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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금산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가지 정책 형태별 금산 간의 출자관계 해소비용을 

추정하고 금산분리가 되는 경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출자 

관계 해소비용 및 지배구조 변화 추정 결과 첫 번째 정책형태인 ‘단독’금융회사의 비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은 해소비용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

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형태인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5%로 

제한 + 전체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4%로 제한하는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기

업집단에는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완전분리를 하는 경우에

는 삼성을 비롯한 전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재벌해체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재벌정책이 이제 특정 기업집단 만을 대상

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적 재벌정책으

로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용어 핵심용어 핵심용어 핵심용어 :  :  :  :  기업집단기업집단기업집단기업집단, , , , 금산분리금산분리금산분리금산분리, , , , 은산분리은산분리은산분리은산분리, , , ,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 , , 의결권제한 의결권제한 의결권제한 의결권제한 

I. I. I. I. 서론 서론 서론 서론 

우리 경제에서 재벌정책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것은 금산분리 정책이

다. 금산분리( 産分 )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것으로, 주로 

대기업의 최대주주인 오너가 비금융회사(일반회사, 산업자본)와 금융회사(은행이나 비은

행금융회사, 금융자본)를 동시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들 간의 출자관계를 차단하는 제

도이다.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 있어

서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경우 파생될 역기능으로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이해상충의 발생과 불공정행위,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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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투입요소 공동이용과 정보 비대칭의 감소에 따르는 효율성의 증진을 들 

수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의 역기능을 강조하여 왔고 재계

에서는 순기능에 대한 강조와 함께 현재 상태에서 금산분리를 할 경우 막대한 해소비

용을 강조하여 왔다. 
한국에 있어서 금산분리 문제는 단순한 금산결합의 역기능과 순기능 중 어느 쪽이 

큰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상당수의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의 

핵심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집단에 대한 향후 정책과 직결

되어 문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하여 왔다. 
그동안 한국에 있어서의 금산분리 관련 정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산업화 과정

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일관되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정책당국은 1980년대 이전에는 산업자본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소유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산업 자본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은 10%로 제한하였다. 산업자본

의 은행 주식에 대한 보유한도 제도가 등장한 것은 1982년 제6차 은행법 개정 이후부터

였으며 당시 도입한 제도는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8%로 제한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1994년부터는 4%로 축소되었다가 2009년 이후에는 9%
로 상향 조정되었다.1) 따라서 정책당국의 은산 분리에 대한 정책은 비교적 일관성을 가

지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 규제를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지배 관련 정책은 은행의 경우와 매우 다

르게 전개되었다. 은행과는 다르게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2) 은행부문에 대한 소유와 지배에 대

한 규제는 장기간 비교적 일관적으로 지속되었음에 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소

유지배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비대칭적 규제의 상태가 산업화 기간 동안 장기간 지

속되었다. 
산업자본의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소유 및 재배에 대한 장기적인 비대칭적 규

제는 대다수의 대기업 집단들은 증권, 보험, 카드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 있어서는 산업자본 중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대다수의 산업자본들은 규제가 약한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이들 비은행금융기관들을 순환출자의 

핵심연결고리로 사용하도록 규제환경이 지속되었던 것이다.3)
이렇게 심화된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기관 지배 및 소유가 국민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후부터였다. 즉 자금난에 처한 대기

업군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하여 과도한 자금을 조달한 후 부실

화됨에 따라 소액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해를 침해하게 되었던 것이다.4) 
1) 은행 소유규제에 관한 상세한 역사는 고동원(2010)을 참조.
2) 정책당국이 그동안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거의 규제를 가하지 않은 

이유로서는 산업화 초기 당시 금융의 형태는 주로 간접금융이었으며, 은행에 비하여 비은행 금융기

관들의 비중이 대단히 작았고,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하자금을 양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비은행 금융권에 대해서 비교적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

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경서(1999)를 참조.
3) 2012년 6월 현재 전체 63개 기업집단 중 33개 기업집단에서 16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

과 , 2012. 6을 참조. 
4) 대표적인 예로서 대우그룹에 대한 대우그룹의 실질적 계열사로 알려진 서울투신운용이 대우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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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들의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자 1998년 김대

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9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

였다.5) 
당시 사외이사 등의 제도도입의 주된 목적은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

에 참가시키면 최소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 사외이사

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조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기관과의 분리 이슈(issue)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

후 다시 전면적으로 부상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에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

기 위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05년 관련 7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6) 
당시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하

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

으로 축소하는 것 등이었으나, 금산분리의 핵심적 문제인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비은행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선

임범위를 확대하는 수준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기에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한도를 4%에

서 9%로 상향조정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권의 기조에 따라 금산분리에 대하여 다소 유

화된 정책을 취한 바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2012 대선에서 금산 분리는 경제 민주화의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또 다시 

이슈화되었다. 새누리 당에서는 기업집단 내 단독 금융회사(보험, 증권 등 제2금융

권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2 대선에서 제시된 금산분리 방안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금융감독 수준강화로 수준에 머물

던 비은행금융기관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의결권 제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겠

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금산분리 정책과는 다른 강력한 정책 시도라고 하겠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의 비은행 금융기관 분리 문제는 정치 변

혁기에 되풀이 되어 왔으며 그 이면에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일한 이슈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

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한국경제가 금산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이미 형

성되어 있는 대기업집단 주도형의 기업생태계에 있어서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기

존의 금산결합을 해소하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금산 분리 후 대기업 

가 발행한 기업어음 채권 등에 대하여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부당 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하여 대우 그룹의 사금고 역할을 한 사례, 1998년 거평 그룹이 한남 투신을 인수한 후 그룹 계열사
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계열사가 무담보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부당지원

하여 한남투신을 사금고화한 사례 및 1998년 현대투신운용이 계열사인 현대투신과 공모하여 현대

투신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 상각하는 방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선의의 투자자
에게 이전시킨 사례 등이 있다. 

5) 재경부 보도자료,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 방안 , 1999.9.21
6) 재경부 보도자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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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주도형 기업 생태계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국민경제에 바람직할 것인지?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겠

다. 
2012년 대선에서 제시된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재벌해체를 가져온다. , 삼

성그룹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 재계에 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 금산분리를 추진

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해외기업의 적대적 M&A대상이 된다. 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 그 일부 의문에 대해서나마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즉 기존에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산업자본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지

분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필요비용(이하 해소비용 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일 해소비용을 지

불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향후 경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온 비은행금

융기관에 대한 출자관계를 해소하여 금산분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 시나리오

별로 금산분리를 위한 해소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며 해소비용이 조달되지 못하는 경

우 현행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

존의 한국의 금산분리 문제관련 연구문헌들에서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금산 

결합의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7) 정책 

시나리오별 금산분리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가 기존의 대기

업 집단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추정한 문헌은 거의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충분한 연구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에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

는 비은행금융회사(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와 비금융회사(일반회사)간의 출자관계에서 

제기되는 금산분리 정책의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금산분리 정책

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방법론으로서 개연성

있는 금산분리의 시나리오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출자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대기업 오너가 종전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산분리를 위해 지분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해소비용과 이 해소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I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써 본 연구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7) 금산결합의 부정적 측면과 긍적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병윤(2006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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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방법론 방법론 방법론 방법론 및 및 및 및 분석자료 분석자료 분석자료 분석자료 

1. 1. 1. 1. 금산분리의 금산분리의 금산분리의 금산분리의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우선 본 연구에서 금산분리를 위해 필요한 대기업 오너의 출자지분 해소비용과 출자 

지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지배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살펴보기로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금산분리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에서 언급되는 금산분리는 실제 정책집행 측면에서 볼 

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출자관계의 완전 단절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식되

는 경우가 많다. 또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과의 단절 소위, 은산( 産)분리에 대한 논의

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다소 혼란스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산분리를 산업자본과 비은행금

융기관, 즉 제2금융권과의 출자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 금산

분리에 대한 논의도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출자관

계는 현재 출자현황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산분리 역시 정책적 측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2금융권 즉 비은행금

융기관의 일반 계열사, 즉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비금융계열사의 비은행금

융계열사 지분보유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 상호간의 완전 출자관계 단절과 같

은 3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가가가가. . . .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1 1 1 1 : : : :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은행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사 비금융계열사 비금융계열사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제한제한제한제한

케이스 1은 비은행금융기관(증권, 보험 등)의 비금융계열사(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을 종전 15%에서 5%로 축소하는 금산분리 정책 시나리오를 말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

하면 기업집단 내 단독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

한 하는 방안이다. 현재 새누리당 차기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회사간 지분보유 현황 이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런 형태의 금산분리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1개 

기업집단의 31개 출자관계가 분석대상이 된다.  
이를 좀 더 확대하면 기업집단 내 전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8) 케이스 1의 분석결과의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를 포함시켰다. 이 경우에는 삼성그룹에서 6개 출자관

계, 동부에서 2개의 출자관계가 규제대상에 추가되어 11개 기업집단의 39개 출자관계가 

분석대상이 된다. 

나나나나. . . .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2: 2: 2: 2: 케이스케이스케이스케이스1+1+1+1+비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의 비은행금융계열사 비은행금융계열사 비은행금융계열사 비은행금융계열사 보유 보유 보유 보유 제한제한제한제한

금산분리를 실시하기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는, 케이스 1의 규제 즉 

8)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1월 15일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금산분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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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방법 내용

관련 

기업집단 수

관련 

출자관계수

케이스 1

비은행금융기관(증권, 보험 등 금융자본) 

‘단독’의 비금융계열회사 (산업자본) 

지분의 의결권을 15%에서 5%로 축소하는 

시나리오

(변형 :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5%로 축소)

11
31

(39)

케이스 2

비은행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회사 의결권을 

15%에서 5%로 축소함과 동시에 

비금융사의 비은행 금융기관 지분 4%이상 

보유금지

28 126

케이스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완전 단절 29 204

비은행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15%에서 5%로 축소 함과 동시

에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자본을 은행자본과 동일시하여, 산업자본인 비금융회사가 

금융자본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지분 규제 비율은 현재와 같이 비금융회사의 은행에 대

한 출자를 4%로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금융회사의 비은행금융회사 출자를 4%로 

규제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회사간 지분보유 현황 이란 자

료에 의하면 이 경우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28개 기업집단의 126개 출자

관계가 규제대상이 된다.

다다다다. . . .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3: 3: 3: 3: 완전한 완전한 완전한 완전한 금산분리금산분리금산분리금산분리((((금융자본과 금융자본과 금융자본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모든 모든 모든 모든 출자관계 출자관계 출자관계 출자관계 단절단절단절단절)  )  )  )  

케이스 3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강도 높은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주장하던 재벌해체를 

위한 금산분리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순환출자금지 기업집단 가운에 29개 기

업집단의 204개 출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된다.    

<<<<표 표 표 표 1111> > > > 금산분리정책의 금산분리정책의 금산분리정책의 금산분리정책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 , 2012. 6 분

석

2. 2. 2. 2. 분석자료 분석자료 분석자료 분석자료 

본 연구의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금산분리 정책의 효과분석에서는 대기업 집

단정책의 대상이 되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상호

간의 출자관계가 존재하는, 즉 비금융회사와 비은행금융회사 상호간에 출자관계가 존재

하는 모든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런 출자관계 분석을 위해 2012년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 이란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여부 역시 동 자료의 분류를 이용하였다. 
금산분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상호간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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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삼성 7 14 42

롯데 　 12 25

한화 1 13 22

미래에셋 5 9 14

현대자동차 　 8 13

동부 2 6 12

동양 3 6 10

케이티 1 7 7

현대 3 5 7

태광 　 6 6

대한전선 1 3 5

현대중공업 　 5 5

교보 5 5 4

두산 　 3 4

효성 　 4 4

웅진 　 2 3

이랜드 1 3 3

코오롱 　 3 3

농협 　 　 2

유진 　 1 2

포스코 　 2 2

한국투자금융 2 2 2

SK 　 1 1

대성 　 1 1

부영 　 1 1

씨제이 　 1 1

엘에스 　 1 1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주가, 지배주주의 구성,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가추정을 위한 

다양한 재무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9) 
아래의 <표 2>는 금산분리 정책의 시나리오별로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

본의 출자관계의 수를 나타낸다. 케이스 1에 속하는 즉, 비은행금융기관(증권, 보험 등)
의 비금융계열사(일반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종전 15%에서 5%로 축소하는 금산분리 정

책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이 되는 것은 삼성그룹 7개, 미래에셋, 교보 각각 

5개, 동양, 현대그룹 각각 3개 등 31개 출자관계가 된다. 
그리고 케이스 2는 케이스 1에 부가하여 산업자본인 비금융회사가 금융자본인 비은

행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지분을 규제하는 경우로서 삼성 14개, 한화 13개, 롯데 12개, 현
대자동차 8개 등 126개 출자관계가 분석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3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완전단절로서 케이스 1의 5%, 케이스 

2의 4% 이하의 출자관계까지 완전 단절하는 경우로서 삼성 42개, 롯데 25개, 한화 22
개, 현대자동차 13개 등 204개 출자관계가 분석대상이 된다. 

<<<<표 표 표 표 2> 2> 2> 2>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별 출자관계수출자관계수출자관계수출자관계수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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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 　 1 1

한국철도공사 　 1 1

합   계 31 126 204

구분 주요 내용

보충적 

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정해진 방법으로 가중평균

― 순손익가치

 ·손순익가치=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0%)

―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자본+향후 5년간 영업권

 ·자기자본=자산-부채

 ·향후 5년간 영업권=(손순익가중평균액*0.5-자기자본*0.1)*5년

― 주식평가 방법

 ·일반법인 주식평가액=‘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

율로 가중평균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평가액=‘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과 3의 비율로 가중평균

 ·1주당 주식가격=주식평가액/발행주식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 , 2012. 6 분

석

3. 3. 3. 3.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주식가격 주식가격 주식가격 주식가격 평가와 평가와 평가와 평가와 거래세 거래세 거래세 거래세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 출자관계에서 지분 

변동을 위한 주식거래에 따른 비용, 즉 금산분리를 위한 지분조정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자지분의 조정과정에서 주식의 매입 또는 매각에 따른 자금거래

가 수반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자료가 필요하다. 상장회사

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장되

지 않은 많은 비상장회사와의 출자지분 조정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가격을 가능한 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금산분리 해소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중요하다. 가령 삼성

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 의 액면가는 5,000원이나 거래가격은 200만원 수준에 이른

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에서 삼성에버랜드 에 이르는 출자고리 해소비용은 액면

가로 계산할 경우에 비해 4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 수도 있다.10) 
비상장회사의 주식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내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그 가치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11) 

<<<<표 표 표 표 3> 3> 3> 3>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주식의 주식의 주식의 주식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평가를 평가를 평가를 평가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보충적 보충적 보충적 보충적 방법방법방법방법

10) 실제 순환출자해소 비용의 계산에서 액면가를 이용한 많은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다.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소득세

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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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중소기업의 경우)는 지분율 50%초과시 주식평가액의 15%, 50%미

만시에는 주식평가액의 10%를 할증 과세함.

관련 

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

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데, 양자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아울러 금산분리 과정에서는 수반되는 주식거래에서 지배주주의 경우 주식거래 차익

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한 세금산정은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의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을 대상으로 양도차익(금산분리 해소액-출자금)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12) 

4. 4. 4. 4.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고려사항고려사항고려사항고려사항

케이스 3의 경우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완전 단절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순환출

자 형태를 감안할 때 단순히 금산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환출자 고리의 단절 또

는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연결고리 단절 

외에도 기업집단의 오너의 종전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요건으로서 지

주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지분 보유요건과 더불어 증손회사 설립요건, 지주회사 방식에

서 기업의 출자구조 변화에 따른 주식거래 비용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해 상장회사는 20%이상의 지분 확보, 비상

장사에 대해서는 40%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손회사

는 불허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실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단절을 위한 

비용만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12) 보유주식의 일부는 출자액 즉 액면가로 매입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감
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10 -

기업집단명 출자금 출자금 상실 주가환산 상실 세금 지분율 상실

삼성 84.5 2.8 3,909.3 776.8 3.4 

미래에셋 594.7 59.5 69.1 0.4 10.0 

동양 34.1 3.4 29.3 3.2 9.9 

교보 26.0 2.5 6.9 1.1 9.6 

동부 16.0 0.5 4.6 0.0 2.9 

한화 10.0 1.0 1.1 0.0 10.0 

현대 8.1 0.1 0.2 0.0 0.6 

ⅢⅢⅢⅢ. . . . 금산분리의 금산분리의 금산분리의 금산분리의 해소비용과 해소비용과 해소비용과 해소비용과 지배구조의 지배구조의 지배구조의 지배구조의 변화변화변화변화

1. 1. 1. 1.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1: 1: 1: 1: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제한제한제한제한““““의 의 의 의 효과효과효과효과

가가가가. . . . 규제대상 규제대상 규제대상 규제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 기업집단 기업집단 및 및 및 및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특성특성특성특성

케이스 1의 금산분리 정책은 금산 분리 시나리오 중 비은행금융기관(증권, 보험 등 

금융자본) 단독 의 비금융계열회사 (산업자본) 지분의 의결권을 15%에서 5%로 축소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술한 바와 같이 11개 기업집단의 31개 

출자관계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피출자 회사들 중에는 6개의 

상장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가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상장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해 주식이 분산되

어 있고, 안정적인 지분의 한계선 부근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에 속하는 상장회사는 삼성전자 , 호텔신라, 에스원, 동부건설 , 
현대엘리베이터 , 동양이다. 

반면 피출자회사 가운데 상장기업이 아닌 외감 또는 비외감 법인의 경우에는 통상적

으로 출자지분이 15%이상의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 15%의 의결권을 인정받

고 있다가 케이스 1의 금산분리정책으로 인해 보다 낮은 5%의 의결권만을 인정받게 되

므로, 의결권은 줄어들게 되지만 실제 지배구조가 큰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된다.  

나나나나. . . .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감소효과 감소효과 감소효과 감소효과 : : : :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 총 총 총 9%9%9%9%감소감소감소감소

이 경우 금산분리로 인한 의결권 감소효과를 추정해보면 출자금 기준으로 평가할 때, 
관련기업 의결권의 약 9.0%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대상 기업별로 볼 때, 상장된 

회사의 의결권 감소효과는 의결권이 원래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결권 감소효

과가 크지 않은 반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 기존 지분이 높은 상태에서 15%에서 5%로 

의결권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10%의 의결권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금산분리를 위한 

해소비용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게 되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약 3.4%의 의결

권 감소가 예상된다. 

<<<<표 표 표 표 3> 3> 3> 3>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은행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제한의 제한의 제한의 제한의 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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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 2.3 0.2 0.2 0.0 10.0 

이랜드 0.2 0.0 0.0 0.0 10.0 

대한전선 1.6 0.2 0.0 0.0 10.0 

케이티 5.3 0.5 0.0 0.0 10.0 

합  계 782.8 70.7 4,020.7 781.5 9.0 

기업집단
명 출자기업 피출자기업 시장 보통주 

지분
해소
비용

관련
세금

삼성 삼성생명보험㈜ ㈜호텔신라 상장 7.3 34.8 6.0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상장 7.48 3,864.9 769.3

삼성 삼성생명보험㈜ ㈜에스원 상장 5.34 7.5 1.5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경제연구소 외감 14.8 1.8 0.0

삼성 ㈜생보부동산신탁 ㈜생보제일호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비외감 100 0.1 0.0

삼성 삼성카드㈜ ㈜올앳 외감 30 0.4 0.0

동부 동부생명보험㈜ 동부건설㈜ 상장 9.46 4.4 0.0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건설㈜ 상장 5.19 0.2 0.0

현대 현대증권㈜ 현대아산㈜ 외감 5 0.0 0.0

현대 현대증권㈜ ㈜현대경제연구원 외감 10 0.2 0.0

현대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상장 5 0.0 0.0

교보 교보생명보험㈜ ㈜교보문고 외감 5.36 0.1 0.4

교보 ㈜생보부동산신탁 ㈜생보제일호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비외감 100 0.1 0.0

교보 교보생명보험㈜ 교보정보통신㈜ 외감 89.83 0.7 0.0

교보 교보생명보험㈜ 교보리얼코㈜ 외감 100 3.2 0.6

교보 교보생명보험㈜ 교보데이테센터유한
회사 비외감 64.91 2.8 0.0

대한전선 ㈜베리아이비홀딩스 ㈜베리엠앤씨 외감 100 0.0 0.0

동양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외감 10 0.0 0.0

동양 동양증권㈜ 동양시스템즈㈜ 비외감 14.16 1.2 0.0

주: 해소비용은 상장사의 경우 2011년 기말주가, 비상장사는 보충적 방법  활용

다다다다. . . . 해소비용 해소비용 해소비용 해소비용 : : : : 2011201120112011년말 년말 년말 년말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4444조 조 조 조 8888천억원 천억원 천억원 천억원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케이스 1의 금산분리로 인한 의결권 감소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오너나 다른 계열

기업이 감소된 의결권만큼 지분을 직접 인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해소비용은 약4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해소비용은 지배구조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해소비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해소비용 측면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인데 그 중 

삼성생명보험 의 삼성전자 에 대한 의결권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약3조 8,600
억원 정도이다. 그 외 기업집단은 해소비용이 크지 않다.

<<<<표 표 표 표 4444> > > > 비은행금융자본의 비은행금융자본의 비은행금융자본의 비은행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제한시 제한시 제한시 제한시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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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 상장 26.21 28.0 3.2

미래에셋 미래에셋캐피탈㈜ 부동산일일사㈜ 외감 71.91 2.2 0.4

미래에셋 미래에셋파트너스오
호사모투자전문회사 시니안(유) 비외감 100 6.6 0.0

미래에셋 미래에셋파트너스칠
호사모투자전문회사

오 딘 제 4 차 
유한회사 비외감 100 2.2 0.0

미래에셋 미래에셋파트너스오
호사모투자전문회사 오딘홀딩스(유) 비외감 70.37 25.6 0.0

미래에셋 미래에셋파트너스삼
호사모투자전문회사 미래에셋삼호(유) 비외감 100 32.6 0.0

이랜드 ㈜리드 ㈜리드온 비외감 47.75 0.0 0.0

케이티 비씨카드㈜ ㈜에이치엔씨네트워
크 외감 99 0.0

한국투자
금융

코너스톤제일호사모
투자전문회사

㈜트리에듀케이션그
룹 비외감 100 0.2 0.0

한국투자
금융

코너스톤제일호사모
투자전문회사 ㈜메이저티 외감 100 0.0

한화 대한생명보험㈜ ㈜한화육삼시티 외감 100 1.1 0.0
주: 해소비용은 상장사의 경우 2011년 기말주가, 비상장사는 보충적 방법  활용

라라라라. . . . 지배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변화변화변화변화: : : : 없음없음없음없음

케이스 1의 금산분리 정책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를 보면 삼성그룹만이 

약간의 영향을 받으나 지배구조에는 커다란 위협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

룹에서는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의 출자관계에서 보통주 기준 종래 7.48%의 의결

권이 5%로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지배구조에서의 변화이다. 종전 삼성카드 삼성

에버랜드 의 출자관계에서는 8.64%의 지분은 2012년 하반기 5%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13) 삼성전자 의 동일인, 친족, 계열사 의결권은 보통주 기

준으로 종전 17.64%에서 2.21%감소한 15.43%로 줄어들 뿐이기 때문에 이는 현재 삼성

전자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를 해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4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안정적 지배권 확보를 위해 구태여 해소할 필요는 없는 비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 에 대한 삼성가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할 15.43%의 지분을 외국인이 

확보하려면 2011년 말 시가기준으로 24조원(209억달러, 환율 달러당 1,150원적용)이상이 

필요하므로 적대적 M&A로 이를 시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비

현실적인 우려가 될 것이다.14)  
케이스 1에 의해 삼성그룹에서 출자관계의 변화가 오는 경우는 호텔신라 의 지분율 

변화이다. 삼성생명보험 의 호텔신라 에 대한 의결권이 7.68%에서 5%로 감소하나 동

일인, 친족, 계열사 의결권은 1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역시 큰 위

협이 되지 않는다. 호텔신라 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9.90%), 한국

1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2는 소속회사간 지분 보유 현황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지분율이 축소되었
다. 

14)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모이상의 M&A가 이루어진 경우는 있으나 흔치 않은 일이며, 전 세계M&A
의 3/4이상은 피합병기업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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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관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이건희 본인 4,985,464 3.38 12,398 0.05 4,997,862 2.94

삼성물산 계열사 5,976,362 4.06 0 0 5,976,362 3.51

복지재단 재단 89,683 0.06 0 0 89,683 0.05

문화재단 재단 37,615 0.03 0 0 37,615 0.02

홍라희 친인척 1,083,072 0.74 0 0 1,083,072 0.64

이재용 친인척 840,403 0.57 0 0 840,403 0.49

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보험 계열사계열사계열사계열사 10,622,81410,622,81410,622,81410,622,814 7.217.217.217.21 879879879879 0000 10,623,69310,623,69310,623,69310,623,693 6.246.246.246.24

삼성생명(특별계정) 계열사 457,450 0.31 27,837 0.12 485,287 0.29

삼성화재 계열사 1,856,370 1.26 0 0 1,856,370 1.09

권오현 임원 5,500 0 0 0 5,500 0

최지성 임원 9,000 0.01 0 0 9,000 0.01

윤주화 임원 9,000 0.01 0 0 9,000 0.01

제일모직 계열사 9,679 0.01 0 0 9,679 0.01

합계 25,982,412 17.64 41,114 0.18 26,023,526 15.3

출자기업 관계
보통주식

주식수 비율

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보험 본인본인본인본인 2,865,1582,865,1582,865,1582,865,158 7.37.37.37.3

삼성전자 계열사 2,004,717 5.11

삼성증권 계열사 1,200,000 3.06

삼성카드 계열사 524,863 1.34

삼성SDI 계열사 29,316 0.07

성영목 기타 30,020 0.08

합계 6,654,074 16.95

투자신탁운용 (6.14%), 한국투자신탁운용 (5.09%)이 다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역시 삼성그룹의 안정적 지배구조에 기여하고 있다.  

<<<<표 표 표 표 5> 5> 5> 5> 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전자㈜㈜㈜㈜의 의 의 의 동일인동일인동일인동일인, , , , 친족친족친족친족, , , ,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주주 주주 주주 주주 현황현황현황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표 표 표 표 6> 6> 6> 6> 호텔신라호텔신라호텔신라호텔신라㈜㈜㈜㈜의 의 의 의 동일인동일인동일인동일인, , , , 친족친족친족친족, , , ,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주주현황주주현황주주현황주주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삼성그룹 이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동부그룹과 동양그룹이다. 이 두 기

업집단은 삼성그룹과 유사하게 비은행금융회사를 환상형 순환출자고리로 활용하고 있

는 기업집단이다. 우선 동부그룹을 살펴보면, 케이스 1에 의해 역시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를 겪지 않는다. 동부그룹에서는 특히 동부생명보험(주)(9.46%)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5.19%)의 동부건설 에 대한 해소비용이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

는 오너와 계열사의 안정적 의결권 즉, 동부씨엔아이 (20.01%), 김준기(10.97%)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양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에서는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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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부(주)(26.21%)의 동양의 의결권 감소가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규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와 오너의 안정적 의결권 즉, 동양레저(36.25%), 동양파이낸

셜대부 (5%), 현재현(3.23%), 동양생명보험 (1.54%)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는다.

라라라라. . . .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 : : 효과 효과 효과 효과 없음없음없음없음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재벌정책으로서 케이스 1의 경우는 금산분리 정책으로

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금산분리 정책의 내용이 금융자본의 산업자

본 의결권 제한에 국한될 경우,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재벌정책으로서 아무런 효

과가 없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에 대한 삼성생명 의 

의결권이 일부 제한을 받으나 지배구조상 동일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추가

적으로 해소비용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마마마. . . .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1111의 의 의 의 변형변형변형변형

이상에서 설명한 케이스 1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사의 출자관계에서 

단독 금융기업의 출자지분을 5%로 규제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변형된 정

책으로서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정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합계에 대

해 5%이상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최근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3개 회사, 즉 삼성전자 , 에스원, 호텔신라와 동부그룹

의 1개 회사인 동부건설 에 대해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 에 대해서는 삼성생명보험 이 이미 5%지분

을 가지게 되므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의 1.26%지분이 해소(해소비용 약 1조 9,640억원)
되어야 한다. 에스원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생명보험 이 5%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삼

성화재해상보험  0.97%, 삼성증권  1.32%, 삼성카드  1.91%의 지분이 해소(해소비용 

약 923억원)되어야 한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삼성생명보험 이 이미 5%지분을 가지

게 되므로 삼성증권  3.06%, 삼성카드  1.34%의 지분이 해소(해소비용 663억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성그룹 전체로는 2조 1,230억원 이상의 해소비용이 케이스 1에 비해 증

가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 에서 오너를 비롯한 친족 및 계열사 지분은 케이스 1 금산분리 

정책에 의해 축소된 15.3%보다 1.26% 더 축소된 14.04%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케이스 1에 의해 축소된 16.95%보다 4.5% 더 축소된 12.4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에스원의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증권 , 삼성카드 의 지분이 

제한되더라도 일본SECOM (24.66%), 삼성SDI (11.03%), 국민연금공단(7.47%), 한국투자

신탁운용 (6.89%), 삼성생명보험 (5%)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케이스 1의 변형인 이런 금산분리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삼성그룹 오너를 비롯한 친

족 및 계열사 지분이 삼성전자 에서 14.04%로 줄어들고, 호텔신라에서 12.45%로 줄

어들지만 이것이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에 커다란 불안을 가져온다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설사 다소 불안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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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
단명 출자기업 피출자기업 시장 보통주 

지분
해소
비용

관련세
금

삼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상장 1.26 1,964.0 0.0 

삼성 삼성증권㈜ ㈜에스원 상장 1.32 29.0 0.0 

삼성 삼성카드㈜ ㈜에스원 상장 1.91 42.0 0.0 

삼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에스원 상장 0.97 21.3 0.0 

삼성 삼성증권㈜ ㈜호텔신라 상장 3.06 46.2 8.0 

삼성 삼성카드㈜ ㈜호텔신라 상장 1.34 20.2 0.0 

동부 동부생명보험㈜ 동부건설㈜ 상장 9.46 9.4 0.0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건설㈜ 상장 5.19 5.1 0.0 

역시 쉽게 조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표 표 표 7> 7> 7> 7>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비은행금융자본의 비은행금융자본의 비은행금융자본의 비은행금융자본의 비금융계열사 비금융계열사 비금융계열사 비금융계열사 지분 지분 지분 지분 제한의 제한의 제한의 제한의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

주: 해소비용은 상장사의 경우 2011년 기말주가, 비상장사는 보충적 방법  활용  

2. 2. 2. 2.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2: 2: 2: 2: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지분보유 지분보유 지분보유 지분보유 제한의 제한의 제한의 제한의 효과 효과 효과 효과 

가가가가. . . . 규제대상 규제대상 규제대상 규제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 기업집단 기업집단 및 및 및 및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특성특성특성특성

케이스 2의 경우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덧붙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제한 규제를 추가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즉 케이스 1에 부가

하여 비금융회사의 비은행금융기관 출자를 4%이하로 규제하는 시나리오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위로는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4% 이하로 규

제하고 아래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해소비용 분석이다. 
이 경우 28개 기업집단의 126개 출자관계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중 31개 출자관계는 

이미 살펴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의결권 5%제한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출자관계이며, 
나머지 95개 출자관계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4%이상 보유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이다. 

이들의 출자관계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규제효과는 비교적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나나나. . . .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감소효과 감소효과 감소효과 감소효과 : : : :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 총 총 총 29.6%29.6%29.6%29.6%감소감소감소감소

케이스 2의 경우 금산분리로 인한 의결권 감소 효과는 출자금 기준으로 평가할 때 

관련기업 의결권의 약 29.6%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대상 기업별로 

볼 때, 상장된 회사의 의결권 감소효과는 이미 의결권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

지 않은 반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지분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4%이상 보

유금지 규제에 의해 매우 높은 수준의 의결권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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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출자금 출자금 상실 주가환산
상실 세금 지분율

상실

삼성 346.8 76.9 8,671.5 1,684.2 22.2 

현대자동차 833.2 285.9 3,383.9 528.7 34.3 

한화 2481.1 482.3 1,778.8 1.6 19.4 

롯데 519.3 339.2 1,777.0 263.3 65.3 

미래에셋 634.2 70.2 652.8 122.4 11.1 

현대 274.5 58.3 492.5 53.3 21.2 

케이티 233.8 155.2 295.7 24.0 66.4 

현대중공업 246.1 177.6 284.8 12.4 72.2 

동양 244.9 31.1 282.7 21.6 12.7 

효성 45.5 42.0 240.4 39.4 92.3 

태광 90.4 15.0 102.9 9.3 16.6 

웅진 94.0 21.4 78.5 0.0 22.8 

두산 60.8 17.1 42.1 4.1 28.2 

유진 4.2 0.4 38.0 0.2 10.4 

동부 69.5 7.3 35.6 0.6 10.5 

SK 36.3 6.8 29.9 0.0 18.7 

대성 10.2 4.8 10.8 0.3 46.9 

포스코 28.8 26.2 10.0 0.0 91.1 

씨제이 9.0 7.7 8.6 0.0 86.0 

코오롱 14.0 5.7 8.5 0.0 41.1 

교보 26.0 2.5 6.9 1.1 9.6 

지에스 7.3 3.8 6.7 0.0 51.9 

이랜드 0.5 0.2 2.6 0.0 44.4 

부영 2.6 0.5 0.8 0.0 21.5 

한국투자금융 2.3 0.2 0.2 0.0 10.0 

한국철도공사 0.1 0.0 0.0 0.0 96.0 

엘에스 0.7 0.0 0.0 0.0 2.7 

대한전선 50.7 47.3 0.0 0.0 93.3 

합계 6366.8 1,885.9 18,242.3 2,766.4 29.6 

케이스 2의 경우 기업 집단별로 의결권 감소효과의 편차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의결권 감소효과가 큰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주로 비상장 금융계열사에 대한 높은 

지분율이 규제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경우이다. 기업집단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의결권 감소효과를 보이는 기업집단은 삼성 22.2%, 현대자동차 34.3%, 한화 19.4%이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의결권 감소효과를 보여주는 기업집단은 롯데 65.3%, 케이

티 66.3%, 현대중공업 72.2%, 효성 92.3% 등이다. 

<<<<표 표 표 표 8> 8> 8> 8>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방안 방안 방안 방안 중 중 중 중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제한제한제한제한(15%(15%(15%(15%→→→→5%)5%)5%)5%)의 의 의 의 해소비해소비해소비해소비

용 용 용 용 및 및 및 및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금융자본 금융자본 금융자본 보유 보유 보유 보유 제한제한제한제한(4%)(4%)(4%)(4%)의 의 의 의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기업집단별 효과효과효과효과

단위: %, 10억원

주: 해소비용은 상장사의 경우 2011년 기말주가, 비상장사는 보충적 방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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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출자기업 피출자기업 시장 보통주 
지분

해소비
용

관련
세금

삼성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상장 19.34 3,160.0 629.3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외감 56.47 2,070.6 362.2 

삼성 삼성전자㈜ 삼성카드㈜ 상장 35.29 1,496.6 260.9 

롯데 롯데쇼핑㈜ 롯데카드㈜ 외감 92.54 1,265.6 186.2 

한화 ㈜한화건설 대한생명보험㈜ 비외감 24.88 906.7 0.0 

한화 ㈜한화 대한생명보험㈜ 비외감 21.67 767.3 0.0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외감 31.52 634.9 82.9 

현대 현대상선㈜ 현대증권㈜ 상장 25.9 491.4 53.3 

미래에셋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 외감 32.23 321.0 72.6 

효성 ㈜효성 효성캐피탈㈜ 외감 97.15 239.0 39.4 

미래에셋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
스㈜ 외감 100 224.2 44.2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커머셜㈜ 외감 50 218.6 25.8 

케이티 ㈜케이티 ㈜케이티캐피탈 외감 83.59 210.0 12.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하이투자증권㈜ 외감 83.24 182.9 8.7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카드㈜ 외감 11.48 172.6 22.5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증권㈜ 상장 19.01 147.6 10.8 

롯데 ㈜호텔롯데 롯데캐피탈㈜ 외감 26.6 140.7 20.6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이치엠씨투자증
권㈜ 상장 26.27 134.3 20.3 

동양 ㈜동양레저 동양증권㈜ 상장 14.76 105.8 7.7 

롯데 롯데쇼핑㈜ 롯데캐피탈㈜ 외감 20.22 101.0 14.8 

다다다다. . . . 해소비용 해소비용 해소비용 해소비용 : : : :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총 총 총 총 21212121조원 조원 조원 조원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케이스 2의 경우 재계 전체로 약21조원의 해소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

적으로 삼성그룹은 약 10조원의 해소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삼성에버랜드 의 삼성생명

보험 에 대한 해소비용이 3조 7천억원, 삼성전자 의 삼성카드 에 대한 해소비용이 

약1조 7천억원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이런 해소비용은 삼성생명보험 와 삼성

카드 의 동일인, 친족, 계열사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안정적 지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약4조원의 해소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자동차 의 현대캐피탈

와 현대카드 에 대한 지분해소에 2조4천억, 7천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가령 현대자동차 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외국금융사인 

GE Capital International Holdings가 절대적 지분을 가지게 된다. 

<<<<표 표 표 표 9> 9> 9> 9>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방안 방안 방안 방안 중 중 중 중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산업자본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제한제한제한제한(15%(15%(15%(15%→→→→5%)5%)5%)5%)의 의 의 의 해소비해소비해소비해소비

용 용 용 용 및 및 및 및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금융자본 금융자본 금융자본 보유 보유 보유 보유 제한제한제한제한(4%)(4%)(4%)(4%)의 의 의 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기업별 효과효과효과효과

단위: %, 10억원

주: 1) 해소비용기준 상위 20개 기업만 제시함. 
   2) 해소비용은 상장사의 경우 2011년 기말주가, 비상장사는 보충적 방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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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관계 보통주 주식수 비율

삼성전자 본인 43,393,170 35.29

삼성생명 계열사 32,468,868 26.41

삼성전기 계열사 4,416,619 3.59

삼성물산 계열사 2,942,088 2.39

삼성중공업 계열사 38,261 0.03

삼성카드 자사주등 0 0

합계 　 83,259,006 67.71

성명 관계 주식수 비율

이건희 본인 41,519,180 20.76

삼성에버랜드 계열사 38,688,000 19.34

삼성문화재단 계열사 9,360,000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계열사 9,360,000 4.68

삼성전기 계열사 1,206,380 0.6

삼성정밀화학 계열사 944,090 0.47

삼성SDS 계열사 708,910 0.35

라라라라. . . . 지배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변화변화변화변화: : : : 삼성그룹에는 삼성그룹에는 삼성그룹에는 삼성그룹에는 큰 큰 큰 큰 효과없으나 효과없으나 효과없으나 효과없으나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기업집단엔 기업집단엔 기업집단엔 기업집단엔 큰 큰 큰 큰 효과효과효과효과

케이스 2에 의한 주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보면, 우선 삼성그룹의 경우 삼

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의 지분이 7.48%에서 5%로 줄어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

가의 지분율이 17.64%에서 15.43%로 감소하는 케이스 1의 경우에 더하여 다음의 지배

구조 변화가 초래된다. 
삼성에버랜드 의 삼성생명보험 에 대한 지분율이 19.34%에서 5%로 감소되나 이건

희 20.76%, 삼성문화재단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4.68% 보유지분으로 볼 때 여전히 

34.12%의 안정적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외부 기업이 이 34.12%의 지분을 확보하

려면 2011년 말 시가기준으로 7조원(71억달러)이상이 필요하므로 적대적 M&A로 이를 

시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많다. 
또한 삼성전자 의 삼성카드 에 대한 지분율이 종전 35.29%에서 4%로 하락하더라도 

삼성생명 의 26.41%, 삼성전기  3.59%, 삼성물산  2.39%의 지분을 합하면 역시 

36.39%의 안정적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부기업이 36.39%의 지분을 확보

하려면 2011년말 시가기준으로 1조 7,400억원(15억달러)이상이 필요하므로 적대적 M&A
로 이를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삼성그룹 내부적으

로 해결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케이스 2와 같이 비교적 강한 금산분리정책을 취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

조에는 커다란 위험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표 표 표 10> 10> 10> 10> 삼성카드삼성카드삼성카드삼성카드㈜㈜㈜㈜의 의 의 의 동일인동일인동일인동일인, , , , 친족친족친족친족, , , ,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주주현황주주현황주주현황주주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표 표 표 표 11> 11> 11> 11> 삼성생명삼성생명삼성생명삼성생명㈜㈜㈜㈜의 의 의 의 동일인동일인동일인동일인, , , , 친족친족친족친족, , , ,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주주현황주주현황주주현황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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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계열사 425,560 0.21

삼성생명 자사주등 0 0

박근희 임원 8,230 0

연제훈 임원 3,297 0

김남수 임원 5,888 0

합계 　 102,229,535 51.11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 의 현대캐피탈 과 현대카드 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이들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카드 의 지배구조

는 종전 GE Capital Int'l Holdings Corp(43.00%), 현대자동차 (31.52%), 기아자동차

(11.48%), 현대커머셜 (5.54%), 현대제철 (5.44%)에서 현대자동차의 31.52% 지분보유와 

기아자동차 의 11.48% 보유분이 4%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현대자동차그룹내 

계열기업이 인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금융사인 GE Capital 
International Holding이 절대적 지분을 가지게 된다. 

현대캐피탈 의 경우, 종전 현대자동차 (56.48%), GE Capital International 
Holding(43.30%)의 지분보유에서 현대자동차 의 지분이 4%로 축소하여야 하며 동일한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소되는 부분을 다른 현대자동차그룹내 계열사가 인

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금융사인 GE Capital International Holding이 절

대적 지분을 가지게 된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캐피탈 , 롯데카드 , 롯데손해보험 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롯데캐피탈 의 경우 현재 호텔롯데(26.60%), 롯데쇼핑

(20.22%), 롯데건설 (11.81%), 부산롯데호텔(11.47%), 대홍기획(8.23%)이 주요 주주이

나 이들 계열사의 지분이 각각 4%로 제한을 받게 되면 지배구조상 의결권의 많은 부분

이 상실되므로 이를 다른 계열사가 인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롯데카드 의 경우 현재 롯데쇼핑 (92.54%), 롯데캐피탈 (4.59%), 호텔롯

데(1.24%), 부산롯데호텔(1.02%), 신동빈(0.27%)이 주요 주주이므로 롯데쇼핑 의 지분

이 4%로 제한될 경우 지배구조상 커다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롯데손해보험 의 경우 현재 호텔롯데(27.72%), 롯데역사 (22.67%), 일본 아이

오이 손해보험사(9.90%), 대홍기획(4.62%), 부산롯데호텔(1.97%)이 주요주주이나 이들 

계열사의 지분이 각각 4%로 제한을 받게 되면 지배구조상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

이 있다.
한화그룹에서는 대한생명보험 에 대한 한화건설(24.88%), 한화(21.67%)의 지배구

조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의 하이투자증권 에 

대한 지분 83.24%가 규제대상이 되어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대그룹에

서는 현대증권 에 대한 현대상선(25.90%)과 현대증권(4.83%)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케이티그룹에서는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케이티(81.62%)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으며, 효성그룹에서는 효성캐피탈 에 대한 효성(97.15%)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동양그룹에서는 동양증권 에 대한 동양레저(14.76%)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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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평가평가평가평가

케이스 2에 따른 금산분리 정책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 출자관계가 있는 대

부분 기업집단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많은 해소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해소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시나

리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4%이상 보유금지와 같은 소위 은산분리정책과 같은 

것이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될 경우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 10조원의 해소비용이 필

요하기는 하지만 규제 이후에도 실제 동일인, 친족, 계열사 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3. 3. 3.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3: 3: 3: 3: 금융자본과 금융자본과 금융자본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차단 차단 차단 차단 

가가가가. . . .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감소효과 감소효과 감소효과 감소효과 : : : :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 총 총 총 100%100%100%100%감소감소감소감소

금산분리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 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면 29개 기업집단의 204개 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된다. 이 경우에는 출자금 

기준 지분율이 100% 감소하여 의결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나나나나. . . . 해소비용 해소비용 해소비용 해소비용 : : : :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총 총 총 총 34343434조조조조3,6003,6003,6003,600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완전 금산분리가 시도될 경우에는 기업집단 전체로 약 34
조 3,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삼성그룹이 25조원 규모, 현대자동차가 4
조원 이상, 한화 2조 7천억, 롯데 2조 4천억원 규모의 해소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산분리가 시도될 경우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차단벽 설치를 위

한 해소비용 이외에도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막대한 해소비

용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일반지주회사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순

환출자를 해소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나 일반지주회사의 지배권 확보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 비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충족 

비용, 손회사 금지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소비용이 필요할 것

이다.15) 
15)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제안한 금산분리 방안 중 총괄 지주회사 밑에 금융지주회사와 비금

융지주회사를 두고 금융지주회사 즉 중간금융지주회사 는 금융계열사들만을 지배하는 소위 

중간금융지주회사 를 만들도록 한다는 방안이 있었다. 이 방안은 외견상 기존의 비은행금융회사
들을 대기업 집단에서 강제로 분리시키기 보다는 이미 여러 기업집단이 현실적으로 비은행금융회

사를 많이 지배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안으로 보이지만 이 방안은 케이스 3의 경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실질적으로 재벌해체를 방안으로서 현실성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실현 가능성
이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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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출자금 출자금 상실 주가환산 상실 세금

삼성 508.1 508.1 21,572.8 3,699.6 

현대자동차 844.5 844.5 3,899.5 608.6 

한화 2660.8 2,660.8 2,711.2 7.2 

롯데 546.5 546.5 2,129.9 300.9 

미래에셋 639.7 639.7 1,342.4 139.8 

현대 277.6 277.6 659.8 76.6 

동양 247.5 247.5 418.6 34.2 

케이티 233.8 233.8 360.7 26.5 

현대중공업 246.1 246.1 302.8 13.3 

효성 45.5 45.5 250.7 41.1 

태광 90.4 90.4 150.3 12.6 

동부 85.9 85.9 115.9 1.1 

웅진 94.6 94.6 94.6 0.0 

교보 25.5 25.5 88.1 12.5 

농협 61.0 61.0 61.0 0.0 

대한전선 51.5 51.5 50.9 0.0 

두산 61.4 61.4 45.5 4.3 

SK 36.3 36.3 36.3 0.0 

유진 4.3 4.3 25.5 0.2 

대성 10.2 10.2 11.7 0.3 

포스코 28.8 28.8 10.5 0.0 

코오롱 14.0 14.0 9.8 0.0 

씨제이 9.0 9.0 9.0 0.0 

지에스 7.3 7.3 7.3 0.0 

한국투자금융 2.3 2.3 1.5 0.0 

부영 2.6 2.6 0.9 0.0 

이랜드 0.5 0.5 0.8 0.0 

엘에스 0.7 0.7 0.1 0.0 

한국철도공사 0.1 0.1 0.1 0.0 

합계 6836.4 6,836.4 34,368.1 4,978.9 

<<<<표 표 표 표 12> 12> 12> 12>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 방안 방안 방안 방안 중 중 중 중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의 완전단절을 완전단절을 완전단절을 완전단절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해소비용

단위: %, 10억원

 주: 해소비용은 상장사의 경우 2011년 기말주가, 비상장사는 보충적 방법  활용

다다다다. . . . 지배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변화변화변화변화: : : : 재벌해체재벌해체재벌해체재벌해체

이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완전단절이란 케이스 3의 금산분리 정책은 환상형 순

환출자가 존재하는 한국의 상위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이 정책목표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재벌해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금산분리 정책 시나리

오가 될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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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전체 전체 전체 전체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 출자관계출자관계출자관계출자관계

주 : 1) 그룹 내 전체 출자관계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출자관계를 나타냄. 
    2) 긴 점선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출자관계, 짧은 점선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출자관계를 

나타냄. 
    3) 개괄적으로 그림의 중간 상부에 있는 기업은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기업, 중간에 위치한 기

업은 출자관계상 중간단계, 그리고 가장 외곽에 있는 기업은 마지막 단계의 출자관계에 있
는 기업들을 나타냄. 

16) 지주회사설립과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차단벽 설치를 통한 비용추정 예는 착한자본주의연구원

(www.good-capitalism.org) (2012), 한국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비용과 착한 정책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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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 > > >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계열사의 계열사의 계열사의 산업자본과 산업자본과 산업자본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금융자본의 출자관계출자관계출자관계출자관계

주: 1) 그룹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전체 출자관계를 보여줌. 
    2)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방향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출자,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선은 금융자

본의 산업자본 출자를 나타냄. 
    3) 굵은 선은 산업자본의 경우 5%로 의결권 제한, 금융자본의 경우 4%지분 보유 금지대상 

출자 관계를 나타냄.

ⅣⅣⅣⅣ. . . .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재벌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가운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출자관계가 존재하는 총 29개 기업집단의 204개 계

열기업간 출자관계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금산간의 출

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해소비용과 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에 따라 지분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비용, 즉 해소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금산 분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다음의 3
가지 정책 케이스 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금산분리 정책의 케이스 1 시나리오는 기업집단 내 단독 금융회사(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 하는 것으

로 현재 차기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금산분리 시나리오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

은 11개 기업집단의 31개 출자관계에 불과하다. 피출자회사 가운데 상장기업은 불과 5
개에 불과하다. 상장사일 때는 비교적 기존 출자지분이 낮기 때문에 의결권 축소효과가 

크지 않고,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 기존 지배구조를 위

협하지 않는다. 
케이스 1 아래서는 출자금 기준으로 평가할 때, 관련기업 의결권의 약 9.0%가 감소하

고, 해소비용 측면에서 약4조 8천억원이 필요하다.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

그룹에서 삼성생명보험 의 삼성전자 에 대한 의결권 감소이다. 해소비용 측면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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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8,600억원 정도이다. 삼성전자 의 동일인, 친족, 계열사 의결권은 보통주 기준으로 

종전 17.64%에서 2.21% 감소한 15.43%로 줄어들 뿐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 외 기업집단의 해소비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케이스 1의 금산분리 정책은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케이스 1의 경우와 유사하나 기업집단 내 전체 금융회사(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 하는 것의 효과도 살펴

보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금산분리 시나리오이다. 이때에

는 11개 기업집단의 39개 출자관계가 규제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의 3개 회사, 즉 삼성전자 , 에스원, 호텔신라와 동부그룹의 1개 회사인 

동부건설 에 대해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에 대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의 1.26%지분이 해소(해소비용 약 1조 9,640억원)되어야 하며, 에

스원에 대해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  0.97%, 삼성증권  1.32%, 삼성카드  1.91%의 지

분이 해소(해소비용 약 923억원)되어야 한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삼성증권  3.06%, 
삼성카드  1.34%의 지분조정(해소비용 663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삼성그룹 전체로는 

2조 1,230억원 이상의 해소비용이 케이스 1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삼성전자 에

서 오너를 비롯한 친족 및 계열사 지분은 케이스 1 금산분리정책에 의해 축소된 15.3%
보다 1.26% 더 축소된 14.04%로 줄어들게 된다. 또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케이스 1에 

의해 축소된 16.95%보다 4.5% 더 축소된 12.45%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에스원의 경

우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증권 , 삼성카드 의 지분이 제한되더라도 일본SECOM
(24.66%), 삼성SDI (11.03%), 국민연금공단(7.47%), 한국투자신탁운용 (6.89%), 삼성생명

보험 (5%)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보다 강도 높은 금산분리 정책으로 케이스 1의 규제에 덧붙여 재벌그룹들

의 비은행금융사를 은행과 동일시하여 비금융계열사가 비은행금융사의 지분을 4%이

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상적인 경우 의 효과를 케이스 2로 분석하였다. 대선 전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되었던 금산분리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28개 기업집단의 126개 

출자관계가 규제대상이 되어 29.6%의 의결권이 상실되고, 해소비용으로 약 21조원이 필

요할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 기업집단에서 위협적 지배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나 

삼성그룹만은 역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집단별로 볼 때 삼성 22.2%, 현대

자동차 34.3%, 한화 19.4%는 비교적 낮은 의결권 감소효과를, 롯데 65.3%, 케이티 

66.3%, 현대중공업 72.2%, 효성 92.3%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결권 감소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약 10조원의 해소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삼성에버랜드 의 삼

성생명모험 에 대한 해소비용이 3조7천억원, 삼성전자 의 삼성카드 에 대한 해소비

용이 약1조 7천억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소비용은 삼성생명모험 와 삼성카드

의 동일인, 친족, 계열사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안정적 지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약4
조원의 해소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자동차 의 현대캐피탈 와 현대카드 에 대한 

지분해소에 2조4천억, 7천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집단간에 존재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모든 연결고리

를 완전히 단절하는 케이스 3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때에는 29개 기업집단의 204개 

출자관계를 완전히 단절된다.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런 금산분리가 시도될 경우에

는 재계전체로 약 34조 3,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삼성그룹이 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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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현대자동차가 4조원 이상, 한화 2조7천억, 롯데 2조4천억원 규모의 해소비용이 필

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재벌이 해체되는 수준의 강력한 금산분리 시나

리오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런 연구결과는 현재 경제정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정책효과 측면에서 현재 차기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스 1의 금산분리 정

책은 현재 우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전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삼성그룹에만 약간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특별히 현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정도의 정책이 되기

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금산분리정책에 대해 재벌해체를 가져온

다. ,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 재계에 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 금산

분리를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해외기업의 적대적 M&A대상이 된다. 는 등의 주장

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둘째 케이스 2와 같은 비교적 강한 금산분리 정책은 대부분의 기업 집단 지배구조에 

큰 위협을 초래하며 그룹해체 수준의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에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 
셋째 케이스 3와 같은 매우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체 기업집단의 해체를 가

져오며 이 경우에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집단이 현실적으

로 비은행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산분

리 정책은 실제 케이스 3보다 강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집단의 순환출

자해소의 문제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은 금산분리 정책 뿐만 아니라 재벌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집단을 묶어서, 가령 4대, 10대, 30대,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재벌정책을 구사할 경우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집단에는 큰 영향를 미치지 못하지만 여타 기업집단에게는 해체수준의 강력

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재벌정책은 이제 특정 기업집단 만을 타깃으로 하는 선별

적 정책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적 재벌정책으로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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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Separation Separation Separatio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and and and and industrial industrial industrial industrial capital capital capital capital in in in in 

Korean Korean Korean Korean Chaebols Chaebols Chaebols Chaebols and and and and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their their their their corporate corporate corporate corporate governance governance governance governance 

Seung Rok Park* and Doo Yull Choi**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controversial issue of separation between 

the non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dustrial capital in Korean 

Chaebols, with the emphasis on the adjustment costs of separation and 

resulting chang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based on the 3 

possible policy scenarios. According to the first scenario, which restricts  

voting rights of non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ir affiliate 

industrial companies from 15% to 5%, appears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s with small adjustment cost. However, under 

the second scenario, which puts share holding limits of the industrial 

capital to the non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 maximum of 4%, in 

addition to the restrictions of the 1st scenario, appears to have serious 

impact on most of the Chaebols’ governance structure, with the exception of 

Samsung group which appears to get little impact. Under the 3rd scenario, 

which aims at perfect separation of the two, turns out to break up all the 

current Chaebols structure, including Samsung group, with unaffordable 

adjustment cost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ies on Korean Chaebols  

should be turned from the total basis into the individual group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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