케이뱅크의 경우 연간

대주주는 우리은행임. 하지만 우리은행의 인가 당시 분기 말(’15.6월 말) BIS비

대출 목표액 4000억 원을 3개월 만에 달성함. 이처럼 폭발적 대출 증가로 케이

율은 14%로 업종 평균치인 14.09%에 미치지 못했음.

뱅크는 지난 6월 신용대출 판매를 일시중단 했고, 카카오뱅크는 출범 1주일 만
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임.

❍ 이 규정은 배점의 대상이 아닌, 기준이므로 기준에 미달시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항목임. K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부채는 손쉽고 가파르게 증가됨. 기존 은행

함.

들도 마이너스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로 적용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제출하였음. 이를 금융위는 수용하여, 우리은행의

활성화의 계기라고 홍보했음.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로 대출을 받은

최근 3년간 BIS 비율은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치 14.13% 이상이므로 요

소비자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신용자 등의 취약계층 보다, 신용이 좋은 직장인

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 함. 이로 인해 K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음.

들이 많을 것으로 유추함. 따라서 당초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유도라는 목적
에 맞게 대출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 이후 금융위는 16년 4월 해당 규정인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기
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영업확대를 위해 증자를 추진 중임. 하지만 위험관

함. 이후 K뱅크는 본인가를 거쳐 영업을 실시함.

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은행의 대출영업의 무분별한 확대는 빚을 권장하
는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위험성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음.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신생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영업 확대는 위험관리 실패로 이어져

❍ 은행업에서 대주주 적격성, 재무건전성은 막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꼭

대규모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음.

필요한 규제임.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위가 나서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특혜를 제공하였음.

❍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가계대출을 손쉽게 확대시켰고, 위험관리가 검증되
지 않은 은행의 대출영업도 확대됨. 이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경제관련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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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의 방향과 상충됨.
❍ 인터넷전문은행도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지만, 예금, 여수
신, 신용카드 등 명백히 은행(銀行)임.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점은 기존은

❍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대출영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 해야하

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가능할 만큼 향후 동일한 성질의 은행으로 변화할

며, 더 나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함.

것임.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Ⅲ

경실련 의견

함을 부대조건으로 ‘무지점’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나,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
점 운영의 가능성 여부는 금융위 담당 사무관도 추가확인을 해야될 만큼 불확실
함. 다만, 기존은행은 지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장차 인터넷전문은행과 기
존은행의 차별점은 희석되고 점차 동일해질 것임.

❍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무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확대 멈추고, 기존은행과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은행으로 유도할 것을 촉구함. 또한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전면적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함.

❍ 최근 씨티은행이 대규모 점포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극단적으로 씨티가
점포를 모두 폐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변환한다면 은산분리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음.

1. 은산분리 원칙의 준수
❍ 따라서 은행 지분 소유 규제, 금융행위, 자본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감독은
❍ 무점포 은행이라는 차이 외에는 일반은행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의

필요하며, 규제의 예외적용은 적절치 않음.

사금고화’와 ‘산업자본 부실의 금융자본으로의 전이 위험’이 크게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3. 금융감독체계로 개편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및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에 대
해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내야 함.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금융감독
체계 문제가 여실이 드러남. ‘자본건전성 규제완화 적용(BaselⅠ)’, ‘K뱅크 인가
특혜’,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손쉬운 대출환경 조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2.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정책이 혼재되어 서로 정책이 상충하고, 금융감독이 산업에 포획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특정한 시기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함. 따라서 대
출 등 자금의 운용이 잘못되어 은행이 파산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의 경쟁 유도라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생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음. 특히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하면 경제에

정착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특례와 특혜를 제공하였음. 이런 특례와 특혜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큼으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산업임.

는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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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4. 무리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금지

인터넷전문은행 논란의 쟁점과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더불어 시중의 모든 예금이 새롭게 출범하는 (위험관리

새로운 접근방안 제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급격히 몰리게 되면 금융권 전체적
으로 기업대출이 줄어 중개기능이 취약해지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며 더 나아가
이들 관련 쏠림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시스템위기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 매우 심

조혜경 /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생력 있는 혁신적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라는 도움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시중 다른 은행과 동일한
규제안에서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세워야 함. 이것이 진정한 혁신 경영일 것임을
명심해야 함.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는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5.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행정조치 검토

2016년 12월 케이뱅크의 인가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
에 은행법에 의거한 은행 신설인가가 이루어졌다. 케이뱅크를 이어 2017년 4월 카카

❍ 금융위원회는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K뱅크에 대해서는 설립취소 등을 포함한

오뱅크가 본인가를 받았으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함. 다만, 특혜를 제거하는 행정조치에는 소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신설은행의 등장은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1997년

자의 피해와 대규모 뱅크런에 투입되는 국민혈세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은행 간 인

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

수합병을 촉진하여 은행의 숫자를 줄이고 규모를 키우는 대형화였다. 은행 대형화 정
책기조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시장에도

❍ 국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특혜 인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하며,
금융위의 행정조치가 부실할 경우, 별도의 감사요청을 해야 할 것임.

적용되어 은행법에 의한 신규 은행설립은커녕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으로 영업범위가
제한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신설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
터넷전문은행 인가로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암묵적인 은행신설불가원칙이 무너
진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배경에서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개의 리딩뱅크(신한, 국민, 하나, 우리)에 의해 과점화된 은행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한국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
대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을 둘러싼 논란에서 해소되지 않은 쟁점
을 정리하고 추가 은행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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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텍산업은 전혀 다른 범주다

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특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조차도
마치 핀텍산업을 부정하거나 ICT 기반 금융혁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어 정상적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

인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은행법의 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는 은행을 말한다. 그 시초는 온라인뱅킹이 일반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 최초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도적으로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하기

로 등장했으며 획기적인 비용절감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21세기 혁신금융의 선구자로 부각시켜 규제특혜를 부여하려

가능하다는 장점이 강조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대면거래 중심의 전통적 은

는 금융위의 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과 영업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은행업법의 동일한 규율을 적용받기 때문
에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구별되지 않는다. 인
터넷전문은행도 은행법에 의거해 인가를 받은 은행이므로 인가요건과 절차, 감독기준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전략은 얼핏 보면 2013년 영국에서 도입된 은
행설립의 ‘투 트랙 접근’(two track approach)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투트

에서 기존의 은행과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영업점 없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

랙 접근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은행시장 집중도2)에 대한 공정거래

리한다는 것이 전통적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

위원회와 은행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소형전문은행(Small Specialist

문이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은행과 다른

Bank:SBB)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3)하여 신설되는 SBB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요

법적 지위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건과 인가절차를 대폭 완화했다.4) 이를 통해 신규 은행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함으로
써 은행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신규 은행 설립을

핀텍산업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권 외부에서 성장한 비금융사업자를 말

지원하기 위한 특별부서(New Bank Start-up Unit)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다. P2P 대출 및 투자, 모바일 송금결제시스템, 각종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활용한

SBB에 한해서는 경쟁촉진이라는 우선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젤 III에 기초한 자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존의 금융법제의 적용을

본규제 및 건전성 감독기준과는 다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받지 않아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신종산업이다.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경
쟁자로 인식되어 ‘도전자 은행(challenger bank)’이라는 별칭이 있지만 은행이 아니며
금융업으로도 아직 인정받지 않고 있다. 비금융사업체인 핀텍회사도 은행법의 설립요

이 지점까지는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전략과 거의 유사한데 한국의 투트랙
접근은 영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전과

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은행업

이후로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한국의 투트랙 접근이다. 1단계는 현행 은행법의 틀 내

인가를 받는 핀텍업체, 즉 일명 핀텍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핀텍은행이라는 이

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를 하고, 은산분리규제 특례입법 이후의 2단계에 추가

유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거나 규제특혜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핀텍은행이든 인터

인가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투트랙 접근의 취지(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은행의 시

넷전문은행이든 은행법령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기준도 존재

장진입을 촉진하는 것)와는 달리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전략의

하지 않는 것이다.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으로 금융위의 1단계
전략은 완료되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입법이 국회에서 좌초되어 2단계
전략추진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은행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혼란

2) 영국의 경우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5개 대형은행이 전체 은행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44%, 독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텍산업을
동일시하는데서 시작된다. 엄연히 다른 범주인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텍산업을 등치시

의 25%에 비해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3) 유럽의 유니버설뱅킹제도(은행업과 비은행금융업의 사내겸영)에서 은행은 은행업무로 인정되는 모든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유니버설은행과 그 중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켜 핀텍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희한한 주장이 등장하고 이

4) SBB로 인가를 받으려면 요구불계좌 및 저축계좌, 중소기업 여신, 개인 모기지대출 등 은행의 기본업무 중 하

를 명분으로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금산분리제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

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소 납입금 자본은 기존 은행의 5백만 프랑/유로에서 1백만 프랑/유로로
낮추었고 설립인가 기간을 현행 최고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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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아쉽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금융위의 공식입장을 따르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

그러나 영업점 없는 모바일 기반 은행의 설립에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되는 것”이 핵심관건이라고 한다. 이 인용문의 금융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해외 인
터넷전문은행 사례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IT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쟁점 1: 신설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만 가능한가?

위해 특례입법례가 있었다면 어느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

영국의 투트랙 접근에서 SBB에 대한 규제특혜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제한되지 않는
다. 인터넷전문은행이든 기존의 영업점 기반 은행이든 그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다.

쟁점 3: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금융위의 주장대로 은행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 은행이 필요하다면 왜 그 형태
가 인터넷전문은행이여야만 하는지의 질문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위의 방침은 신설은

우리나라 은행법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구별하고 기타 예금수취기관의 설립에 관

행은 인터넷전문은행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산규모와 영업구역, 영업범위와 관련해 다른 규제와 감독기

한다. 여기서 핀텍산업 육성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은행설립의 투트

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

랙 정책 덕분에 핀텍업체가 SBB 인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핀텍에 기반

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내은행으로 분류되는 18개 은

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용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은

행이 모두 바젤 III 자본규제 적용대상인데 되는데(수협중앙회만 3년간 적용유예) 신

행업 인가를 받지 않는 수많은 핀텍업체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설은행에 대해 바젤 III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신규은행 시장진입

전통적 은행들도 핀텍기술을 적극 도입하거나 핀텍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ICT

촉진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반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만 각종 규제특혜를 제공할 경우 은행시장뿐만 아니라 핀텍산업의 경쟁질서가 왜곡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하더라도 건전성 규제특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의 자산규모와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바젤
III 건전성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proportional approach를 채택하고 있다.(아래 표

쟁점 2: 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면제해야 하는가?

미국의 사례 참조) 은행의 형태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은행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그에 맞추어 건전성 감독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은행의 자산규모를 보면 2016

인터넷전문은행이든 핀텍은행이든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

년 기준 국민은행이 300조원이 넘고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제주은행의 총자산은 5조

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 쟁점1에

원에 불과하다. 5조원에서 300조원까지 자산규모의 엄청난 편차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핀텍산업의 육성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근거가

동일한 바젤 III의 적용 대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특례가 영구적

될 수 없고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현행 은행법 내에서도 카카

인 것이 될 수 없다고 할 때 특례인정 기준과 Basel III 적용 유예기간에 관한 명확

오뱅크는 증자에 성공했다. 반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해야 한다는 인가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가시점이 은행법 개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입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빌미로 은산분
리 특례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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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

일하게 적용하되 위험관리에 관해서는 기존 은행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인

<

가원칙을 마련했다. 핀텍업체에게 특수목적은행인가를 허용하되 영업상의 규제특혜를

규제 강도
금융시스템적 중요도
Non-Advanced Banks

Advanced Banks

구분

소형은행

커뮤너티뱅크

중견은행

대형은행

G-SIBs

자산규모

5억 미만

5억 이상
150억 미만

150억 이상
2500억 미만

2500억 이상
7000억 미만

7000억 이상

바젤 I

레버리지규제
공시

Basel II 위험가중자산
평가방법

Tier 1/자산총액 4% 이상
면제

손실보전자기자본 2.5% 이상
경기대응완충자본 0-2.5%
G-SIB 추가자본
1-2.5%
Tier1/명목
레버리지 3% 이상

지지했던 통화감독청장이 교체된 이후 추진동력이 떨어진데다가 주법은행감독기구의
반대소송이 이어지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핀텍산업의 은행업 인가문제와 별개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육성과 소비자보호의 균

Basel III 기준 보통주 기본자본 4.5% 이상
자본적성성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6) 그러나 핀텍회사를 위한 특수목적은행 법제화를 적극

Tier1/명목
레버리지 3%
이상+2% 완충

의무

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입법 논란과 혼란
으로 오염된 논의지형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
행만을 위한 특례입법 제정이 초래할 은행시장 및 금융감독제도의 파행을 감안하여
그거의 필요성 문제부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과 은행생태계가 유사
한 영국의 투트랙 접근 도입 취지에 동의한다면 은행법의 틀 내에서 규제차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은행 신설인가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 4: 제도권 금융업 외곽의 핀텍업체의 금융업으로 분류하여 규율할 것인
가?
핀텍업체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금
융기관에 해당한다. 핀텍산업을 제도권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아직 논란이 많
고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없다. 핀텍업체를 은행으로 분류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엄격한 관리감독체계 내부로 편입될 경우 오히려 혁신적 실험이 제
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다가 미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배를 금지하는 은산분리규제의 장벽으로 인해 핀텍업체가 은행업 인가를

행지주회사법상의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당시 OCC의 비은행은행 허용은 은행지주회사법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은산분리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산업자본의 편법적인 은행업 진출의 통로를 열어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준 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 (CEBA)이 제정되어 비은행은행에 대한 은산분
리 규제공백을 해소했다. 미국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배가 허용되는 사례는 CEBA의 적용을 받지 않는
Industrial Loan Companies/Industry bank로 불리는 특수목적의 주법은행이 유일하다. 월마트를 비롯한 산업

영국과 유럽에서 핀텍은행이 등장하자 2016년 미국 연방금융감독기구 중의 하나인

자본이 LLC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은행업 진출을 시도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신설 ILC에 대해 예금보험증서 발행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연방예금보
험공사는 여전히 ILC에 대해 예금보험을 거부하고 있다.

통화감독청(OCC)이 핀텍업체를 위한 별도의 은행업 인가 방안을 발표했다. OCC는
‘핀텍업체를 위한 특수목적은행인가제도’5)를 신설하고 기존 은행법의 규율체계를 동

6) 자세한 내용은 OCC(2016), Exploring 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Charters for Fintech Companies 참조.
5) OCC의 핀텍업체를 위한 특수목적은행인가제도 방안은 1982년 OCC,의 비은행은행(nonbank bank)인가제도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비은행은행은 연방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인 소매은행의 한 종류인데 요구불

https://www.occ.treas.gov/topics/responsible-innovation/comments/special-purpose-national-bank-charters-forfintech.pdf

예금 수취와 여신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온전한 은행’과는 달리 둘 중 하나의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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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의 특성상 자기자본비율
토론 3

이 낮고 대부분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
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금산분리

토론문

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기업이 은행 돈을 보
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투자와 사업 확장을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본 조달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부실화되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고
적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금산분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
부). 정부도 금산분리 원칙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인 은행을 지배하여 산업자본(기
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이로 인해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은행업에 대한 중요한 감독 원칙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이유는 있는 것

1. 들어가며

일까요? 결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하면 이를
은행법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
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적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

기화로 예금자의 돈을 부당하게 꺼내 쓰고 결국 예금자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
성은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이다. 사전적으로 은행은 예금을 받아 그 돈을 자금으로 하여 대출, 어음 거래, 증권
의 인수 따위를 업무로 하는 금융 기관이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으로 대출하여 주는

가. 케이뱅크 설립상의 문제점에 대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익(예대마진)을 기본 수익 구조로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예금자(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그만

1) 케이뱅크 인가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주주 적격성 불법 조작, 합리적 이유 없

큼 예금자(소비자) 보호 장치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은행업의 감독에 관한 어떤 정

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재무 건전성 요건 문구 삭제(개정), 불충분한 자본확

책 목적도 예금자 보호라는 목적보다 그 가치가 클 수 없는 것입니다.

충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점 등 전성인 교수님의 발제내용에 대
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만든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금산분리7)란

금융자본인 은행

7) 은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2) 특히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문제되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

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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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우리은행의 자분확충 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문제가

2) 다만 전 교수님이 제기하신 위와 같은 입법과제는 비단 인터넷전문은행을 감독하

생기고 이는 예금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금산분

기 위한 입법과제는 아니고 대체로 은행업 감독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

리 원칙 완화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 더욱 폭넓은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일반은행과 달리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를 유인이 전혀 없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의 설립·운영 전반에 걸쳐 금산분리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나.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에 대해

1)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상의 특혜가능성, 바젤Ⅲ대신 바젤Ⅰ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8)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문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

하고 싶습니다.

3) 한편 그럼에도 전 교수님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
니다.

3.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에 대해
2) 다만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금융, 상호저축은행, P2P금융 등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을 형성해 가고

1)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있고 인터넷전문은행도 자연스럽게 중금리 시장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에서,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감독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에 대한 감독이 과잉대부금지원칙과 다소 상충하고, 중금리

2) 그런데 케이뱅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련 시행령의 규제기준을 삭제(개정) 등을

대출을 강조하다 보면 전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통해 적극적으로 인가를 내린 사안으로 보여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적용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감독체계 상 조화롭지 못 한 것

과정을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내지 위법 행위를 가

으로 보입니다.

려내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4. 나오며

1) 전 교수님이 제기하신 은행 주식 보유 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의 불

1)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미 공인인증서 없는 뱅킹 시스템, 일반은행과 견줘 대출금리

일치 해소, 인가 규제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인하 및 예금 금리 인상, SNS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발굴 가능성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관한 문제의식에 동의

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은 매주 긍정적이고 은행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합니다.

것으로 기대합니다.

8) 우리 대부업법에서 과잉대부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이 원칙 자체가 중요한 금융원칙임.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2) 그러나 한편 금융산업은 2003년의 신용카드대란, 2008년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사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

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 2011~2012년 상호저축은행 사태9),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의 회복
9) 특히 정부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로 인해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동일인에게 대한 대출 확대, 과도

한 PF대출을 일으켰고 이는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졌음.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악화로 주요 상호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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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피해를 일으켰고, 그 때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

<

년

2011

개 저축은행 피해자 수

16

·

금액 현황
(억원,명)

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
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계약으로 인한 손실

1. KIKO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은행과 KIKO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이며,
2010년 6월 현재 이들 기업은 KIKO거래로 인해 3조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손실(△3.22조원) = 실현손실(△3.15조원) + 평가손실(△0.07조원)
중소기업(△2.32조원), 대기업(△0.89조원)

표1>

<

KIKO

계약기업 손익현황
(단위: 억원)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구분
‘08.12말 ‘09.12말 ’10.6말

‘08.12말 ‘09.12말

중소기업 △14,970 △21,935 △22,582 △8,842
△8,645

△8,987

△2,807

’10.6말

△1,459

△678

△245

0

대기업

△5,980

합 계

△20,950 △30,580 △31,569 △11,649 △1,704

△678

‘08.12말 ‘09.12말

한편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등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결정으로 인한

’10.6말

피해를 포함한 전체 저축은행 피해는 전체 26조 6711억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23,812 △23,394 △23,260
△8,787

△8,890

△8,987

△32,599 △32,284 △32,247

3) 따라서 금융 건전성의 유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금산분리원칙 유지), 과잉
대부 금지 등 무릇 은행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통해 집계(‘08.1월 이후 누계) KIKO거래 관련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할 것입니다.

감안하지 않은 손익
** 2010. 10. 28. 금융감독원 발표

참고

2.

저축은행 사태 피해 규모

2011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약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무려
2조 6천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중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6만 3천여 명에 금
액은 2조 2천억 원 가량이며,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총 1만 1천여 명에 금액은 3천
8백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됨.

행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저축은행을 믿고 거래하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
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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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산
토론 4

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인터
넷전문은행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ICT 기업들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최대주주로

토론문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처음으로 은행산업에 진입하는
조대형 /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인가과정에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조달방안
이나 대주주 적격성 및 주주구성 등의 부분들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총 1,000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
2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
점)을 보면, ◯
3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보다는 ④ 사업계
의 적합성(100점), ◯

획에 대한 혁신성 등(700점)을 주로 심사하였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점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남용적 행위나 자본금의 건전성 규제 등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우

포괄하는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통해 주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리 정부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규제이기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에서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정부는 2015.6월 인터넷전문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인가행위 자체가 금융당국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이루

행의 조기 출현을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인가를

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추후 진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성과 및 평가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11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해 은행법에 따라 인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친 효과를

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결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도

분석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케이뱅크 출범 이후 약 4개월 동

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현행 은산분리규제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

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45만명에 이르고,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영업시작 이후

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케이뱅크는 2016.12월 은행업

약 25일 동안 계좌계설 고객수가 278만명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많은 관심이

본인가를 받아 2017.4.3일 출범하였으며, 카카오뱅크는 2017.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비대

아 2017.7.27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면 상품을 늘리고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회
사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결제시장 변화를 대비해 간편결제 등 모바

오늘 발표해주신 전성인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인과과정에

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등 제2금융권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뿐만 아니라 주식 지분변경 약정,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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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 경쟁력이나 편의성 측면에서는 당초 예상한 것보

은행 도입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는 기대효과가 크지만,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나 혁신성은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조달 및 자산규모 확대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

인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는 빅데이타

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

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인데, 현재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나이스평가

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보 등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성은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

특히, 2017.8.31일 케이뱅크가 공시한 2017년 상반기 영업실적(2017.1∼6월)을 보면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방식과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출범 이후 405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

만큼 전산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카카오은행의 경우 비대면방식

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설립초기 IT시스템 구축 등

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출범한달 만에 10건의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예대마진에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는 위‧수탁 관계

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수수료 면제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 복잡하고 복수의 제휴회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고 있는 등 기본적인 은행영업에서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고 할 수 있

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금융산업
에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국내 금융규제 체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행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특

와 규제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에 대응할 수 있

별법 등 별도의 입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는 스마트한 규제체계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된 미국, 일본, EU 등을 살펴보면, 인
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기존의 은행법 또
는 저축은행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행 관련법령의 체계 내에서 특수한 영
업형태로 인정하여 기존 일반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
은행 영업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
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등)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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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토론문

메모

김태현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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