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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9년도 제11차 금융위 회의록과 2019년도 제12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년도 제11차 금융위 회의록과

2019

년도 제12차 금융위 안건

2019

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

호『농협손해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195

제196호『㈜아이콘루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97호

『㈜파운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98호『㈜ㅇㅇㅇ
ㅇㅇ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99호『㈜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200호『㈜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01호『㈜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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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안건 제

호『㈜머니랩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02

제203호『㈜레이니스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04호

『㈜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205호
『㈜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206호
『㈜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을 일괄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7호『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시스템적

208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
업무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

위원) 산업은행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정을 안 하는 것인지?

ㅇ

(

보고자)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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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위원) 만약 시스템리스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시스템적 중

요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대책은 별도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은지?

ㅇ

(

보고자) 큰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하

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써

에 대한 추가 조건 부가를 적용

D-SIB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향후에 다른 요인들
이 있으면 같이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ㅇ

(

위원) 우리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시스템리스크가 얼마나

“

되느냐를 정확히 알자.”라는 취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 다른 은행들에게도 이런 측
면에서 어떤 파급효과나 집중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
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선정하는 것이 민간금융회
사 또는 시장에게도

“

이게 이러이러한 위험이 지금 존재하

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다
만, 정부은행이니 대응하는 방법은 ‘일반 상업은행들과는 조
금 다르게 분류해서 대응을 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봄.

ㅇ

(

보고자)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이

되면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여되는데 산업은행과 기업은
행의 경우 산업은행법과 기업은행법에 의해서 자본이 부족
하거나 부실할 경우 정부가 보증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판단에 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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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위원)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산업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되, 산업은행은 일반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위원
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독규정 개정 소요가
있을 때 별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폐쇄 인가안』 을 상정

209

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

위원) 폐쇄결정시 계열사 전출합의서를 통해서 기존 임직원

9

명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의 계열사가 어디 있는지? 또한,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의 구
체적인 철수 이유는 무엇인지?

ㅇ

(

보고자) 첫 번째, 맥쿼리증권 현지 법인이 국내에 있음. 그

래서

명 중

9

명은 증권 쪽으로 가게 되고

6

3

명은 해외 맥쿼

리은행 오퍼레이션(operation)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싱가폴, 미국, 시드니에 각각

명씩 가는 것으로 알

1

·

고 있음. 두 번째,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이 그동안에는 여 수
신 업무 없이 외환업무 쪽으로 진행되어 왔었고 맥쿼리은행
본점 차원의 경영전략,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권 위주로
영업을 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폐쇄하는 것임. 국내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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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것을 보면

“

왜 철수를 하느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의 규제환경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외국계은행 본점차원의 경영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그 경영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의 수익률 내지는 경쟁여건으로 봤을 때 과거와 달리 한국
시장이 워낙 저금리 기조가 되어 있고, 특히 소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도 나오지 않고 경쟁률이 좀 떨어졌
기 때문에 도매(wholesale) 쪽 분야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측
면이 있는 것 같음. 추가로 최근에 외은지점에서 밖으로 나
가는 은행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음.

ㅇ

(

보고자) 본점 영업 경영전략 차원에서 철수한다고 보는 것

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
럽계 은행들이 주로 많이 철수하고 있는데 본점 수익성 악
화에 따라서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아시아나 남미 지역에서 많이 철수하고 있고, 우리나
라에 진출한 외은지점들 중에서 아시아계를 제외한 나머지
의 경우에는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
에 증권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 쪽으로 같이 합치는 그
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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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안건 제

호『엠지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210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에이아이지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승인안』을

211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12

제21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일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214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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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안건 제215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6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핀테크전략국장이

IT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217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218호『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19호『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 , 제220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
행정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221

하여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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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222

규정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223

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리딩투자증권㈜의 (가칭)엘디아이씨㈜에 대한

224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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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안건 제

호『우리종합금융㈜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225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226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7호『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28호『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29
호『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0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1호『하
나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32호『 대신증
권㈜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33호『 신한금융투자

㈜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34호『삼성증권㈜에 대
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35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에 대
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36호『 유안타증권㈜ 에 대한 부
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
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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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178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제1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

(

㈜ 측과

해 설명 드리겠음. 금융위의 요구대로 한국투자증권

㈜은

대심으로 진행을 했음. 한국투자증권

지난번 금융위에

서 했던 의견들을 제시하고 금감원은 거기에 반박하고 소위
원회 위원들이 질의와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쳤음. 종투업
자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명의 위원 모

4

두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해당한
다는 의견을 모았음.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 대해서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정책당국의 금융회
사의 해외진출 권장 방향 등을 감안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
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적절한 감경수준은 기본과징금
20%

억 원의

32

수준으로 판단하였음.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다수 위원은 이
모사채

TRS

계약을 맺은

SPC

가 발행한 사

억 원 매입 사실은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1,698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관련
법령이 개인 및 신용공여 범위 등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동
사안에서

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렵고 법인격이 부인

SPC

- 11 -

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

㈜을

준 위반을 이유로 한국투자증권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있었음.

ㅇ

(

㈜은

위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과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

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모사채는 당

SPC

㈜과

연히 한국투자증권

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자산이라고 봄. 왜냐하면,
칙적으로 기업에 해당하고 이 건에서

는 원

SPC

의 기업성을 부정

SPC

할만한 사정은 저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법인격 부인과 관
련해서도 우리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
적인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
인을 하고 있음. 증선위 의견 중 일부 의견은

㈜과

을 부인해서 한국투자증권
판단하였다고 하지만
는

SPC

SPC

의 법인격

가 사실상 동일체라고

SPC

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면 이

SPC

와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와 개인이 사실상 동일

SPC

체임을 판단했어야 할 것임. 저는 이 건 사실과 관련해서
법인격 부인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
았음. 특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위원
이 이 건과 관련해서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곤란하다고 판결
한 것도 사실임. 저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인격을 남용해
서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해 주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이 건은 단기금융업
무 운용기준 위반의 그 사실만 봐야지 이것이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개인이

TRS

계약과

SPC

구조를 이용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나 자본시장법 이외의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서 한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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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증권

㈜이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하

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에게 그러
한

TRS

계약 및

SPC

구조 이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법령을 준수했다고 우리가 판단해주
는 것도 아니라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국투자증권

㈜이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한 단기금융업무의 운용기준을 위
반한 것인지 하는 사항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ㅇ

(

위원) 지난번 금융위원회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이야기를 들

어보니 첫 번째 쟁점이 되었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
회사 신용공여 제한과 관련된 그쪽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
인다는 생각을 했었음. 그런데 오늘 금감원의 이야기를 듣
고 보면 일반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분리
해서 규정하는 것이 원래 입법취지에도 의도된 바였고 그렇
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명 위원님들 모두가 신용공여 위반으로 본다고 결정을 하

4

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을 한 것
으로 본다는 견해에 동의를 함. 지난번에도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관련해서는 법적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 측면을 본다면 이 건이 위반된 것으로 본다는 생각
을 했었음. 오늘도 금감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
들을 다 소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형식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어떤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반했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함. 지난번에도

TRS

와 관련된

보고누락의 경우가 많아서, 여러 금투사들이 보고서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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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TRS

거래를 통

해서 하는 것들이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저는 아예 차제에

를 남용해서 또

SPC

TRS

계약을 통해

서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
독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음.

ㅇ

(

위원) 금감원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대체적

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초대형

를 육성하는 취지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육성해

IB

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
고, 그런 의미에서 대출도 기업 쪽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
업대출로 제한하고 개인대출을 금지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취지에서

SPC

같은 것을 사용해서 우회적으로 개인대출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부적절함. 그래서 이런 부
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
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현재로는 법규의 위
반이라고 생각함.

ㅇ

(

위원) 전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서 크게 이론은 없는 것 같음. 다만, 관련 법령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화 하는 법규 개정이 뒤따라야겠다
는 의견들을 모아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음. 제178호 안건
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위반과 관
련하여 과징금 감경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
당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

- 14 -

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하되,
추가감경 비율은
5,800

만 원에서

20%

억

32

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1,500

38

억

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3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9

년도 금융위원회 제1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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