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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논의

1. 지주회사의 개요

1) 지주회사의 의의

○ 이론적으로 지주회사라 함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 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함(황근수, 2006).
-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
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의됨(동법 제2조 제1의 2호). 이런
정의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본질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한 타 회사의
‘주식 소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상법(회사법)에는 지주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회사법은 다
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모-자 관계에 놓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회사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1)

○ 지주회사는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자본 참여를 통한 영업과 자금조달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까
지도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반독점 논리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음.
그러다가 19세기말 당시 기업집중의 유력한 수단인 트러스트(Trust)가 독점금지법으
로 불법화됨으로써 그 대체수단으로 지주회사 제도가 성립하였음. 1889년 뉴저지주에
서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입법이 처음 마련된 이래 주식보유를 통해 다수
의 회사들을 결합한 기업집단, 특히 지주회사가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유력한 형태
로 등장하게 되었음.
1)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인 콘체른에 대해 ‘복수의 독립된 기업들이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
면서 단일한 지휘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단일 기업으로 행동하는 기업간의 결합’으로 정
의하고 있는 데 이 정의가 얼마간 지주회사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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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기업의 집중과 재편이 용이한 조직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점이 이 조직형태의 규제와 활용에 대한 상반된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주회사의 유형

○ 지주회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
지주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아래 <그림 1-1> 참조).
-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본업을 수행하기 않고 오직 국내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
는 것만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삼는 회사를 의미함. 반면, 사업지주회사는 스스로 생
산, 판매 등 회사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식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
고 있는 회사를 말함.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이전에는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
았으나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였음.
- 한편, 금융지주회사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일반지주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의미함(공정
거래법 제8조2의 6항과 5항).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일반지주회사 역시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음.

○ 그 밖의 분류법으로는 최고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가 존재하는데 최고지주회사
는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를 의미하고, 중간지주회사는 최고지주회사에 의해 보유되
며 사업회사인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들이라 할 수 있음.2) 중간지주회사는 국
내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음.

<그림 1-1> 사업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전문지주회사의 구분

2) 시티그룹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Citigroup Holdings Co.가 최고지주회사이고
그 아래에 중간지주회사를 두어 부문별로 사업회사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중간지주회사는 특
히 글로벌 기업의 지역총괄조직으로서 많이 발견된다. 글로벌 조직의 부적절한 경영관리 문제가
노사갈등의 이슈가 되었던 제일은행의 경우도 HSBC 본사의 지역관리조직인 중간지주회사의 관리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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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에 특화된 활동을 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함.
- 국내법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
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은 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시스템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특히
독점 규제와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나 관행들이 존재함.3)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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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사업 운영 내지 지배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금
산분리 원칙은 최근에 완화되고는 있으나 영미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반독점 정책의
일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러함.
- 또한, 한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들이 반드시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지주회사 대부분이 순수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4) 지주회사의 장단점

○ 기업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의 효익(效益)이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대표적인 효익은 소액의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
는 효율적인 기업결합 수단이라는 점임. 지주회사를 통한 피라미드식 기업지배는 적은
자본으로 대규모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 줌.4)
-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향유하게 할 수 있음. 지주회사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다
양한 사업영역을 효율적으로 보유, 관리하려고 할 경우 적합한 조직형태인 동시에 이
러한 다양한 사업영역 간의 자원과 역량의 공유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줌. 예를 들어 금융업에서 지주회사가 공유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IT기술 및 정보시
스템의 공통적 기반, 영업 채널과 고객기반 등을 공유할 경우 범위의 경제에 따른 효
익이 두드러지게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동구매나 시스템의 공동개발을 통해 생산비
용을 절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함.
-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재벌 체제 하에서 나타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무책
임성이 줄어들 수 있음.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지배주주 및 모-자회사간 지배관계의 권
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임.
- 기업재편이 용이하다는 점도 일반적인 다각화기업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유
인이 될 수 있음.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합병이나 분
할 없이도 사업종류별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부문보다 고용 형태와 조건을
달리 할 수도 있으며, 사업부제로 운영되는 다각화기업처럼 특정 사업부의 위험이 타
은행권 및 비금융권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은행지주회사법(BHCA)에 의해 주로 규제되어 오다
가 1998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 은행,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
었음.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입법은 없지만 금융지주회사들이 일반
제조업 기업들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게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1997년의 독점금지법 개정에 이
어 1998년 금융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었음.
4) 지주회사를 통한 승수적 자본확장 논리에 의하면 ‘1억원으로 설립한 지주회사가 n단계에서는 2n억
원의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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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로 전이되지 않으므로 신규분야나 벤처사업 진출이 용이해짐.
- 기업결합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접적인 합병보다 주식인수에
의한 자회사 형태로 두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직 및 인사상의 불일치와 마찰을 조
정한 후 조직적 통합을 시도할 수 있음.
- 경영다각화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기업체제라 할 수 있음. 지주회사는 결국 전략기
능과 실행(영업)기능을 독립된 회사 형태로 분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는
전략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런 면에서 경영의 전문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환
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에 이점이 있을 수 있음.

<표 1-1> 지주회사의 시너지

자료: 김우진(2005).

○ 그러나 지주회사의 단점도 큼.
-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임. 한
국과 일본에서 장기간 지주회사를 금지한 주된 이유도 경제력 집중 문제 때문이었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소자본으로 다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 금융기관 운영의 부
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나승성, 2007).
-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지주회사 주주에게는 자회사
와의 관계에서는 주주권의 간접화에 따른 약화 가능성이 생기고 자회사의 소액주주와
채권자는 지주회사 지배주주에 의해 그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지주회사 운영은 노동자 권익과도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제2절 및 3절에서 상세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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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향과 관련해서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촉진하는
미시적 장치로 비판됨.

2. 지주회사 이해의 접근방식

○ 지주회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경제학적 시각과 경영학적 시각이 존재하
며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경제학적 시각에서의 독점론적 접근과 세계화론적
접근, 경영학적 시각에서의 기업지배구조적 접근(corporate governance approach)과
조직구조적 접근(organization structure approach) 등을 구별할 수 있음.

○ 독점론적 접근은 지주회사를 재벌, 트러스트, 콘체른 등과 같이 경제력 집중을 야
기하는 기업결합 형태로 간주함.
- 경제학의 좌우파 모두 경제적 독점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사회적 후생을 저하
시키는 현상으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함. 따라서 독점론적 접근에서 지주회사는 제
도적 규제의 대상임. 국내에서 대표적인 독점론적 접근은 1986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에서 지주회사를 금지한 것이라 할 수 있음(동법 제8조).5)
- 세계화론적 접근은 지주회사를 금융화(financialization)라는 신자유주의적 축적 형
태의 지구적 확산이라는 거시 맥락 속에서 다루고자 함.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핵심
문제는 경제력 집중에 있다기보다는 주가 수익으로 표현되는 재무적 수익성의 규범을
따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내외의 산업을 금융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데 첨병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음(홍기빈, 2007).

○ 기업지배구조적 접근은 주주를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자들의 효율적인 기업지배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지주회사를 관찰함.
- 1999년 국내의 공정거래법 개정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한 OECD의 권고
5) 당시 법률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재벌에 해당되는 대규모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하
고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억
제방안을 대폭 도입하였음. 같은 맥락에서 지주회사는 피라미드식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구조의 독
과점화를 촉진할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되었음. 이러한 지주회사 금지 규정의 맥락은 전후 경제민
주화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재벌의 지배적 중추로 간주된 지주회사를 해산, 금지시킨 일본의 경우와
거의 같으며, 실제로 국내 공정거래법의 금지규정은 일본독점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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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지주회사제도 도입 논리들이 대부분 이러한 접근을 하였음. 당시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찬성했던 논리들은 재벌체제의 무책임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
업지배구조 개선책의 대안으로 재벌의 비서실 내지 기획조정실을 지주회사로 대체하도
록 하여 재벌체제를 합리화하고 경영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을 폈음.

○ 조직구조적 접근은 경영조직론의 시각에서 지주회사를 다룸.
- 주된 분석 지점은 사업이 다각화된 기업의 전통적인 조직형태인 다사업부제조직
(multidivisional form organization)의 전환 형태로서의 지주회사체제이며, 지주회사와
환경 요인 간의 적합성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짐. 지주회사 조직은 다사업부 조직과
는 달리 조직 내부의 부서간 관계를 기업간 관계로 재편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전
략경영-운영조직간 관계나 사업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계’가 아닌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략경영의 사업부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이고
‘과정 중심’의 통제보다는 ‘간접적’이고 ‘결과 중심’의 통제로 전환됨. 이렇게 기존의 다
사업부제 조직구조가 기업 간 관계로 전환되는 이유는 제도적 환경 변화, 시장환경 변
화, 기업전략의 변화, 사업부 규모의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통제비용과 같은 조직내
부에서의 거래비용이 시장거래 비용보다 커졌기 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논리는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 도입 논리와 닿아있음.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지주회사 설립이 실질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권에서
2000년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이
효과적인 독점규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취지를 강조함으로써 금융권에
서 요구했던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을 통한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달성에 부적합했기 때문임(나승성, 2007).6)
은행들의 지주회사 전환 논리도 주로 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주회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경제학적 접근 중 독점론적 접근과 세계화론적 접근은 노동조합의 지주회사에 대
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지주회사 제도 자체는 오랜 기간 지속
되어온 기업결합의 형태로써 경제력 집중의 수단임. 또한 세계화론의 주장처럼 최근
6)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과 충돌하는 점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논리에는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대형화, 겸업화, M&A/구조조정/분사 등
경영 유연성 제고 등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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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단기적인 재무적 기준과 지주회사 특유의 유연한 기업재편 능력이 결합할 때
경제의 금융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됨. 다만, 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자본
주의의 일반적 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릇’으로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검
토도 중요할 것임.7)
- 지배구조론적 접근은 경제학적 접근 및 경영학적 접근과 맞닿아 있음. 그러나 현
재까지 지주회사와 관련된 지배구조론적 접근은 주로 재벌체제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부여에 논의가 집중되었음. 이로 인해 재벌체제를 합리화하는데 기여한다거나, 금융세
계화 현상에 무력하다거나,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경영학의 조직구조론적 접근은 지주회사 문제를 환경 및 경영전략 특히 다각화
전략과 연결지어 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함. 이러한 접근은 지주회사 발생 및 진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그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유용성을 가짐.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경제학적 접근에서와 같이 거시적 맥락과의 연관 및 함의에 주의를 기울이
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의 문제점에 눈을 감는 논의로 발전될 우려도 있음.

3. 지주회사의 행위 논리

○ 지주회사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조직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이른바 사업부제 조직(Multidivisional Form) 혹은 단일 다각화기업의 과도한 조정비
용(coordination cost)와 환경 불확실성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화된 위계조
직의

한

형태로,

이론적으로는

다층화된

자회사체제(multilayered

subsidiary

corporate form)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Bartlett & Ghoshal, 1993; Prechel &
Boles, 1998).8)
- 이러한 조직형태는 기업의 특정 사업부의 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는 사업부제
조직과는 달리 사업부가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그에 대한 주식보유를 최다출
7) 이런 입장은 지주회사가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을 촉진한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를 이유로
지주회사 일반을 반대하기보다는 지주회사 제도에서 금융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제거하거나 이를
규제하는 기능을 부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8) 다층화된 자회사체제는 그 형태로 지주회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성이 존재함. 재벌체제도
그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국민은행처럼 사업부제 구조 안에서 사업부별로 자회사를 관리하는 유형
도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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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수준 혹은 50% 이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업의 규모와 사업 범위 확대가 용이함. 또한 사업부 부실 등에 따른 리스
크에도 적은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경쟁 격화에 따른 환경 불확실성에 대해 민
첩하고 저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지주회사는 주식보유를 통해 획득한 기업지배권을 통해 자회사 경영을 지배하는
업무를 본업으로 함. 즉, 기업 소유권(주식)을 구입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 전략 수립과 성과 통제를 통해 수익을 얻어 생존, 성장하는 기업
형태가 지주회사임.
- 지주회사의 ‘업무’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지만, 주된 업무는 자회사의 사
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자회사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결정, 자회사 경영지
배구조 결정, 출자를 포함한 자회사 자금지원, 자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등의 경
영관리이며 이밖에 공동상품의 개발과 판매, 설비 및 전산시스템 공동활동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의 부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이렇게 자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기 위한 최소 주식보유 비율 역시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과 일본
은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별도
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고 최다출자자이면 자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음. 지배권을 위한 최소 보유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지분율만으로
도 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할 경우 지배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소액주주 권리
가 침해될 소지가 커지며, 경제력 집중이 용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하지만
시티그룹 등 초국적 금융업체들의 자회사 지분구성을 보면 100% 보유인 경우가 많음.
이는 타 출자자나 소액주주들의 주주행동을 차단하여 전일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
해서라고 볼 수 있음.

○ 이렇게 자회사의 전략적 경영관리를 본업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면에서 지주회사
는 결국 자회사 최대주주의 경영지배권이 기업형태로 조직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과거의 회사 주주들이 개인이나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다면, 지주회사는
지배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만을 본업으로 전문화된 조직형태인 셈임. 한편, 지주회사
또한 여러 주주들이 그 지배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을 띠게 됨.9) 이런 특징 때문에
9)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초대형 지주회사들은 수직적 계열이 훨씬 다층화되어 있고 지주회사 또한
모지주회사와 자회사, 심지어 손자지주회사까지 존재함. 모지주회사는 주주간 경합이 있지만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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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체제가 재벌체제의 인적 지배를 대체하는 (금융화된 자본만을 지배 주체로 인
정한다는 면에서) 합리화된 지배체제로 간주되는 것임.

○ 지주회사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자본 집중 능력임.
- 지주회사는 창업 자체가 기업 지배권을 행사할 만큼의 대규모 자본 집중을 필요
로 하며, 지주회사의 성장 여부는 자회사들의 높은 성과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새로
운 수익원이 될 기업의 지속적인 매수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통제, 그리고 비
싼 값으로의 재매각 등에 의해서도 결정됨.
- 지주회사가 자본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내부 메카니즘 중
하나는 성과통제와 과실 환수에 있음. 예를 들어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주식을 구입
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며, 그 댓가로 자회사의 이익목표를 통제하고
이익실현의 결과를 배당을 통해 회수할 권리를 확보함. 이렇게 전체 자회사의 이익이
집중되고 배분되는 센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집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朴泰珍, 1998).

○ 지주회사는 겸업화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겸영화 추세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 사업 간에는 여전히 일정한 진입
장벽과 규제가 존재함.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 보험사나 증권사를 두는 방식으
로 진입 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금융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회
사들 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자회사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소비자금융업체, 자산운용업체로 두는 경우, 지주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및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은행을 주된 판매채널로 삼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일종의 상품개발엔진으로
자체 판매와 은행을 통한 대행판매를 함으로써 시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은 은행으로부터 나오는 고객 정보 및 관계, 판매망, 재원 등을 자신
의 영업에 활동할 수도 있음.

○ 지주회사는 위험 분산 능력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음.
- 다사업부기업(multi-departmental corporation, 혹은 사업부제 구조)과 비교해 보
면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 부문에의 진출과 퇴장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회사나 손자지주회사는 모지주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가 다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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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산, 자원배분, 조직결합에 있어서 더 높은 효율성을 지닐 수 있음.
- 다사업부 기업에서 이사회는 상임이사진(중역)를 매개로 실물적 사업과 조직적으
로 직접 결합되어 있으며, 각 사업 부문 역시 하나의 기업 안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연
결되어 있음. 이러한 관계로 인해 특정 사업 부문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부문으
로 부실이 전이되기도 용이할 뿐 아니라, 고용관계를 비롯한 조직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됨.10)
- 반면,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는 지배주주인 지주회사 본사와 자회사가 독립적인 기
업간 거래 관계에 놓이며, 다각화된 단일기업과 달리 각각의 실물 사업 부문은 독립적
인 기업들로 존재함. 따라서 부실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으며, 지주회사는
실물 사업 부문의 부실에 대한 경영책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기업에 비해 훨
씬 단호하게 부실에 대응할 수 있음.
-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양자 간의 탄력성 차이가 뚜렷한데. 단일 기업에서는 인수합
병이 기업통합을 의미하여 복잡한 법률적 및 조직적 문제들이 꾸러미로 등장하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인수 회사를 일정기간 독립적인 자회사로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통합이 야기하는 복잡한 법률적, 조직적 문제를 이연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음.

4. 지주회사와 노사관계

○ 앞서 살펴본 지주회사의 제도적 조직적 행태적 특징들은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 첫째, 인사 및 조직에 관한 결정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자회사의 노사가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능
력이 형해화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경영 의사결정의 위치(locus)와 협약 의사결정
위치간의 불일치는 사용자 의사결정의 자율성 확대와 교섭력 자원의 증대를 의미할 수
있음(Kinnie, 1996).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프랑스11)나 독일12)의 노동법은 지배-피지배 관계
10) 예를 들어 KB은행 내에서 성과가 부진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간에 cross-subsidization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각 사업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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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인 기업집단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13)

<그림 1-2> 독일 도이치텔레콤의 노사관계 체계

출처 : Sako & Jackson(2006).

○ 둘째, 지주회사 특유의 경영 유연성과 단기주의적 행동이 고용관계에 불안을 야
기할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의 시장가치와 주가수익율 등과 같이 주식시장의
평가에 연동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음.14)15)

지주회사는 통상 주가수익성과 관련된

재무적 성과기준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성과통제를 수행함. 또한, 지주회사가 다른 조
11) 프랑스 노동법전(L. 439-1조 내지 L. 439-5조)은 1982년 11월부터 그룹위원회(그룹차원 노사
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음. 여기서 그룹은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으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을 의
미함.
12) 독일 경영조직법 제54조~59조는 콘체른 차원의 종업원평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3)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간 지배-피지배 관계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직접적인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 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려는 판례들이 등장하
였음. 그러나 이 판례들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준하는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모-자회사
관계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한다(박제성외, 2004).
14)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성과기준으로는 토빈q(Tobin's q)와 ROE 및 ROI 등이 있음. 토빈q는 해당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 재고자산, 장기차입금 등을 모두 합하여 총자
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크면 주관적 기업가치(총자산)가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1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함. 한편,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주식싯가)으로, ROI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 및 부채로 나눈 값들임. 생산이나 제품시장
의 조건과 연관된 매출, 영업이익, 순익 등의 성과기준이 자본시장과 연관된 기준으로 대체됨으로
써 단기 성과주의가 강화되고 이는 의당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노력 지출을 강제함.
15) 이러한 성과평가 기준은 지주회사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에서 보편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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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체제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조직적 특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
행 과정이 지주회사와 자회사라는 별도의 회사 형태로 분리되어 있고(지배구조와 사업
구조의 분리), 자회사들 역시 사업영역별로 독립되어 있다는 특성에 의존하는 것임. 이
는 원활한 기업재편을 가능케 하는 등 지주회사에 특유의 경영유연성을 제공함.
- 지주회사가 주식시장의 평가에 민감하고 동시에 유연한 조직재편에 유리한 조직
형태라는 특성은 지주회사가 특정 자회사의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엮어내는 자산 포트폴리오와 그 수익성에 일차적 관심을 갖게 유도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저성과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자본철수가 상대적으로 수
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임.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수익율에 기여하는 전략적 자
산으로서 의미가 1차적이므로, 투하한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자
회사는 구조조정 하거나 심한 경우 매각하는 일이 용이하게 벌어질 수 있음.16)
- 이렇게 성과평가 기준이 주식시장 평가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고, 또한 탄력적으로
자회사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은 충돌의 소지가 많게 됨.17) 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에게 적용하는
성과 잣대는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주의 관리를 조정하는 참된 배후일 수 있음.18)

16) 국내에서는 이런 행태에 대한 최후의 규율을 금융감독기구에서 담당하지만, 대형화와 겸업화에
기여하는 한 금융허브 논리에 휩싸인 이 기관의 승인을 얻기가 그리 어렵다고도 볼 수 없음.
17) 최근 하나금융지주(주)의 자회사인 대한투자신탁운용이 해외금융자본인 UBS에 매각된 과정은 이
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하나금융지주(주)는 2005년 5월 대한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운용을
4,750억원에 매입하였다(이중 증권 매입대금이 4,570억원, 운용 매입대금은 180억원 정도였던 것
으로 알려졌다). 이 두 금융사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화되어 무려 4조1,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기업들임. 매입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로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기업을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심하였으나 하나금융지주(주)는 이렇게 특혜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사들인 회사
를 구조조정을 거친 다음 1년 반 만에 다시 매각한 것이다(2007년 7월 6일). 현재 알려지기로 매
각대금은 1,500억원으로 매각 지분 51%를 감안하면 하나금융지주측은 약 16.7배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대투운용의 매입과 매각을 두고 하나금융지주측이 애초부터 시
세차익을 노렸을 뿐 애초에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 바 있음. 한편, 이
매각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 하나금융지주 간의 노사갈등을 야기하였다(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싸이트).
18) 은행 조직의 변화는 지주회사뿐 아니라 사업부제 형태의 부서화, 비정규직화와 연결된 작업조직
재편 등 전사적(全社的) 수준에서 영업점 수준까지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음. 지주회사 체제가 경영
의사결정의 외부화로 해석될 수 있다면, 사업부제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경영 의사결정권의 분권
화를 의미하며, 작업장의 탄력적, 분절적 변화를 추동하는 보충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함. 노사관계
규율이 기업 수준과 초기업 수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영 의사결정의 이러한 외부화와 분
권화는 기존 노사관계의 규율능력을 잠식할 수 있음. 이 점은 노조들에게도 점차 인식되고 있다(하
나은행 노조간부 인터뷰,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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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확산에 대한 노사관계 차원에서의 대응방향은 이를
노사관계 틀 안에 포괄하는데 있음.19)
- 이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의제화 가능성을 타
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단체교섭 틀이든 노사협의 틀이든 집단적 노
사관계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함.
- 한편,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등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함께 지배하는 기업 체제
가 등장함을 의미함. 이는 은행과 비은행권으로 구분된 현재 금융업의 초기업 노사관
계의 규율구조도 보다 통합적으로 바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함(<그림 1-2> 참조).

19)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지주회사 문제는 노사관계 수준에서만 규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라, 경제적 독점과 경제의 금융화라는 거시경제적 견지에서 먼저 규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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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KB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1. 은행산업의 동향과 금융지주회사

l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말의 자본시장 통합법 등을 계기로 금융산업은 대규
모의 구조조정,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등을 추진함
l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금융산업 지배구조 및 기업경영의 새로운 형태로 부
상하고 있는 것이 금융지주회사임.
l 지주회사란 지배주주로서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의
기업들을 통제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함. (금융지주회사법 제 2조(정의)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외국법인 포함)를 말함)
l 동 금융지주회사법(2000.10.23일 신규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금융
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및 경영관리를 수행함.
아울러 해당 금융그룹의 핵심으로 그룹전체의 전략 설정, 인사관리 및 자본조달 등
의 기능 수행을 통해 그룹 전체의 자본과 경영의 원천으로 역할을 수행함.
l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자체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서 사업 금융지주
회사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금융지주회
사만을 인정.

l 금융지주회사는 각 국의 역사적·제도적 특성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합
금융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l 많은 국가에서는 금융 산업에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금융
산업의 형태변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반적 경향이 ‘금융지주회사’로
수렴되고 있음.
l 일본은 1998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바카슈랑스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의 통과로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은행업에서 증권업
과 보험업을 겸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어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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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지주회사·자회사 방식을 통한 바
카슈랑스 진전됨. 이 과정에서 국제수준의 금융회사들은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
해 PB, 보험, 자산운용/증권 등의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사
업영역을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l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전략적 제휴 또는 합
작 등을 통해 종합금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l 종합금융그룹은 내부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비핵심업무
영역까지 진출함으로써 본체의 service offering을 제고하는 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l 이러한 경향을 배경으로 2001년 4월 2일 국내 최초로 ‘우리금융지주(주)’가 출범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시대가 도래함. 우리금융지주(주)
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순수금융지주회사임.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유형

1)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효용

l 전략적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상업은행으로서의 한계 극복, 핵심 사업별
전문화, 교차판매 등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안정화, 자회사간 성장 시너지 극
대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l 종합금융서비스(total banking solution) 제공을 목표로 은행, 자산운용, 카드, PB,
바카슈랑스 등의 연계 서비스 및 교차판매 등을 지향함. 이러한 구조변화를 통해 포
괄적인 전략적 투자가의 유치/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신규사업의 진입/퇴출 등 자회사
의 사업구조조정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l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보공유, 자회사 통제 시스템,
조직구조, 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 있어 자회사 방식의 경영구조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l 운영 측면에서는 best practice의 공유, 지주회사 본부조직에 핵심인력을 집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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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잠재적 재무이익의 구현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표 2-1] 금융지주회사의 효용 분석
원천

효용

수익증대
Ÿ

비용절감
계열사간 영업이익/손실

Ÿ
Ÿ

상계
재무구조 대형화
구매비용 감소

knowledge sharing

Ÿ
Ÿ

전문인력 집중
유사상품 통폐합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개발
가격 차별화

Ÿ

통합신용관리 실현

Ÿ
Ÿ

유동성 증대

절세효과
규모의 경제

고객

Wallet Share 확대

주요지원기능공유를 통한
전문성 확보
고객 정보공유를 통한
고도화

CRM의

Portfolio 효과

Ÿ
Ÿ
Ÿ
Ÿ
Ÿ

기존고객에게 계열사 상품
교차판매
통한
고객 편의성 확대

one-stop shopping
/

신인도 낮은 자회사에 대한
Ÿ
고객 시장의 신뢰도 향상
Ÿ 제휴 파트너를 통한 위상
Ÿ
제휴기회 및 방식의 확대
제고
Ÿ 제휴방식의 유연성 증대
자료: 김우진·이건범 200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p. 13
통합 브랜드 이미지

Ÿ

/

double leverage 효과
고객 유치/유지 비용 감소
제휴 파트너를 위한
기회 확대

financing

2)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유형

(1) [Type 1] 은행·증권·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

l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선진국의 종합금융그룹 형태를 모방하여 각각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거나 설립예정(KB금융지주)
l 이러한 모델은 내부의 비용효율성 제고보다 외부시너지를 이용한 고객유치에 효과
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현재 개별 자회사의 경쟁력은 국제수준에는 못미치지
만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경영수익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l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우량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이 (비)은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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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본 모델을 채
택하거나 할 것으로 가정됨.

[그림 2-1] 자회사형 금융지주회사

현재 은행의 경영구조

지주회사로 전환시 경영구조

지주회사

은행

A

B

A

C

B

C

은행

(2) [Type 2] 일본식 지주회사

l 노동조합의 반발, 인력융합의 어려움 등 즉시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일단 전환한 뒤 점진적으로 가계, 기업, 투자은행 등 기능
별, 사업별로 통합하는 유형.
l 이렇듯 지주회사로 묶은 뒤 장기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은 합병 후 사후관리(PMM)
를 장기화시키고, 대등합병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는 합병이 진행되는 동안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상적인 은행경영이 어렵
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매금융, 기업금융, 투자은행 등 사업별로 통합하는 경우
대규모의 자원 및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발생함.

(3) [Type 3] 기업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l 은행의 사업본부를 개별 자회사로 만들어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방안. 이는 부실한 기업금융부문을 건전한 소매금융이나 카
드부문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건전부문의 자본확충이 용이해지고, 높은 가격으로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아울러 지분 매각분을 부실한 기업부문으로 재투입시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동시에 고려됨.
l 이 방법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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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정체성이 유지됨과 동시에 행장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음.

3)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자회사중심형 vs 사업부문중심형

l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은 선진국의 종합금융그룹 형태를 모방하여 각각 은
행, 증권,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 형태를 주요한 타깃으로 고려하
고 있음.
l 그러나 그 형태는 자회사중심형과 사업부문중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 경우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중심형으로 하나금융지주는 사업부문중심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그림 2-2] 자회사중심형 모델: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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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한금융지주는 각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관리하고 있음. 각 자회사가 개별
적으로 이사회 및 CEO를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l 지주회사와 자회가가 별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할당된 경영관
련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강함.
l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경영관련 의사결정상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략,
인사 등의 부문에서 자회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음.

[그림 2-3] 사업부문중심형 모델: 하나금융

l 사업부문중심형인 하나금융지주는 유사한 Business Unit을 묶어서 운영하는
Matrix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l 각 사업부문장이 영업 및 시너지 창출의 책임을 지며 부문별 의사결정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l 지주회사의 자회사별 사업통제가 가능해 시장환경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
하나 자회사들의 경영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취약함. 또한 경영의 최종 권한 및 책임
이 분산되어 의사결정의 통합성에 문제가 발행할 수 있음.
l 아울러 노사관계 분야에서 사용자성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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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l 우리나라의 은행지배구조 및 경영방식을 고려할 경우 자회사중심형 지주회사 모델
이 현실적으로 용이하며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및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l 우선 자회사중심형 전환의 경우 의사결정 단위 및 보고단계의 증가 외에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없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또한 의사결정권자와 실제 경영행
위자가 동일해 경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함.
l 반면, 사업부문중심형(Matrix) 지주회사의 경우 전환과 동시에 조직구조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경영 인프라와 변화관리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특히, 인력의 대대적 이동 및 조직 체계의 변화에 따른
직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3. KB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및 지배구조

1) KB금융지주회사의 유형

(1) 자회사중심형에서 BU중심형 매트릭스 조직으로

l KB는 은행본체를 중심으로 자회사 방식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종합금
융그룹 형태를 모방하여 각각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
를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Type 1]을 기초로 지주회사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l KB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은행
의 자원을 은행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중할 수 있음, ② 비은행 부문의 확대
를 통해 종합금융체제를 구축함, ③ 해외사업의 효율적 추진, ④ 은행과 비은행 사업
의 시너지 효과 창출, ⑤ M&A의 용이(자본조달 능력의 확대) 등
l 현재 KB 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전환의 모델을 구성해 평가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 KB지주회사 최종 모델을 확정함.
l KB가 컨설팅과 분석을 통해 추진 확정한 지주회사 모델은 자회사 중심형 모델과
사업부문중심형 지주회사 모델의 혼합형 모델로서 이는 단기적 차원의 전환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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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부문(BU) 중심의 Matrix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l 요컨대, 유사한 Business Unit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함으로
써 선택과 집중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즉, BU별 수익성 등을 고려해
Portfolio를 새롭게 구성하고 기존의 평등주의적 BU 구조를 탈피해 위험조정수익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RAROC)이 높은 BU에 선택적 투자를 강화할 가
능성이 높음.
l 또한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수년간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
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중심이 은행 부문에서 자본시장·보험 등의
비은행 부문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비은행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주회사의 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변
화추세가 고려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4] 부문별-BU증심형 지주회사구조: KB지주회사

- 28 -

l 이 경우 'KB지주회사‘는 은행부분과 비은행 부분으로 이원화되고 각 부문내 사업
부문을 Biz Unit에 따라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사업부문중심형 지주회사 모형으로 전
환될 것임.
l 즉, KB은행 부문내 사업을 BU별로 분할해 관리하고, KB 비은행 부분내 사업을
자회사 단위로 구분해 Biz-Unit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l 또한 이러한 기조에 의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Card 사업 등의 분
야는 분사될 가능성이 높음.

(2) 문제점

l [문제점 1]: KB국민은행은 현재 은행부문의 비중이 전체 사업의 95%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사업구조로서 지주회사로의 전환만으로, 즉 지배구조의 변환만으로는 비
은행 부문의 사업확대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사업구조와 지배구조(지
분구조)의 사전 정지 없이 지주회사로의 무리한 전환은 오히려 은행 부분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l [문제점 2]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하에서 세계적 금융기업들, 특히 미국의 Glboal
금융 사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
는 기업들의 대부분(Citi Group 등)은 지주회사 지배구조하에서 Matrix 형태의 조직
구조로 운영(operation)되는 기업들임. 이러한 문제들은 통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온 무리한 ‘위험사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임.

2) KB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1) 지주회사 CEO의 지위, 역할 및 권한

l 지주회사 CEO 모델은 지주회사 본부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자회사와의 관계 등
을

고려하여

중앙통제형(controller),

전략적

설계자형(strategist),

조정자형

(coordinator)으로 구분 가능함(김우진·이건범 2002)
l 중앙통제형 모델은 지주회사의 경영진이 지주회사 및 자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책
임과 권한을 가지는 형태. 본 모델의 경우 지주회사 CEO는 그룹 전체의 비전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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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업무를 집중하며, 자회사 CEO는 영업위주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 역할을 수행함. 즉, 지주회사 CEO는 지주회사와 자회
사 경영전반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통제, 지주회사 임원 및 자회사 임원 선임에 영향
력 행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 경영에 대한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함. 반면, 자
회사 CEO는 금융지주회사가 결정한 경영전략의 실행 및 영업 활동의 주체로서 주로
기능.
l 전략적 설계자형 모델은 전략적 시너지의 극대화, 산업 내 시장점유율의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자회사의 중장기적 성과개선을 도모하는 형태. 이 모델은 개별 자회사
들이 경쟁우위의 핵심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 유
용.
l 중앙통제형 및 전략적 설계자형 금융지주회사 모델의 대부분은 지주회사 CEO(임
원 포함)가 자회사 CEO를 겸임하거나 사외이사로서 자회사 이사회에 참여함.
Citigroup의 경우 지주회사의 공동 CEO중 1인이 Citicorp(lead 자회사)의 CEO를 겸
직하고 있으며, 또 다른 CEO는 사외이사로서 Travelers group의 이사회에 참여하
고 있음.
l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중앙통제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
됨.

(2) 이사회와 지주회사 CEO

l 지주회사 이사회는 통상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
상임이사는 지주회사의 CEO, CSO(전략·기획), CFO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극단적으로는 지주회사 CEO만이 이사회 일원이 되는 경우도 있음 (상임이사는 통
상 1인 이상 - 5인 이하로 구성됨).
l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정관에 규정하
고 있음. 미국의 많은 금융 기관들 또한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
우가 많음. 반면, 유럽의 경우 경영 독립성의 강화 및 경영 감시(monitoring)의 필
요에 따라 회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지배적임.
l 지주회사의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 수립과 성과평가, 은행부문의 M&A, 비
은행 부문 등의 전략 구성 등의 그룹 경영관련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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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됨[그림 2-6].

[그림 2-5] 국내금융지주회사의 이사구성

(2) 지주회사 회장(CEO)과 은행(Lead 자회사)의 행장(부문장)

l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신한, 하나, 우리 금융지주회사는 현재 모두 지주회
사 CEO와 Lead 자회사인 은행의 CEO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음.
l 지주회사의 각 부문장은 회장의 권한을 받아 해당 사업부문(BU)에 대한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며, 그룹 경영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함. 또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 영역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 부문내 예산
및 성과를 평가할 책임을 짐. 사업부문내 인력에 대한 인사 및 평가를 수행하며 소관
업무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
l 은행부문의 역할이 큰 우리나라에서 은행사업 부문장인 은행장의 역할을 다른 부
문에 비해 큼. 우선 은행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시스템을 유지하
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은행장의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임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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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KB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부문장)의 권한과 역할

(3) 이사회 의장, 지주회사 회장(CEO) 및 은행(Lead 자회사)의 행장(부문장)

l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과 지배구조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한가지는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지주회사 회장(CEO), 자회사 특히 lead 자회사인
은행의 행장간 지위 분리 및 통합의 문제임.
l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회장 및 은행장간 지위 모형은 아래 그림 [2-7]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l [Type 1]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과 지주회사 회장의 분리되고 회장과 은행장도 분
리된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하며 그 결과 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감시가 긴장감
있게 유지됨. 또한 시장의 영향이 강함(주주들의 보이스가 강함). 반면 지주회사로
의 전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낮음. 은행의 경영독립성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
음.
l [Type 2]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은행장은 분리됨: 이 경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하며 따라서 경영 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반면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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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시장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지주회사
이사회와 은행간 의사결정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그림 2-7] 지주회사 의장, CEO, 은행장간 지위 모형

l [Type 3] 지주회사 회장과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고 지주회사 회장이 은행의 행장
을 겸하는 유형: 본 유형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하고 경영감시가 가능하며 주주들
의 보이스가 강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음. 반면 은행 부문의 책임자율경영이 가
능하며 경영 책임이 확실함. 또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시너지 또한 기대할 수 있
음.
l [Type 4]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과 자회사인 은행장을 겸직하는 유형: 본
유형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하며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주주들의 영향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전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며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의사결정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이 확실함.
l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의장을 지주회사 회장이 겸임하
고 은행장은 분리해 운영하는 Type 2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음.

l KB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있어 종업원 및 노동조합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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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형은 Type 3 (1안)과 Type 4(2안)임.
l 두 안 모두 lead 자회사로서의 은행 부문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경영의 책임소재가 분명함.
l 또한 종업원들이 기업의 소유권에 참여하는 경우(ESOP 등) 이사회 등에서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l KB 지주회사 회장 추천위원회는(이사회)는 최근 지주회사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
임하고 은행장과 지주회사회장은 분리된 Type 2 모델을 중심적 지배구조로 채택
하고 전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인 황영기씨를 회장 후보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김중회씨를 사장 후보로 선출함.
l 아울러 지주회사 회장에게 비은행권의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은행부문 사업은 은
행장이 관리하는 이원적 사업운영 모델을 확정하고 비은행 부문의 사업을 확대하
기로 결정함.
l [문제점]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적 사업 전망하에 성장과 시장지배력 강화를 주
요한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은행 부문(은행장 관할)과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비은행부문(지주회사 회장관할)간 자원배분 등 관리 운영을 둘러싼 충돌이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KB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지분참여

(1) 지주회사 전환과 출자 및 자회사 구조

l 현재 KB 국민은행은 자회사 방식의 구조로서, 국민은행 산하에 KB창업투자, KB
데이터시스템, KB부동산신탁, KB선물, KB신용정보, KB투자증권, KB자산운용 등
이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음.
l 이 가운데 모회사인 국민은행(종목코드 060000)만이 유가증권시장(Kospi)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들은 ‘기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l KB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국민은행은 상장이 폐지되어 ‘기타법인’으로 전
환되며 'KB금융지주회사‘가 주식회사로사 상장법인이 됨. 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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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회사(lead 자회사)로 편입되어 다른 자회사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게 됨.
다만, 국민은행은 KB생명보험, 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 국민은행 런던현지법인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형태로 포함하게 됨.
l 국민은행이 KB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 각 자회사별 주식이전비율은 [표 2-2]에 나
타난 바와 같음.

[그림 2-8] KB금융지주회사의 조직 및 지분구조

[표 2-2] KB금융지주회사 전환시 각 회사별 주식이전 비율
보통주식 1주당

주식이전 회사

발행주식 총수

(주)국민은행

336,379,116

1.0000000

336,379,116

KB부동산신탁(주)

16,000,000

0.2292600

3,668,160

KB 창업투자(주)

8,951,797

0.2157556

1,931,400

KB 신용정보(주)

1,252,400

0.4372667

547,632

800,000

0.9163507

733,080

KB 자산운용(주)

7,667,550

0.8417392

6,454,077

KB 선물 (주)

4,000,000

0.1683928

673,571

15,600,000

0.3823499

5,964,657

(주)KB데이타시스템

KB 투자증권 (주)
(※은행제외자회사 합계)

교부비율

지주회사 주식수

19,972,577

(※은행포함 총합계)

356,35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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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B국민은행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시 주식매수청구가액를 6만3293원으로 결정하고
지주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총 발행주식의 15%를 넘으면 지주사 전환을 중
단한다고 공시함.
l 국민은행의 현재주가는 55,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액 보다 1만원 가량 낮은 상
태임.

(2) 지주회사 전환과 지분참여: ESOP

l 현재 KB국민은행 우리사주 조합은 2003년 2월에 결성되어 전체직원 26,487명 대
비 91%인 24,237명이 우리사주에 가입되어 있음.
l 특히 2002년 7월 당시 김정태 행장시기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 제도의 도입과
함께 1,600억원을 투입하여 자사주 300만주를 매입. 또한 2002년 말 은행보유 100
만주(※직원1인당 36주)를 무상출연 함. 2004년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은행보유 자사
주 200만주(※직원 1인당 70주 동일 배정)를 무상배분함. 2006년 7월 재배정시 직
원1인당 6주가 배정되면서 전직원 99.9%이상이 조합에 가입한 상태임.
l 결과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10주를 보유하여 위탁된 2,790,281주는 KB금융
지주회사 전체주식 356,351,693의 0.81%에 해당하는 지분임

[표 2-3] KB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지위 변화 가능 유형
[Type 1] 우리사주조합 해산

우리사주조합의 지위 소멸
지분은 개별 주식의 형태로 분배
조합의 지위 및 지분 유지

[Type 2] 국민은행 지분 유지

주주로서의 권한 및 역할이 격하
KB금융지주회사(주)에 대한 주주 역할 불가능

[Type 3]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 설립

국민은행 우리사주조합 해산
지주회사 우리사주로 이전
우리사주해산

[Type 4] 자사주 매입

우리사주지분으로 자사주 매임
펀드구성 가능 (KB-노동자 펀드 등)

l 그러나 KB지주회사로의 전환시 국민은행은 상장이 폐지되며 따라서 ‘KB국민은행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소유한 지분 또한 개별 주식의 형태로 KB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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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이전되거나(Type 1) 또는 비상장기업인 국민은행의 주식의 형태로 유지되
어야 함(Type 2).
l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KB지주회사 지분으로 이전되는 경우 국민은행 우리사주조
합의 지위는 소멸되며, 지분은 개별 주식의 형태로 분배됨.
l 우리사주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장기업인 국민은행의 지분을 유지하
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및 역할이 격하됨. (현재,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 부문은 소액주주 주권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비상장기업은 완화되
지 않고 있음)
l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행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KB금
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해 이사파견 또는 경영권 감시 및 개입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l 따라서 본 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l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조합지분을 펀드(예, KB-근로자펀드 등)로 구성
해 KB지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사주 매입의 방법이 가능함 (Type 4). 이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가 가능하며 임원 선임등 지배구조
에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l 또한 KB지주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Type 3)해 국민은행의 우리사주 조합 지
분을 이전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지분소유자들의 이해 통합이 용이하지 않으며 효과
적 실익을 기대할 수 없음.
l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만큼 국민은행 지분을
확대 요청해 지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지분 비율을 5%이상 유지할 경우 비상장인
경우도 경영권 등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 KB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노동조합에 대한 함의

1) KB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고용관계

l 기업지배구조 및 운영체제가 BU-중심형으로 개편될 경우 기업 조직운영상의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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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고려됨.
l 우선 이상에서 살펴 본 시나리오에 입각해 KB가 BU-중심형 지주회사 모형으로
전환할 경우 조직 구조의 개편에 따른 인력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l 우선 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회사 사장(CEO)들의 경영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경영의 최종 권한 및 책임이 분산되어 의사결정
의 통합성에 문제가 발행할 수 있음.
l 이 경우 노사관계 영역에서 책임있는 ‘사용자성’을 어느 단위에 할당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KB금융지주회사와 지배구조

l 현재 KB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회장(CEO)이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lead 자회사인 은행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함.
l 이 경우 은행장은 은행 부문의 중장기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BU 체제
로의 완전한 전환에 대비한 관리체제의 정비를 주요한 책임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
음.
l 그러나 이러한 책임경영체제는 이사회와 지주회사 CEO가 정한 범위내로 제한되며
따라서 ‘제한된 자율성’ 머물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l 또한 인력 구조조정 및 전략 구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
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l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본 보고서 [그림 2-6]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 의장과 지주회사 CEO는 분리되지만 CEO가 은행장을 겸임하는
[Type 3]와 지주회사 CEO가 이사회 의장과 은행장을 모두 겸임하는 구조인 [Type
4]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Type 2로 결정하고 황영기씨와 김중회씨를 각각
회장과 사장 후보로 선출함.
l 아울러 지주회사 회장에게 비은행권의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은행부문 사업은 은
행장이 관리하는 이원적 사업운영 모델을 확정하고 비은행 부문의 사업을 확대하기
로 결정함.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적 사업 전망하에 성장과 시장지배력 강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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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은행 부문(은행장 관할)과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하
는 비은행부문(지주회사 회장관할)간 자원배분 등 관리 운영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KB금융지주회사와 지분참여: ESOP

l KB지주회사로의 전환시 국민은행은 상장이 폐지되며 따라서 ‘KB국민은행 우리사
주조합(이하 조합)’이 소유한 지분 또한 KB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이전되거나 또는
비상장기업인 국민은행의 주식의 형태로 유지되어야 함.
l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KB지주회사 지분으로 이전되는 경우 국민은행 우리사주조
합의 지위는 소멸되며, 지분은 개별 주식의 형태로 분배됨.
l 우리사주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장기업인 국민은행의 지분을 유지하
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및 역할이 격하됨.
l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행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KB금
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해 이사파견 또는 경영권 감시 및 개입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l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조합지분을 펀드
(예, KB-근로자펀드 등)로 구성해 KB지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사주 매입의 방
법이 가능함. 이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가 가능하며
임원 선임등 지배구조에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l 또한 KB지주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국민은행의 우리사주 조합 지분을 이
전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지분소유자들의 이해 통합이 용이하지 않으며 효과적 실익
을 기대할 수 없음.
l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만큼 국민은행 지분을
확대 요청해 지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지분 비율을 5%이상 유지할 경우 비상장인
경우도 경영권 등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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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KB금융지주회사의 조직운영모델 검토

1. 금융지주회사 조직운영모델에 대한 논의

1) 조직모델

○ 일반적으로 조직설계는 공식화, 전문화, 권한배분, 계층화 등과 같은 조직설계의
기본요인들이 내외부 환경, 조직 목표 및 전략, 조직의 기술, 규모, 문화 등과 같은 상
황적 요소들과 적합성을 이루도록 배열되는 것을 의미함. 이중 환경과 전략의 변화는
조직의 재설계를 통한 조직모형의 변화까지 유발하는 중요 요인임.

○ 조직구조의 설계는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의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짐. 수직
적 측면의 주요 요소로 권한배분, 계층화(hierarchy), 부서화(departmentalization)등을
들 수 있고, 수평적 측면에서는 정보공유, 의사결정, 행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망
으로서의 다양한 조정(coordination)과 통합(integration) 장치들을 들 수 있음. 조직
구조의 설계는 이러한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들의 배합을 통해 이루어짐.

○ 통상 조직모델은 그 구조적 특성에 따라 관료주의적 모형과 유기적 모형으로 구
분되거나 집권적 모형과 분권적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들은 조직
모델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여 수준과 사업적 통합 정도에 따라 재무관리형(분권형), 전
략협의형, 전략적 통제형(집권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20)
재무관리형은 지주회사의 관여정도가 낮고 각 사업들 간의 통합정도도 낮은 경우임.
이 경우 자회사 내지 각 사업단위들의 독자행동이 강하고 통합 시너지 정도는 약함.
반면, 전략적 통제형은 지주회사의 관여 정도가 높고 사업시스템의 공유 정도도 높은
경우로 지주회사가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임. 반면, 전략적 협의형은 지주회사의 관여 정도가 중위 수준이고 사업공유가 기술적
20) 이병주(2007), 왜 지금 지주회사인가, LG Business Insight 200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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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국한되어 재무관리형과 전략적 통제형의 중간 수준으로 표현됨.

<그림 3-1> 지주회사 유형과 특성

자료: 이병주(2007).

<표 3-1> 지주회사 유형별 특징

○ 한편, A.T. Kearney의 분류에 따르면, 지주회사 모델을 조정자형(coordinator),
전략가형(strategist), 통제자형(controller) 등으로 3분할 수 있음. 이는 대략 자회사
경영관리의 집권성 정도와 일치하며, 이 집권성의 정도는 운용 사업의 이질성 및 다양
성 정도와 기업 전략의 성격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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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T. Kearney의 지주회사 모델

자료 : 김우진․이건범(2002).

○ 앞의 두 가지 예를 종합해 볼 때 지주회사의 조직모형에 대한 유형화는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하는 것이 가능함.

<표 3-2> 지주회사 조직모형 종합
분권형

중간형

집권형

유형화

조정자
재무관리형

전략가
전략협의형

통제자
전략통제형

지주회사 성격

자회사협의체
자회사 최소개입

전략설계자
자회사 선택적 개입

운영자
자회사 광범위한 개입

사업구조

보유 사업간 이질성과 다양성 사업간 유사성이 높지 않은 비 사업간 관련성이 높고, 주력
이 매우 높은 경우
교적 다양한 사업군
제품군이 분명

사업전략

다양한 기회포착 중시
장기 비전/목표 중시

시너지 극대화 중시
중장기 성과 개선에 초점

신속한 의사결정 중시
장, 단기 성과 중시

목표설정

재무목표 중심

단기 혹은 장기 목표 중 1

장,단기목표

성과평가

하한선 설정

단기 목표 대비 성과

자회사의 전략방향 구체화

인사관리

성과에 따라 최고경영진 임면
중심

최고경영진 지속관리

전체 인사정책 수립 및
자회사간 조정

기업센터 역할

재무성과관리+자본배분 중심

재무성과관리+자본배분+
전략제시

재무성과관리+자본배분+
장단기전략제시+운영관리

공유 서비스

거의 없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영

시너지 획득이나 경제성이
있으면 가능한 한 공유

BU 운영 여부

자회사 중심

느슨한 BU

강력한 BU 체제

지주회사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자료: 이병주(2007), 김우진․이건범(2002) 참조하여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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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화(departmentalization)

<매트릭스 구조>

○ 전통적인 부서화 형태는 기능별 구조, 부문(제품)별 구조, 혼합형(매트릭스) 구조
등으로 구분됨. 최근에는 수평적이고 고객지향적인 구조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평적 구조와 모듈형(네트워크형) 구조 등이 대안적 형태로 부상하고 있음.

○ 기능별 구조는 마케팅, 제조, 조달, 연구개발 등과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
원들을 하나의 부서에 묶는 방식이며, 부문별 혹은 제품별 구조는 부서화가 제품이나
제품군별로 구분되는 경우로써 여기서는 하나의 부문별 부서 내에 기능별 구조가 존재
하는 경우가 많음. 매트릭스 혹은 혼합형(hybrid) 구조는 2개의 부서화 방식이 동시에
혼용되는 경우로써 기능-제품 혼합 혹은 제품-지역 혼합, 제품-고객세그먼트 혼합 등
으로 이루어짐. 각각의 부서화 형태는 그 장단점과 적합성의 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 3-3>에 정리되어 있음.

<표 3-3> 부서화 형태의 장단점과 적합성 환경
기능별 구조
전문화
규모의 경제
자원중복 회피

부문별 구조

장점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빠른 변화에
적합
제품에 대한 책임과 접촉 지점이
명확하여 고객만족 촉진
기능간 높은 조정 능력
제품, 지역, 고객의 차이에 적응하
는데 유리
의사결정의 분권화 촉진

일상적 과업수행 강조환경변화에 느리게 반응
고위경영자에 의사결정
집중
단점 최고경영자 양성에 한계
하위 단위간 의사소통과
조정력 제한
혁신에 취약
조직목표달성에 덜 민감

기술과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전문성 향상에 한계
기능부서들의 규모의 경제 달성에
불리
제품라인간 조정의 취약
제품라인을 가로지르는 통합과 표
준화에 불리
전체 목표에 반하는 부문특수 목표
강조 경향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
중소규모 기업
단일/소수 제품구조
환경 기능내 상호의존성이 큰
일상적 기술 사용
효율성과 기술합리성 추
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
수개의 제품군을 지닌 대규모기업
에서 유리
기능간 상호의존성이 큰 기술 사용
제품별 전문화와 혁신목표 추구

매트릭스 구조
기능별 지식과 인적자원의 공유와 유연한
활용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변화 대응에
유리
기능 및 제품 스킬 향상을 모두 추구할 수
있음
구성원 간 의사소통 촉진
다양한 권한 원천에 대한 관리 메카니즘
제공
지원적인 조직분위기 없이는 도입 곤란
역할모호성과 스트레스 증가
인간관계 스킬과 심층 훈련이 필요
기능조직과 부문조직간 권력갈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절차들 필요
기술보다 정치 능력에 의해 보상될 가능성
권력 균형 유지에 커다란 힘이 소모됨
참여자들이 조직특성을 이해하고 수직관계
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채택해야 잘 작동
제품라인간 희소자원 공유 압력
2개 이상의 핵심적 산출, 예를 들어 기술
적 지식과 빈번한 신제품 생산의 압력이
모두 존재하여 힘의 균형이 필요해야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모두 지녀 정
보처리능력 요구
일정 정도의 제품 다양성을 지닌 중규모
기업에 최적

자료: Cummings & Worley(2006), Daft(2005), Larson & Gobeli(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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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매트릭스 구조가 적합성을 띠는 환경으로,
첫째, 인적자원과 설비 등에 대해 제품 라인을 가로지르는 자원공유의 압력이 존재하
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이는 기업규모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직이 충분히 크
지 않아서 특정의 엔지니어에게 특정 제품라인에 대해서만 전념하도록 할 수 없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됨. 이 경우 엔지니어는 여러 제품라인에 걸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
해야 함. 둘째, 심층적인 기술적 지식과 빈번한 신제품개발 등과 같은 복수의 중요 산
출물이 조직목표 달성에 동시에 중요성을 띠는 경우임. 이 경우 조직의 기능 부문과
제품 부문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이중적 권한구조가 발생하게 됨. 셋째,
조직의 환경이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불확실해야 함. 이 경우 빈번한 외부적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며, 이는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측면
모두에서 많은 양의 조정과 정보처리를 요구하게 됨.

○ 이러한 조건에서 구조화되는 매트릭스 구조는 다음의 전형적 특징을 지니게 됨.
첫째, 이중의 명령-보고 체계. 전통적인 수직적 위계와 더불어 수평적 팀이 공식화
되어 이들 간의 권한 분할에 따른 이중의 명령-보고체계가 형성됨.
둘째, 자원의 ‘단일 기능-복수 제품’ 활용. 제품설계, 제조, 마케팅 등 하나의 기능
부서나 구성원들의 기능은 특정 제품(군)에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군에 걸쳐
공유됨.
셋째, 힘의 균형의 편기. 매트릭스 구조 자체가 기능 부서와 제품 부서 간의 힘의 균
형의 산물이지만, 현실의 매트릭스는 기능중심 매트릭스이거나 제품중심 매트릭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양자의 힘의 균형이 뚜렷한 매트릭스 구조는 빈도면에서도 적고 효
율성도 낮다고 알려져 있음.21)22)

21) Larson, Erik W. & David H. Gobeli(1987), Matrix Management: Contradictions and
Insight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9:4.
22) 기능중심 매트릭스에서는 기능부서 관리자가 프로젝트의 주요 보고권을 보유하고 프로젝트 관
리자는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감독하는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권한만을 지닌다. 반면, 프로젝트 중
심 매트릭스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인사 및 작업 흐름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을 지닌
다. 마지막으로 균형적 매트릭스에서는 기능별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가 보고권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자는 성취 목표에 대해 정의할 책임을 지니
고 기능별 관리자는 그 수행방식에 책임을 지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매트릭스 구조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기능별 구조와 순수한 프로젝트 구조 간의 타협
물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능별 구조보다는 유연하지만 프로젝트 구조보다는 유연하지 않다.
매트릭스 구조가 지닌 이러한 타협적 형태로 인해 그 이점과 불리점의 공존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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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으로는, 첫째, 고객으로부터 오는 이중의 요구에 동시에 부
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적자원과 장비 등과 같은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구성원들에게 기능뿐 아니라 제품 특정적 스킬을 개발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 넷째,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대한 대응에 편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이중 권한체계가 조직 내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의사결정 비용이나 훈련비용 등이 든다는 점, 둘째, 구성원들이 이
중보고체계로부터 오는 역할 모호성으로 인해 몰입이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관리자들 간에도 수직적 의사결정 권한보다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에 수평적 조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매트릭스’는 1970년대에 기능별 부서화와 제품별 부서화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
해 고안되어 확산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다시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Texas Instruments, Xerox, IBM, HP, AT&T 등 70년대에 이를 채택했던 유수한 기
업들이 명시적으로 이 조직형태를 폐기하였고, 톰 피터스와 워터맨은 그들의 유명한
저작인 “초우량기업 탐구(In Search of Exellence)(1982)”에서 매트릭스 조직을 “쓸
데없이 복잡해서 궁극적으로는 작동이 불가능한(unworkable) 구조로, 무정부주의, 관
료주의, 비창의성을 유발한다”고 비판한 바 있음.

<전략적 사업단위(SBU)=사업본부>

○ 전략적 사업단위(SBU)는 통상 하나의 기업 내지 기업그룹 내에서 독자적인 시장
내지 고객을 지니고 있어서 독자적인 전략기획과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업
운영단위(operating unit)임. 조직의 대규모화와 복잡성의 증대에 따른 관료주의의 심
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경영단위라 할 수 있음.

○ SBU는 크게 이익센터와 비용센터로 구분되며, 독립채산이 강조됨. 하나의 사업
단위는 통상 공통의 원재료, 제조과정, 유통방법,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등의 존재로
부터 구성될 수 있으며, 사업단위의 성공 여부는 경영자율성, 다른 사업단위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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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프로그램 및 설비의 공유, 기업의 성과 평가 및 보상 방식 등에 좌우됨.

○ 국내 지주회사들에서는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으로 3분할된 사업단위
의 설치가 권장되어 왔고,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그러함.
이러한 사업단위 분할은 근거가 뚜렷함. 즉, 첫째, 금융상품/서비스의 복합화가 뚜렷
해지면서 특정 고객에게 ‘one-stop'으로 패키지화된 연계상품/서비스를 적절하고 신속
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여부가 경쟁력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 둘째,
자본시장통합법 등 연계상품/소비스 제공과 투자금융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의 도래
로 인해 해당 사업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 전략적 사업단위(SBU)가 지주회사 내에서 본래적 의미의 역할이 부여될 경우 지
주회사 본사내에서는 일종의 분권화가 증대하겠지만, 지주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자
회사들의 회사적 실체성이 약화되어 집권성이 증대하게 됨.
매트릭스 구조와 연결 지어 보면, 전략적 사업단위는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매트릭
스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게 됨.

3) 금융지주회사의 조직구조

○ 통상적인 지주회사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 3-3>과 같음.

<그림 3-3> 지주회사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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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 조직구조는 ‘회장(지주사 CEO) - 기업센터/공유서비스센터/사업단
위(BU)' 등으로 구성됨. 규모나 사업범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금융지주회사
들은 고객군이나 상품군의 공통성에 따른 이익센터 성격의 사업단위들과 기업센터나
공유서비스센터 같은 비용센터 성격의 단위들을 통해 자회사들을 관리하게 됨.

(1) 기업센터(Corporate Center)

○ 기업센터는 지주회사의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
음. 1970년대 이전까지 기업센터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이후 다각화가 확대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사
적 전략기획 기능이 강조되었음.

○ 기업센터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조직모델와 직결되어 있음. A.T. Kearney는 조
직모델 유형에 맞추어 중앙통제형, 전략적 설계자형, 자회사간 협의체형 등으로 기업
센터를 유형화하고 있음.

○ 기업센터의 업무는 재무, 전략 및 인사, IT기획, 총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핵심 업무는 재무 업무와 전략 업무라고 할 수 있음. 자회사에 대한 집권적 통제가
강할수록(중앙통제형) 재무 및 전략 업무가 함께 강화되고, 통제가 분권적이거나 약할
수록(자회사간 협의체형) 재무 업무에 관한 기능이 강함.

<표 3-4> 기업센터의 주요 업무(예시)
조직

부서
재무기획팀
경영관리팀
리스크관리팀
자금기획팀
IT기획팀

재무본부
전산정보본부
전략본부

전략기획팀
인사기획팀
법무 및 준법 감시팀

총무팀

IR팀

자료 : 김우진․이건범(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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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 공유서비스센터는 동일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는 자회사의 업무들을
지주회사로 집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얻고 스킬의 레버리지를 통한 간접비
(overhead cost) 절감과 효과성 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운용됨.

○ 주요 공유서비스로는 IT 인프라 및 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와 같은 고객서비스
(CS)나 전화판매, 총무 내지 단순 인사지원 업무, 기기 등의 통합구매 등이 제공됨.

○ 공유서비스센터 역시 조직모델이 집권형인가 분권형인가에 따라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음. 분권적일수록 공통서비스 제공 기능이 취약하고 집권적일수록 가능한 한
공유서비스 기능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음.

<표 3-5> 공유서비스 기능의 실행 용이성과 기대효과
특성

서비스

용이성-기대효과 모두 높음

IT, 통합구매, 총무

용이성-기대효과 중간 수준

콜센터, 직원교육
건물관리, 단순관리, 광고

용이성-기대효과 모두 낮음

마케팅

자료 : 김우진․이건범(2002).

(3) 사업단위(Business Unit)

○ 사업단위(BU)는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센터나 공유서비스센터와는 달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음.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매트릭스구조 내의 ‘사업부’가 이를 의미함.

○ 사업단위(BU)는 지주회사 내의 사업부서이며, 따라서 그 형태는 기존의 부서화
형태를 준용하게 됨(아래 표 참조). 아래에 소개된 Citigroup이나 Nation's Bank는 제
품-고객군별로 이른바 ‘매트릭스 구조’를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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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요 글로벌 금융지주회사 사업단위 분류
지주회사별

사업단위 구분
기능별
재무, 총무 및 비서, 글로벌 운영 및 기술, 전략 및 사업개발
(비용센터)
글로벌 소비자

Citigroup

소매금융, PB, 카드, 소비자금융, 생명보험 등

글로벌 기업 및 투 인터넷뱅킹, 자본시장, 이머징마켓, 관계금융
제품/고객별
자은행
등
(이익센터)
글로벌 자산관리
자산관리
씨티그룹투자
비용센터

Bank America

이익센터

HR, 기술, 리스크관리
글로벌 도매금융

북미, 아시아, 리스, 자산관리

글로벌 소매금융

상업은행, 고객지원, PB, 상품개발, 지점

자료 : 김우진․이건범(2002).

<그림 3-4> 매트릭스 구조의 예(Nation's Bank Holdings)

(4) 자주회사-자회사간 운영체계

○ 직영하는 사업을 갖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에게 있어서 수익 원천은 자회사의 경영
성과에 있기 때문에, 사업지주회사에 비해 자회사에 대한 통제지향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23)

○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여 완전한
23) 서세원(2008), 지주회사의 지휘권과 책임, 기업법연구 제21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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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을 획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는 ‘주로’ 주주총회
에서 행사되는 자회사 이사진의 임면권을 통해 행사됨. 법률에서는 순수지주회사의 자
회사에 대한 경영 지휘권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경
영 지휘권, 특히 운영(operation) 수준에서의 경영통제에 있어서는 해석을 요하는 불확
실성을 지니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들에게는 모두 ‘one-firm'형의 집권화된 지주회사 모형이
선호되거나 권장되었음(김우진․이건범, 2002; 손상호, 2001; KB국민은행, 2008; 하나
금융지주, 2008). 집권형 지주회사 모형이 선호되는 이유는, ① 단기주의적 경쟁과 사
업구조 특성, ② 집권주의적 조직문화, ③ 모방적 동형화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집권형 지주사-자회사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완전지주회사체제 ②
BU중심 자회사관리(매트릭스구조) ③ 지주회사 중역진과 자회사 CEO의 겸임 ④ 정관
개정을 통한 일부 의결사항의 주주총회 이관 ⑤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완전자
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완전한 경영위임(김우진․이건범, 2002) 등이 추진되어 왔다.

2. 금융지주회사의 조직운영체계에 관련한 법률적 조건 검토

○ 지주회사 관련 주요 법령은 상법(회사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금융지주회사
법 등이 있음.
⑴ 상법 342조의2는 어느 회사가 자본 참여에 의해 다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이들을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특히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의 50% 이상의 주식을 가졌을 경우 이를 모(母)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자(子)회사라
고 본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상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⑵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
로 정의하고 ‘사업내용의 지배’의 형식적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가
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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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
는 업무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1조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결정
-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 결정
-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경영관리 업무의 부수 업무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사무지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⑷ 그런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지배의 메커
니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 상법상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휘권은
자회사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권을 근거로 할 수 있음. 한편 자회사 사업 전반의
결정권은 자회사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자회사 정관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정할 수 있음.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① 정관개정을 통한 주주총회 의결
사항 확대, ② 이사 선임권의 효율적인 행사, ③ 완전지주회사화(化)를 통한 ‘소액주주
대리비용’의 제거(최도성, 2001) 등을 들 수 있음.
⑸ 완전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경영지휘권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24)25) 이
를 통해 판례는 지주회사의 지시를 자회사에서의 1인주주의 의사결정으로 보아 총회
결의나 이사회결의를 대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나(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6310), 이에 반하는 해석론도 존재한다(노혁준, 2003). 한편, 완전지주회사는 구미에서
는 소수주주의 배려 불필요, 자회사의 비공개를 통한 자회사 매수위협 봉쇄, 소수주주
의 투자관련 무임승차 문제 등을 차단할 제도적 메리트가 있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완전지주회사가 대부분을 이루는 이유도 ①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

24) 완전지주회사가 될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2008년부터는 연결납
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5) 그러나 완전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IT통합, 경영이행각서 체결, 카드사업 통합 등
에 관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진통을 겪은 바 있음.

- 52 -

② 연결납세를 받기 위해서(80%이상임), ③ 증권시장 상장 요건이 엄격하여 자회사
상장이 어려워서 등이 이유로 지적됨(노혁준, 2003). 한국에서는 완전자회사의 경우 1
인 주주기업으로 인정되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됨. 지주회사들이 완
전지주회사가 되려는 까닭은 결국 집권적 지배의 효율에 있음. 특히 지주회사와 자회
사 소수주주 간에 발생하는 ‘소액주주 대리비용’(최도성, 2001)을 제거하려는 데 이유
가 있음.26)
⑹ 회사법과 지주회사체제 간의 모호성 문제를 명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임. 첫째는 입법론적 해결로 독일법의 콘체른 규제에서와 같이 지배회사의 지휘력을
법률로 명시하는 경우임.27) 두 번째는 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권한을 확대하여 지
주회사가 지배하는 주총 결의를 통해 자회사 경영을 지휘하는 경우임. 세 번째는 자회
사가 지주회사에게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서세원, 2008; 노혁준, 2003).

○ 결국, 현행 회사법 아래에서는 지주회사의 업무인 자회사에 대한 경영 지휘가 그
자체 독립성을 갖는 법인으로서의 자회사에게 어떻게 강제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백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규정에 충실할 경우 지주회사의 업무
집행범위는 지주회사라는 기업결합체 전체의 경영관리, 즉,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개개의 자회사에 실시하도록 하고 총괄하는 것이 중심적이며, 자회사의 개별적
업무에 대한 직접적 관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현행 법률이 개별 회사의 독립성에 근거한다고 할 때, 자회사에는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독립적인 업무집행기관이 존재하므로, 지주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이러한 자회사
업무집행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대신하는 것은 문제가 됨(서세원, 2008).

○ 한편, 대통령령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음(금융

26) 완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를 통상의 금융기관과 달리 규율하자는 의견이 있었는
데, 첫째로, 완전금융지주회사에 한해서는 자회사들이 지주회사와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임을 인정
하여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고, 둘째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비율
인 50%를 넘어서서 완전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나머지 50%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출자액에 대해
서는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만 자회사 주식에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을 개
정하자는 주장이 그것임. 세 번째로 연결납세 제도 도입시 그 요건으로 완전지주회사 관계일 것을
요구하는 방안, 네 번째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여부의 판단시 완전지주회사에 관한 한 경
제적 동일체로 간주하여 특례를 허용하자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노혁준, 2004).
27) 독일 콘체른법은 지배계약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모회사 권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회사 경영관리
에 의한 자회사 손실에 대해 모회사의 손실부담 책임도 정하고 있다(독일주식법 제308조 내지 제
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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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표 3-7>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허용범위
자회사

은행/종금

증권사

보험사

손자회사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업자, 자산운용회사,
신용카드업자, 신탁회사,
신용정보업자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업자, 자산운용회사

위탁회사,
보험회사부수업무
영위회사

3. KB금융지주 조직운영체계 검토
1) 검토의 시각과 이슈

○ 조직운영체계의 검토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음.
- KB국민은행 경쟁 환경 및 기업전략
- 지주회사제도 상의 제약
- 현 사업구조 및 조직구조의 특성
- 고용관계

○ KB국민은행의 장기 발전 전략은 ① 본업(은행) 경쟁력 강화, ② 비은행 금융서비
스 경쟁력 확보, ③ 해외사업 비중 확대 ④ M&A 등을 통한 규모 확대 등으로 요약됨.
이러한 전략은 ⑴경쟁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 ⑵주력부문인 은행부문의 수익성 감소
와 비효율성 노정, ⑶비은행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비해 비은행 부문의 낮은 경
쟁력 노정 ⑷우리, 신한 등 경쟁업체들의 지주사 전환과 규모 증대 등의 사정이 고려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환경과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부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현재 KB국민은행은 조직구조 및 사업구조에 있어서 ‘사업부제 + 자회사’체제를
지닌 금융전업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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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내부는 최근의 시장 세분화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부(BU)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유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음. 자회사들은 주로 KB창업투자,
KB부동산신탁, KB선물, KB투자증권,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의 비은행 금융사업
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며 나머지는 해외법인이나 경영지원서비스 업체임(KB데이터시스
템 및 KB신용정보). KB국민은행의 이러한 다각화된 사업 및 자회사군은 금융산업의
업역 파괴와 시장 세분화가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KB국민은행의 다각화된 사업들은 직영하는 카드사업(업계 2위)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업계 순위가 낮아, 사실상은 은행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런 면에서 비은행 부문에서의 신속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주회사의
조직구조를 검토할 경우 현행의 은행업 중심 사업구조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앞서 살펴본 지주회사법을 포함한 국내법은 지주회사-자회사간 관계에 있
어서 비교적 느슨한 경영 지배만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임(제2절 참조).

○ 고용관계에 있어서 자회사 간 제도나 보상 수준의 격차가 크고, KB국민은행 내
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KB국민은행 고용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⑴ ‘one-firm'식의 집권형 지주회사 체제로 인해 경영 의사결정의 위치와 노사관계
의사결정의 상위(相違)에 따른 노사관계의 형해화 가능성
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카드, 콜센터 등 일부 직영 사업부가 분사되고, 자
회사들 전반에 걸쳐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
⑶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경영 전반에 걸쳐 단기 재무성과에 치중된 성
과주의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노동강화 등 조건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 등임.

2) KB국민은행 조직운영체계 검토

(1) 분권적 구조 vs. 집권적 구조

○ KB국민은행 측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은 모두 ‘one-firm'체제를 희망
하고 있음. 이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무+자본배분+전략+운영관리‘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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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집권적인 ‘전략통제형’ 조직모델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영향요인들의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집권적 구조의 타
당성은 반감됨.
환경이나 전략을 고려하였을 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일견 적합성을 지니나,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 회사간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의 결여,
고용관계의 제약 등을 고려하면 집권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고려하기 곤란함.

(2) ‘자회사 중심체제 vs. 사업부문 중심체제’(이른바 매트릭스 구조)

○ 은행측은 장기적으로는 사업부문 중심형의 조직모델을 고려함. 노조측에 따르면,
회사측은 자회사 중심형보다 사업부문 중심형이 운영효율, 시너지 창출,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제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함.

○ 반면, 노조측은 사업부 중심형 조직모델을 하나금융지주에서 문제가 된 ‘매트릭스
조직구조’ 도입으로 간주하고, 기존 노사관계를 형해화(形骸化)할 것으로 간주하여 크
게 긴장하고 있음.

○ 매트릭스 구조가 지닐 수 있는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KB지주회사에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됨.
첫째, 은행 부문의 비중이 약 98%에 달하는 과도한 은행 편중성으로 인해 급진적인
BU 체제 도입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음. BU체제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KB고유의 결
합상품 개발능력에 기반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카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비은행 상
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둘째, 원칙적인 의미의 BU 체제는 운영 책임을 지니는 사업단위임. 그런데, 지주회
사가 ‘전략 수립’의 권한을 넘어서서 자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인 ‘전략 이행
=운영’에 관한 깊은 관여를 하게 될 경우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음.
셋째, 매트릭스 구조 고유의 약점인 역할모호성, 정치적 갈등, 과도한 조정비용 문제
를 고려해야 함.
넷째, 매트릭스 구조는 약한 매트릭스이거나 강한 매트릭스일 때 효과를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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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현재의 조건은 강한 매트릭스 구조=BU체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조건임.

○ 따라서, ‘자회사의 결재권을 우선시하되, 지주회사의 모니터링은 인정하는’ 방식
의 자회사 중심체제로의 전환이 적합함.

(3) 신용카드 분사 여부에 대한 검토

○ 신용카드 분사 문제는 신용카드가 KB국민은행 수익성의 상당 부문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관심사임. ⑴신용카드를 분사하되 KB국민은행의 손자회사
로 두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⑵그러나 카드
부문은 KB국민은행이 신속하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할 비은행 부문 성장의 지렛대
로서의

기능성도

부인할

수

없음.

⑶노조측에

따르면

은행

사업부문간

cross-subsidization 문제가 있으며 순이익의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분사 문제는 지주회사 출범 초기에는 은행 직영
을 유지하되,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어 논의하여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 대안적 조직운영모델 검토

○ 설계 방향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사 측에 고려하고 있는 one-firm 시스템
과 BU중심 시스템은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실익은 물론 조직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는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 회사간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미비,
교섭/협의 구조 등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존 노사관계의 변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 중심의 ONE-FIRM 시스템’으로의 조직구조 전환 모형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임.
둘째, 현재의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분권적인 자회사 중심 조직’이 보다 적절할 것
으로 예상됨. 이는 곧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향의 조직설계가 필요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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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조직운영시스템 설계 방향

○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함.
첫째, 앞서의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하여 급격한 조직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자회사 중심의 조직구조’를 검토하도록 함.
둘째, 자회사 중심형 조직구조의 핵심은 은행의 경영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있음. 즉, 곧 장단기 경영전략의 수립, 예산 편성권, 직원 인사권, 조직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서 은행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셋째. 반면, 비은행 자회사들은 KB국민은행의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지주사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KB데이터시스템과 KB신용정보 등은 일단 KB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존속시킨 후 향후 조직의 거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결과적으로,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되, 지주사는 비은행 자회사들을 BU
방식으로 총괄관리’하는 조직구조의 설계를 의미함.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방식은 자체
경영역량이 성숙한 은행 자회사와 경영역량이 제한된 비은행 BU 간에 차별화가 필요
할 것임. 비은행 BU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주회사의 관장력
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도록 할 수 있음.
셋째, 분권적인 자회사 중심 체제에서는 기업센터(corporate center)와 공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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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규모나 역할이 클 필요가 없음. 특히 자회사들을 관리하게 될 기업센터의 경우
재무 및 전략기획 부서의 역할은 조직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경영지원과 성과 모니터링
을 중심으로 하되, 주도적으로 자회사의 전략을 기획하고 이행을 통제하는 역할은 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경영자 이외의 인사권 행사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신용카드 사업의 경우 지주사로의 이행 단계에서는 은행 직영을 유지하고, 은
행 부문의 수익성 등 경영안정성 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로 향후의 진로를 정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림 3-6> 조직운영모델

(5) KB지주사 조직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국민은행 지주회사추진위원회와 이사회는 지주회사의 조직체계를 은행BU,
비은행BU, 기업센터 등으로 구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은행BU에는 KB국민은행과 은행의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며 BU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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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장이 담당하고, 비은행BU에는 대부분의 KB 자회사들이 포함되고 지주사 회
장이 BU장을 겸임하며, 기업센터는 지주사 전략, 재무, 인사, 홍보 기능을 담당하고
사장급 인사가 책임을 맡도록 할 예정임. 한편, 각 BU는 상당 부분 독립적인 인사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운용될 전망이라고 함.

○ 그러나 최근 노조측은 지주사가 기업센터장으로 사장급을 채용하려 하고 있고,
BU의 독립적 운용과는 합치되지 않은 만큼 기업센터의 규모를 방대하게 운용하려 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지주사의 이사회 의장, 지주사 회장, 비은행BU장 등을 동일 인물이 맡기로
하였음. 또한 지주사 이사회와 국민은행 이사회가 동일 인물로 구성되어 겸임하는 구
조가 형성되었음.

○ 현재까지 전개된 지주사 조직구조의 구축 양상은 외견상으로는 분권적 구조이나,
기업센터의 강화, 지주사 회장의 비은행 BU 및 지주사 이사회장 겸임, 지주사 이사회
와 KB국민은행 이사회의 겸임 등을 통해 집권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7> 최근 확정된 KB금융지주 조직구성도

자료: 매일경제신문(2008-7-16).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양상은 그 특징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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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사 및 중역진에 대한 인사권을 극대화하여 사실상 ‘ONE-FIRM' 시스템을
조기에 구현하려는 시도로 보여짐.
둘째, 은행의 경영 자율성은 은행과 지주사 이사회의 겸임 및 기업센터의 강화 등에
의해 사실상 크게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며, 은행 및 비은행 모두에서 지주사의 매트릭
스형 통제가 조기에 구현될 가능성이 커짐.
셋째, 비은행BU를 중심으로 매트릭스 구조의 실행에 따른 역할모호성과 정치적 갈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넷째, 조기에 비교적 강력한 집권형 구조를 갖춤에 따라 자회사의 전략적 통제 및
성과 통제도 비교적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 구조조정과 고용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음.
다섯째, 최근 내정된 지주사 최고경영진이 조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⑴권력이 집
중되는 지주사의 최고경영자가 외부 영입 인물로서 KB국민은행의 조직문화와는 상당
히 이질적인 경영철학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점은 체제 전환기의 불안정과 갈등을 증
폭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 ⑵최근 내정된 지주사 회장 및 기업센터 사장에 대해 정치
적 인사이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 노동조합뿐 아니라 정치권
과 시민단체까지 비판이 비등하고 있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조직체제의
중대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리더쉽의 난맥은 조직체제 전환 자체의 정당성을 훼
손하고 변화 관리를 어렵게 할 것임.

4. 소결
○ KB국민금융지주의 바람직한 조직모델로서 회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집권형의
ONE-FIRM 체제’는 현행 사업구조, 법률적 조건, 고용관계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기 곤란하며 옮겨지더라도 불확실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대안형으
로 ‘분권형의 자회사중심체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현재의 제약들을
조직구조 내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큰 갈등 없는 체제 이행이 가능함.

○ 이런 점에서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변형된 ONE-FIRM'은 조직 체제 전환기의
불안정성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조직구조의 양상만을 본다면, 현재의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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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영진 임명을 둘러싼 갈등 이외에도 노사관계의 틀과 사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예상보다 조기에 표출될 가능성도 있음.

○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실상 ‘ONE-FIRM - BU 중심체제’로의 조직구조 이행을 강
요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첫째, 은행의 독립적 경영권, 특히 경영전략 수립 및 예산편성권, 직원 인사권, 조직
통제권 등이 크게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BU이든 자회사이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의해 단기주의적 성과 압력이
더 강화될 것임. 이와 관련해서 은행 내 조직관리나 간부 인사가 단기주의적 편향을
갖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 식의 1~2년의
성과계약제 방식의 사업본부장 채용은 반대해야 함.
셋째, 노조의 억제 노력이 있더라도 현재의 ‘변형된 ONE-FIRM' 구조가 굳어질 가
능성이 있음. 이 경우 ’ONE-FIRM' 논리를 지주회사 차원의 교섭구조, 노동조건 표준
화, 조직화 등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자세한 내용은 제4장). 아울러 우리
사주제를 통한 노조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자
세한 내용은 제2장).
넷째, BU체제 강화, 은행의 영업채널로의 지위 하락, 공유서비스센터 기능의 확대,
연결납세 제도 시행 이후 후선 부문 아웃소싱 및 분사의 활성화, 추가 M&A, 자회사간
사업구조조정 등을 본격적인 상황변수로 고려하여 대응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각론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조직적 준비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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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주회사 전환과 KB국민 노사관계 쟁점

1. 문제 제기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과 연이은 개정(07년 11월 시행)에 따라 국내 금
융기관(우리, 신한, 하나)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르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을 비롯하
여 많은 금융기관(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농협)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
는 상황임.

◯ 지주회사 출범은 기존에 기업 단위로 체결되었던 노동계약 및 노동조건에 관한
중요 사항이 지주회사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해당 자회사(기업)의 노사관계를 통해
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쟁점으
로 부각되고 있음28).

◯ 지주회사 출범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첫째, 지주회사의 사용자성(使用者性) 문제 둘째, 지주회사 내 인
력이동 및 노동조건의 문제 셋째, 지주사 단일노조 건설(노동조합 조직 확대) 문제 넷
째, 단체교섭(또는 노사협의)구조의 변화 및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등임.

◯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금융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의 인력이동 문제, KB국민
카드의 법인 분리 문제, KB자산운용, KB생명 보험 등 자회사에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이사회 결의
를 통해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이원화된 조건을 감안할 때 ‘사용자성’ 문제는 언제
든지 불거질 수 있는 노사갈등의 뇌관(雷管)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음.
28) 지주회사 체제의 제도적 조직적 특징들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전략
적 의사결정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관계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영
의사결정의 위치와 협약 의사결정 위치 간의 불일치는 사용자 의사결정의 자율성 확장을 의미하
며, 사용자의 교섭력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경영 자율성을 지렛대로 ‘주주가치’라는 단일한 잣
대로 자회사들의 성과경쟁을 조장하고, 저성과를 낳은 자회사에 대해 저비용으로 구조조정이나 자
본 철수를 감행할 수 있는 자회사 지배관계와 지배능력을 통해, 교섭력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김영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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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은 KB국민지주 출범이 KB국민은행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먼저,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발생하는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을 검토하며 둘째, 일본 금융지주사 설립 및 운영과정
을 노사관계 영역에서 검토하여 노조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요인을 찾아
봄.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영역에서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노조의 정책 대
안 및 과제를 요약하는 것으로 함.

2. 지주회사 전환과 노사관계

1) 지주회사 출현과 노동법

◯ 현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기업 규모’의 확장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그룹화 현상이 일반적임. 기업의 그룹화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 한국의 독특한 지배구조인 재벌(財閥), 독일의 콘체른(Konzern), 프랑스의 그룹
(Group), 일본의 기업집단 등이 그 예임. 한편 기업 그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주회
사(holding company)’를 꼽을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출현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실효성과 규범력이 약화되고 노사관계가
재규정되는 현상을 동반함. 한국 사회 재벌그룹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기업단위 노
사관계의 형해화(形骸化)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즉 재벌의 ‘노사관계’
는 ‘근로자만 있고 사용자는 없는 노사관계’ 또는 ‘근로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노사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노사관계상의 문제점이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추세 임.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에서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동법상 판례를 종합하면 노동
자들과 ‘형식적 혹은 직접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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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법인의 경영의 독자성에 직접
참견하지 않고 오직 주주로서의 자격을 빌어 지배를 행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 법인의 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개별적 및
단체차원에서의 협상대상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힘들어 제3자로 간주될 위험
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첫째, 개별
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또는 각종 사회
보험법상의 근로자부담부분 납부의무 등에 있어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이 논의되고 있
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의 문제와 지주회사 차
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제기됨. 둘째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
사간 인사이동을 기업간 전적(轉籍)으로 볼 것인지, 그룹내 배치전환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2003, 황승화).

2) 지주회사의 사용자성29)

◯ ‘지주회사’ 출현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별개 법인으로 파
악하여 법률관계를 구성할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하나의 지주회사집단으로 파악하여
전체로서 법적 규율을 시도할 것인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독일, 프랑스의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각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종업원의 규제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
는 일본, 그리고 영국은 법률적 법체계 없이 노사 자율적 영역으로 남아 있음.

◯ 독일 콘체른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경영조직법과 단체협약법을 중심으로 형성
되며 각각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콘체른에 소속된 각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근로관계
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내용이 규율될 수 있음. 독일 경영조직법은 특별히 콘체른에

29)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영역은 박제성 외(200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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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법률상 통합적 근로자대표기구의 설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단체
협약법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콘체
른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콘체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형태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음.

- 독일 주식회사법 제18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독립한 수개의 기업이 통일적 지휘
하에 결합되면 콘체른으로 인정됨. 경영조직법은 3개의 경영조직 차원에서 ‘종업원평
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종업원평의회 조직단위는 사업단위이
며, 그 위에 기업을 단위로 하는 종업원평의회 그리고 콘체른을 단위로 하는 종업원평
의회가 구성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단위의 종업원평의회임. 이에 비하여
기업단위의 종업원평의회와 콘체른을 단위로 하는 종업원평의회는 보충적 권한만을 갖
음. 콘체른 종업원평의회는 1972년에 단행된 경영조직법의 전면개정시 처음 도입되었
음.

◯ 프랑스는 2004년 이전까지 그룹별교섭이나 그룹별협약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갖
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그룹별 기업 규모의 확대와 노동자의 증가30)
는 더 이상 판례로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음. 이에 따라 2004년 5월 4일
제2004‐391호법은 그룹별교섭과 그룹별협약에 대한 사항을 처음으로 입법화함. 현재
노동법전 L.132-19-1조에서 그룹별교섭의 방식, 그룹별협약의 체결 방식 및 그룹별협
약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2004년 9월 22일의 노동부회람은 해당규
정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그룹단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음. 프랑스에서는 산업별협약, 그룹별협약 그리
고 기업별협약 사이의 위계질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음.

- 첫째, 그룹별협약은 기업별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 기업별협약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지 않음. 따라서 법에서 의무적 기업별교섭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해서는 설령 그룹별 협약으로 이미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업별교섭은 의무적으로 진행
되어야함.
30) 2002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 근로자 8백만 명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
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해당기업의 수는 9만 4천 개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그룹별
교섭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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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하여 기업별협약이 체결된 경우 같은 사항을 다
룬 그룹별협약은 그 내용이 기업별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됨. 반대
로 기업별협약의 내용이 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기업별협약이 적용됨. 이는 두 협약
은 동일한 위계관계에 있지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른 결과임.
- 셋째, 역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룹별협약은 산업별협약에서 정한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산업별협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
는 한－산업별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는 없음. 하
지만 기업별협약은－산업별협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산업별협약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함. 만약 그룹별협약은 산업
별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정했는데 기업별협약은 산업별협약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정했다면－즉, 기업별협약이 그룹별협약보다 더 불리한 내용을 정한 경
우－과연 어느 협약이 적용되어야하는가? 위 두 번째 경우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룹별협약과 기업별협약 가운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 즉 그룹별협약이 적용됨.
기업별협약의 자율성은 이 범위에서 제한되는 결과가 됨. 요컨대 주도권은 산업별협약
에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룹별협약과 기업별협약 그리고 산업별협약의 위계질서를 어떻
게 구축할 것인지는 산업별협약의 당사자의 뜻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여러 법인 기업들이 공동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이 복잡하게 분산될 경우에도, ‘단일 사용자의 원칙(principle of a
single integrated employer)’을 적용하는 것이 법 관행이어서 지주모회사가 사용자성
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 빈번 함. 한편 미국에서는 지주회사 차원의 노사협의회가 존재
하지는 않음.
영국에는 노사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측의 이해를 돕
는 그룹들이 다수 존재 함.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자회사의 근로조건은 각 자회
사에서 결정하고 그룹 전체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그룹 경영정보 등을 제공 함.

◯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주회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법제도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주회사 차원의 대화채널을 통해 그룹경영에 관한 노사간 이해와 협
력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다지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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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에 대한 분명한 ‘입법 사항’이 갖추
어져 있지 않고 노사 간 신뢰가 낮아 자율적인 노사관행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 이에
따라 해석론 및 노사관계 관행에 있어 지주회사 ‘사용자성’ 문제를 둘러싸고 일정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지주’
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금융지주회사 노사관계의 갈등 지점으로 비화될 것으로
판단 됨. 그러므로 KB국민노조는 ‘금융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지주모회사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예방하
는 한편 ‘금융산별노조’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
도록 ‘법’ 개정 추진 과제를 부여 받고 있음.

◯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음. 다만
대법원 판례로 노무공급사업(현재의 근로자파견사업)에서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
업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납부의무(대법원 1996.6.11. 선고 96누1504 판결)와 노무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도급기업에게 퇴직금지급의무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657 판결)가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 됨. 이들 사건에서
판례는 근로제공 형태, 작업비 지급형태, 공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시설 제공 형태
등을 기초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
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이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임.

-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주회사의 경우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
자성 판단 기준이 원용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지주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인사노무급여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에게 사용자로서의 단체교섭의무를 비롯한 제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임.

3) 지주회사 단일노조(지주회사 노사협의회) 건설

◯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여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동일 지주회사내 노동

- 68 -

자간 연대의 구축, 향후 구조개편에 따른 노조 역량 강화를 위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지주회사 차원의 ‘단일노동조합’ 건설임.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일본에서도 금융지주
회사 설립 이후에 노조의 교섭력 확대를 위해 지주사 차원의 ‘단일노조’ 전환이 일정
하게 이루어 졌음.

◯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국가의 경우 지주회사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제
도적으로 그리고 노사 자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독일의 경우 콘체른에 소
속된 개별 법인 차원의 노동자들은 ‘Worker's council’ 을 조직하여 모회사와 직접 대
화함. 프랑스의 기업 집단의 경우 그룹별교섭과 그룹별협약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영국에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지주회사의 노사협의회 등이 존재 함.

◯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현행 노조법상 기업집단 전체를 조직 범위로 하는 단
위 노동조합이 가능한가 문제임.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
고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이를 확인시키고 있음. 그리고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직
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어느 한 기업만을 대상
으로 조직할 것인지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할 것인지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판
단에 속함.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또한, 단일노조가 아니라 지주회사의 여러 자회사 노동조합들이 연합단
체를 결성하는 경우도 노조법 상 보장되어 있음. 따라서 KB국민노조의 ‘지주회사 단일
노조’ 건설, ‘지주회사 자회사 노조들의 연합체’ 구성에는 법률적 제약은 없음.

◯ KB국민지주 내에 ‘지주회사 단일노조’가 건설될 경우 노조의 조직체계는 현재
KB국민노조가 ‘금융산업노조’에 지부로 편제되어 있는 산별조직체계에 기초하여 마련
되어야 함. KB국민지주단일노조는 현재와 같이 금융산업노조의 ‘지부’가 되며 KB국민
지주의 자회사들은 ‘단일노조’의 직할본부(또는 지회)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 자회사의 전체 인력 규모(즉, 조합원 규모)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회 설
치 여부는 별도의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지주회사 단
일노조가 구성될 경우 ‘단체교섭’은 “산별노조 통일협약-KB지부협약-각 자회사별 보
충협약”이라는 3중 구조의 틀을 같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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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단일노조에 의한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음.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
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단체
교섭이 반드시 기업별교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기업집단교섭에 대해
서도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거부나 불성실한 단체교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조법제 30조 2항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
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음. 우리 노조법은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별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기업집단차원에서
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 그러므로 적어도 기업집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기업
의 사용자는 기업집단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야 함. 따라서
일부 사용자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부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주장하
면서 기업집단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과 함께 지주회사 노사협의회의 구성 문제를 별도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짐. 노사협의
회 설치 여부와 단위는 근로자참여법 제4조 1항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
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러므로 일단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법률적으로 강제
됨.

◯ 이에 따라 KB국민지주의 경우 “지주회사 차원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가능함. 다만 현재의 조건처럼 지주회사 차원의 단일노조가 없거나 지주회
사 단위별로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 “지주회사 차원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다양한
반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경영측에서는 누가 참석
하는가?, 종업원 대표성(각 자회사 별)은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의 문제31)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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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지주회사 차원의 노사협의회 참여 기준을 종업원 수 비례로 할 것인가 아
니면 각 자회사별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 함. 이는 노사
자율적인 원칙 확립이 우선적인 사항이라고 판단 됨.

4) 전적(轉籍)32) 등 인력이동

◯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자회사간 인사 교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먼저 KB국민지
주 인력 규모는 2008년 95명으로 출범, 2010년 13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임. 지
주사 설립 초기에는 ‘자회사에서 지주모기업’으로의 인력이동이 일반적이지만 향후에
는 ‘자회사간’ 인력이동도 빈발 할 것으로 판단 됨. 향후 매트릭스 경영체제의 도입 폭
에 따라 그리고 지주회사가 ‘투자은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회사 간’ 인력이동
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 .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인사이동은 그 별개의 법인격으로 인해 동일회사의 사업
부간의 이동인 전근이나 전직이 아니라 전적에 해당되게 됨. 그런데 이러한 전적은 계
열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를 뿐 아니라, 종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일단 종료
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 장소 등 구체적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되고,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로 될 소지가 있음.

◯ 전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함. 첫째.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이는 반드시 전적시의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33)가 있거나 근로관계의 전개과정에서 경영관행과 관
31) 프랑스는 그룹위원회 종업원위원의 수를 최대한으로 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수의 2배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그룹위원회 종업원위원의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30명
(기업 수가 15개 이상인 경우)까지 가능. 독일은 콘체른 산하 기업의 종업원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임하여 콘체른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32)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적을 다른 회사로
옮겨 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33) 포괄적 동의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다양한 업종
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 임원의 구성, 근로조건 및 영업등에 관하
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간의 인사교류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
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
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 71 -

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묵시적 동의34)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
음. 둘째, 사용자가 전적을 명령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기위한
근로계약상의 근거를 필요로 함. 이는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 조건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취업규칙상 “전적을 명할 수 있다.”
는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전적 기업의 기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의 규정, 당해 기업의 전적실정, 채용시의 사용자의 설명과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등을 기초로 전적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전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근로자가 지주회사 집단 내의 다른 전적이 되는 경
우에 종전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다른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시작
됨.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도,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적된 기업이 됨.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당사자사이에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
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
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근로자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
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
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노사는 지주회사 전환시 인력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직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전적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 본인 의사에 따른
재이동 보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단체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확히 규
정해야 할 과제를 부여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세부 사항 준비를 위해 국내금융지주회
사 모회사의 인력 규모 및 노동조건에 대한 사례를 보면 <표 4-1>과 같음.

◯ 국내 지주모회사의 인력 운영을 보면 먼저 그 규모가 100여명 수준이며 은행 등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
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유효한 것으
로 보고 있다.
34) 묵시적 동의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전적의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 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의 묵시적 내용을 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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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력을 80% 정도, 특정 직무(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외부 채용을 혼합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자회사 인력의 모회사 인력 전환을 보면 초기 ‘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는 파견과 전적이 혼용되고 있다. 초기 전적제도보다 파견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해
당 직원의 고용 안정성 담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

<표 4-1> 국내 금융지주회사 모회사의 인력 운영 및 노동 조건 비교

인력 규모*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100명(남75:여25)

88명(남74:여13:기타1)

99명(남81:여8:기타10)

인력구성
(내부/외부채용)

(80: 20)
(80: 20)
(80: 20)
*외부채용은 변호사/회계 *외부채용은 변호사/회 *외부채용은
변호사/
사등 특정직무
계사등 특정직무
회계사등 특정직무

노조 설립 여부

별도 노조 없음

별도 노조 없음

별도 노조 없음
(21명 은행노조 가입)

전적과 파견이 혼재

전적과 파견이 혼재

전적과 파견이 혼재

자회사인력교류방식 (자회사 퇴직후 입사)
(자회사 퇴직후 입사)
(설립초기 전적 위주로
*필요시
파견으로
인력교
*필요시
파견으로
인력
운영, 현재는 장기파견
(전직/파견)
류

신분 관리

교류

도 증가-30/40%)

계약직(자회사 출신 3년,
계약직(3년 계약, 1년 단 계약직(3년 계약, 1년
외부 2년, 1년 단위 연봉
위 연봉 계약)
단위 연봉 계약)
계약)

보상 수준 및 체계

급여수준: 자회사은행 대
비 10% 상승
좌동
보상체계: 개별연봉제

좌동

인사 및 복리후생

복리후생, 연수, 상벌 등
기타 인사제도는 은행과
좌동
동일 적용
*지주사 별도 e-HR 구축

좌동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

은행외에 자회사에
(민주노총:증권산업노조)
노조 존재 여부
*상급단체 분리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문제

-

-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관행적으로 이루어 은행자회사 내부에서 자 지배구조 변동에 따라
졌던 인사문제 참여가 불 율적으로 이루어짐
다양한 양상
가능함.

주 : * 2007년 12월말 기준임. 인력은 임원 및 용역/아르바이트 제외 인력 임.
자료 : 금융감독원- 각 금융지주사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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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모회사의 임금체계 및 수준을 보면 임금체계는 ‘연봉제’이며. 급여 수준은 은
행자회사보다 약 1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지주모회사 인력 규모가 100여명에 불과하고, 해당 업무가 인사
및 경영 부문이 많아 사실상 노조 가입 대상자가 적고 노조 결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다만 우리지주의 경우 ‘은행’ 자회사에서 파견된 직원 21명은 은행노조의 조합
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금융지주 3개사의 공통점은 아직
‘지주사 단일노조’ 움직임이 없다는 점임. 하나지주의 경우 자회사 노조간 상급단체의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신한과 우리지주의 경우 은행 중심의 자율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단일노조 건설의 계기 및 필요성을 크게 자각하
고 있지 못한 상태 임.

◯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KB국민노조는 ‘사용자성’ 문제의 근원적 해결 그
리고 지주사 종업원의 통일적 이해 대변 기구 마련을 위해 시급히 ‘지주사단일노조’를
설립하여야 하며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인사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보
수체계의 통합 등 각 자회사 단위로 분화되어 있는 제도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작업
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자회사별로 상이한 현행 보수체계를 각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지주회사 개편 후
각 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보수체계를 급여(고정급+변동급)
와 복리후생 부분으로 대별하고 근속년수, 능력 및 직무수당에 관한 그룹차원의 고정
급 기준을 마련함과 함께 조직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
련하여야 함. 또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통합적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자회사의 화학적 결합과 조직 문화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함. 각 구성원의 경력 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적자
원능력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조직 시너지 효과로 발현될 수 있는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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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금융지주회사와 노사관계 사례

◯ 지주회사 출현에 따른 노사관계의 쟁점(모회사의 ‘사용자성’, 단일노조 건설 등)
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일
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지주회사의 설립이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였
는데 1997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를 제한적으로 해제35)함에 따라 노사관계상의
‘사용자성’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새롭게 제기되었음. 1997년 6월 11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논점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동법과
의 관련이었음. 그 내용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노동
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이 지주회사의 의도에 좌우되어 당해 기업의 노사교섭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였음. 이하에서는 ‘지주회사’의 사용
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 금융지주회사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함.

◯ 기업집단의 집단적노동관계에서는 모회사 혹은 지배회사에게 자회사의 단체교섭
에 대한 응낙 의무를 인정해야할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됨. 일본 노동조합법 제7조 제2
호에서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
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되게 되고 그렇다면 기업집단에
서 자회사의 근로자등은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회사는 사용자로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모회사는 부담하
지 않게 됨.

◯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계약에 국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
업집단과 같은 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기업집단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 관계를 인정해야하는 경우들
이 발생하게 됨.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의 경영상
결정 등이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회사 근로자들의
35) 근래까지의 일본의 기업집단은 사업지주회사체계였다. 순수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금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1960년대부터 순수지주회사
설립의 해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1997년 6월 법률적으로 허용되었다.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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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회사의 경영상 결정 등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여기에서 이와 같이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
로자와 대항관계에 있거나 잠재적으로 노사관계의 가능성을 지닌 관계에서 또한 단체
교섭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됨. 이것은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의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대한 문제 임.

◯ 순수지주회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는
노동관계의 제반 이익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은 지배력을 직접적이고 구
체적으로 가지는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일견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음.
즉, 일본에서는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당사자에 한정
하는 형식적 기준이 아닌 모자회사간의 경제 사회적 측면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이들
기업과 근로자간의 지배종속적인 노사관계 실태에 착안하여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적 추세라 할 수 있음.

- 그 대표적인 판례법리가 川岸工業事件(仙台地判 1970년3월26일판결36))과 德島船
井電氣事件(德島地判 1975년7월23일 판결37))을 중심으로 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임.
법인격 부인의 법리란 “법인이 법인격이 부여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법
인격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법인격을 부정하고
법인격이 있는 법인에게 법인격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법리”로서 미국의 회사법에서
발전된 이론임. 다만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
이 직접적 지배관계 즉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준하는 것과 같은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36) 川岸工業事件은 자회사가 업적부진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 않고 해고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전을 위하여 회사 내 업무설비와 자재들을 가압류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모회사가 그러한 업무설비와 자재들은 모회사 소유의 것이므로 가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완전하게 지배되어 있었기 때
문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모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임금청구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川岸工業은 이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
리를 적용받아 자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37) 德島船井電機事件은 자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이 모회사에게 고용계약의 승계를
요구한 사건이다. 여기에서 법원은 근본적으로 법인격부인의법리가 회사법상 발전되어온 법리임을
확인하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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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면서 ‘사용자성’ 문제가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
로 부각되었음.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의되자
일본노총(렌고)은 “지주회사의 원칙적인 자유화는 …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근로
계약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지주회사의 의지에 좌우되고 해당기업의 단체교섭으로
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사관계상 발생될 문제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정부는 순수지주회사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법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협의(協議)의 장을 마련하였으나 법 개정으
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임.

◯ 이하에서는 금융업 3사의 순수지주회사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유형
은 조정형(調整型)노사관계, 분권형(分權型)노사관계, 통합형(統合型)노사관계 등으로
구분됨38).

1) 조정형(調整型)노사관계 : A지주회사

◯ A지주회사는 2000년 G은행, J은행, K은행 등 3개 은행이 통합하여 A그룹으로
탄생하였는데, A그룹의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설립되었음. A지주회사
는 A그룹의 핵심기업으로 A은행, A기업은행, A증권, 그리고 A신탁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임.

◯ 지주회사는 통합 전 3개 은행의 기획∙재무부문 등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는데, A그
룹의 경영전략,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획입안, 리스크관리∙법률준수관리∙내부감사
체계의 강화, 그룹 회사 간 시너지 효과 실현의 추진 등 그룹의 종합력 향상을 위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통해 적절한 경영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순수지주회사의 사원
수는 통합되었던 3개 기업에서 전적(轉籍)한 약 300명이며, A그룹의 핵심기업 4개사
의 종업원 수는 약 3만 3,000명이다.

38) 이하의 내용은 吳學殊외 2인 (2008, 1) “勞使關係からみた組織再編をめぐる 現狀と課題”(日本勞
動硏究雜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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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을 보면, 지주A사에서는 지주A사를 포함하여 동사 그룹 산하 5개 기업은
“채용공동사업체협정서”를 체결하여 응모자와 채용내정 계약을 맺음. 5개 자회사간 인
사이동은 전적(転籍)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짐. 지주A사는 그룹 내의 전적 이동의 필요
성과 방침을 마련하지만, 실제 전적 이동을 행하는 곳은 각 자회사의 인사부임. 전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그룹 내 기본적인 처우는 공통적으로 같음. 퇴직금제도도
그룹 기업간 공통이며 전직이동이 발생할 시에는 이전의 퇴직금이 전적 기업으로 승계
되고 있으며, 그 밖의 의료 ․ 주택 등 복리후생제도도 그룹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음.

◯ A그룹에는 A그룹노동조합이 단위조합으로 결성되어 있음. A그룹노조는 3개 은행
의 통합과 기능별 분할에 따라 조합원의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
었음. 노동조합은 하나로 결성되었지만 교섭상대는 핵심기업 5개사이고 단체협약도 5
개사 각각 별도로 체결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핵심기업 5개사와 각각 경영협의회(經營
協議會) ․ 중앙협의회(中央協議會)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 지주A사가 그룹의 구심력
과 자회사의 독자성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조정 역할을 수행함. 상여금 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은 각각의 자회사에 대하여 통일적인 요구를 하지만 자회사 5개사는 이 요구
에 대하여 개별기업(자회사)가 아닌 그룹별 통일 답변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02년 노동조합은 5개사에 전년과 동일한 요구(안)를 제시하였는데, 핵심 자회사들은
각각 겨울은 93%, 여름은 80% 수준을 제시하였음. 핵심5개사의 상여금 배분은 그룹
업적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지주회사A사가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노조는 관여
하지 않고 있음.

2) 분권형(分權型)노사관계 : B지주회사

◯ B지주회사는 증권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그룹을 형성하여 통일적이고 기동력
있게 경영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 순수지주회사로 설립되었음. B그룹은 구(舊)B
증권을 그대로 이어받고 거기에 B자산관리회사를 그룹에 통합함으로써 설립되었음. B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그룹의 사업부문(비지니스라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각 사업
회사의 위상이 명확해지고, 그룹 연결회계의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이 분리되었다.

◯ 지주회사B사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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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직을 두지 않고 연결자회사로부터 온 출향자(出向者) 5인이 전임종업원임. 이
밖에 연결자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주회사B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겸임(兼
任)사원이 약 20명 있음.

◯ 지주회사 편입 이전에는 별도로 실시되었던 B자산관리사의 사장 인사가 B지주회
사 설립 후 지주회사의 경영전략회의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 큰 변화 중의 하나임. 이
러한 외적 변화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사업회사)의 업적이 B지주회사의 업적∙주가에
직접 반영되고, 자회사 종업원의 처우가 지주회사의 업적에 따라 좌우되는 성격이 강
해짐으로써 그룹의 결속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더 큰 변화라고 B지주회사는 평가하고
있음.

◯ B그룹에는 그룹 수준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각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지주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룹에 통합된 B자산관리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통합 후 그룹별 노조 설립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즉 B그룹에
는 핵심기업인 구(舊)B증권 노조와 B자사관리의 노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음. 이 결
과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가 부재한 분권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

3) 통합형(統合型)노사관계 : C지주회사

◯ C지주회사는 1999년 C증권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순수지주회사임. C지주회사는 구(舊)C증권을 소매(retail)업무를 담당하는 C증권과 도
매(whole sale)를 담당하는 CS사로 분할하였음. C지주회사에는 그 밖에 6개의 자회사
(사업회사)가 있음. C지주회사는 그룹의 자본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 즉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
로 보고 있음. 이를 위해 C지주회사는 그룹전체의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룹의 경영전략, 정보공개, 그룹홍보, 재무전략, 임
원이 될 간부 사원층의 육성․채용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룹의 각사가 정보기술이나 기
타 사업용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고 있음. C지주의 종업
원은 약 3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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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을 보면 채용설명회는 공동으로 개최하지만 실제 채용은 개별기업 단위로 실
시함. 지주회사C사를 포함하여 그룹 9개 기업의 종합직 신입사원은 일정기간의 합동
연수를 통해 그룹의 기업이념, 가치관, 기업윤리 등을 함께 교육받음. C지주회사는 자
회사간 원활한 인사이동을 위해 공통의 인사․처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노사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은 지주C사의 설립과 회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조직을 재편하였음. 그룹 수준의 단위노조의 집행부를 설치하고, 자회사의 지부를
설치하였음. 그룹노사관계는 지주사와 C사 노조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교섭
은 그룹 차원의 중앙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음. 노조의 대표는 그룹노조의 중앙집행부
이고 회사측은 C지주회사를 포함한 C그룹 전사인데 C지주회사가 회사측 교섭의 주도
권을 쥐고 있음. 그룹 전사에 관련된 임금교섭 등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와 그룹노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기업 사안은 각 기업과 해당 지부의 협의 ․ 교섭으로
해결하고 있음.

4) 요약 및 함의

◯ 일본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단체협약상 사용자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회사의 실질적인 존재가 부정되
는 법인격의 부정사례는 찾아 볼 수 없음. 이는 기본적으로 3개 금융지주회사 모두
“사업회사(자회사)가 지주회사(친회사)을 만들었기”때문인 것으로 파악 됨. 따라서 사
용자성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지주회사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았음.

- 둘째, 지주회사에 사용자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중요한 핵심 요소는 노동조
합의 관점과 태도임. 즉 A, B그룹 노동조합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사업회사)의 노동조
건의 결정시 사용자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한편, C그룹 노동조합은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전자의 A, B그룹노조는 상여금 요구시 각 개별기업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C그룹노조는 지주회사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상여금의 회답내용
은 그룹별로 차이가 있음. A그룹의 경우 각사로부터 회답을 받지만 내용은 같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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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은 기업별로 하지만 회답은 동일함. B그룹은 기업별로 교섭하고 기업별로 다른 회
답이 제시됨. 반면, C그룹의 경우 그룹교섭이지만 각자회사별로 다른 회답이 제시되고
있음.

- 셋째, 기업경영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으로 그룹경영이 강화되고 있지만, 노동조
건은 각 기업별로 결정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각 기업의 노동조건이 기업의 경영
에만 국한되어 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그룹 전체의 경영상황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만 하는지, 또한 그때 그룹노조의 역할은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 같은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주회사, 자
회사, 노동조합 간의 문제가 향후 발생할 여지가 많음.

- 넷째, 그룹 내 기업 간 업적의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그룹 내
통일적인 인사처우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그뿐 아니라 그룹
노조가 각 기업별로 분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대안이 준비 없는 ‘단일노조 건설’로 귀결될 때 노동조합은 뜻하지 않는 딜레마에 봉
착할 위험성도 있음.

- 다섯째,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 및 인사운영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이는 일본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향후 추세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본금융지주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특징은 ‘지주사’ 차원의 통일적인 직장문화와 경쟁력 창출 전략을 갖고 있
다는 점임. 향후 한국의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와 지주사’의 관계를 ‘조정형↔분권형
↔통합형↔중앙집권적’이라는 4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 중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는
노사 양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에 달려 있다고 판단 됨.

- 마지막으로 일본 금융노조의 대응은 ‘그룹별단일노조’ 건설, ‘그룹별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
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기업별노조 시스템을 갖고 있음. 우리의 경우 노조의 대응 전략
(단일노조, 지주사협의회 등)이 산별노조와의 조직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 특히 은행노조와 증권 ․ 보험노조로 이분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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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필연적으로 개별 기업(자회사) 노사관계의 형해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은 지배구조임. 즉, 노조나 근로자가 없이 소수의 관리직만으로 구성된 지
주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적으로는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회사의 모든 업무에 관
여하면서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음.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연동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차원에서 노사관계
에 미칠 영향과 폭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 됨.

- 첫째, 모회사의 회장과 자회사 행장이 별도로 선임되는가 아니면 겸임체제를 유지
하는가에 따라 단기적인 노사관계의 구도가 달라짐. KB국민지주의 경우 ‘회장과 행장’
의 분리는 노사관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노사관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됨. 2008년 7월 3일 국민은행 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지주
회장에 황영기(前 우리금융 회장)씨를 선출함으로써 KB국민지주의 ‘회장과 자회사 행
장’이 분리됨39)으로써 KB국민은행 노사관계는 우려했던 모회사의 ‘사용자성’ 문제가
현실화됨40).

- 둘째, 지주회사의 ‘조직형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사용자성’의 문제 및 노
사관계의 전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지주회사의 조직형태는 전통적인 ‘자회사
중심형’ 조직형태와 ‘메트릭스’ 조직형태로 양분할 수 있음. ‘매트릭스’ 조직형태41)는
금융지주 모회사가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탈각하고 자회사 법인을 사실상 형해화시
킬 정도로 그 구체적 사업 내용과 인사권 전반의 권한을 쥐는 조직형태로 자회사 노사
39) 국민은행의 지주회사 'KB금융지주' 사장에는 김중회(前 금융감독원 부원장)씨가 내정됐다. 김사장
은 지주회사의 전략과 재부 및 인사 등을 담당하는 코퍼릿 센터장을 맡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연합뉴스, 2008.07.18)
40)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본인의 회장 선임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대해 “은행장이 아닌
지주사 회장이다. 은행과는 다른 조직인데 은행노조가 반대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이코노믹리뷰, 2008.07.17).
41) 매트릭스 조직은 지주사 산하에 수평 조직을 두고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등 계열사들 사이의 기
능이 같거나 고객이 겹치는 사업 부문을 묶어 총괄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내에선 하나금융지주가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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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급격한 전환을 수반하는 것임. 또한 황영기회장 내정자는 별도의 BU장을 영입
하지 않은 채 비은행 BU장 겸임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한국경제, 08.07.16).

◯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KB국민노조의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 될 수 있음.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노사관계 쟁점에 국한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간 직원 이동에 따른 “종업원의 고용안정성” 보장, 지주회사 설립
이전 지주회사와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 구조 확보(사용자성 확보 및 인정), 전직
인력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및 노조 조직 승계 원칙 확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
로는 ‘지주사단일노조’ 건설 및 직원의 ‘고용안정’ 확보 등 임.

1) 조합원 전직에 대한 대응 방안

◯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조합원 전직에 대한 기본 원칙42)은 다음과 같음. 무엇보다
먼저 “해당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직은 금지하여야 함. 둘째, 자발적 전
직이라도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 복리후생 제도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
합이 KB지주사와 전직 이동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해 특별 단체교섭
권을 확보하여야 함. 셋째, 전직 직원에 대해 1회적으로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여야 함.

◯ 노사간에 체결될 “전직 직원에 대한 특별단체협약안”은 향후 지주회사 내 인력
이동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원칙)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치밀한
교섭이 필요 함.

전적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노조 승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직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이라도 노조 조합원
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 원칙을 요구하고 관철하여야 함. 이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분할 매각되었던 ○○기계 등 타 사업장의 선례가 있음. ○○기계는 외환위기
42) 인력이동이 ‘전직’이 아닌 ‘파견’ 형식을 띨 수도 있음.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원칙은 지주회사 인
력운영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판단할 문제라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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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본에 의한 분할 매각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공장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는
입장에서 ‘회사 이름이 다르고 사장이 달라도 노조는 하나로 할 수 있다’는 조합원 내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동조합을 ‘3사 1노조’로 조직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음.

◯ 한편 전직이 아닌 ‘자회사’에서 ‘지주모회사’로 파견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파견
에 따른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조합원 신분’의 유지 및 제도 변경이 없어야 할 것임.

2) ‘사용자성’보장 : 지주회사와 단체교섭권 확립

◯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문제는 판례 또는 해석론적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 아직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한계를 감안하여 노사 자율적으
로 확보해야 할 기본 과제임. 우리와 유사한 법률적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 사례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성’ 문제는 법률적 문제 이전에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논
의해야 할 영역임. 특히 노동조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에 있어 ‘
사용자성’ 여부는 결정될 문제임.

◯ 불필요한 노사분규를 막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
주회사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임을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명문화하여야 하며 기존 단체협
약의 승계 및 존중 등을 확보하여야 함. 특히 지주회사와의 단체교섭 권리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참가 및 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 과제 임.

◯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은 외국 사례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 영역의 확보
는 KB국민노조뿐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회사 노동조합의 공통과제이며 금융노조와 전
체 노동운동이 함께 추진해 문제임. KB국민지주 내 자율적으로 ‘사용자성’ 보장을 기
반으로 2009년 입법 개정 요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함43). 현재 금융지주사 설립
이 ‘은행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자통법’ 시행으로 계기로 전체 금융기
관에게 지주회사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 됨.
43)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단체교섭에 반복하여 출석한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자회사의 노동조
건 결정시 자회사가 반복하여 지주회사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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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

◯ KB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그동안 기업단위로 형성되어왔던 노사관계가 그룹단위로
확장됨을 의미함.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 전체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일노조’ 건설은 KB국민노조의 당면 과제임. 현재 자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지 않은 조건을 감안할 때 이는 KB국민노조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하지만 ‘지주회사에는단일노조’ 건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현실적 조건이 있음.
단일노조 건설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준비가 필요 함. 먼저 단일노조 건설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인 토론이 필요 함. 단일노조 건설은 조합원의 확대뿐
아니라 지주회사노사관계에 있어 노조의 대표성을 확보하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출현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왜곡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임. 하
지만 자회사별로 입직구가 다른 종업원들을 하나의 틀로 묶여 세울 수 있는 노동조합
의 역량 및 조합원 사이의 연대성 확보가 선차적인 과제임. 단일노조는 원칙의 문제가
아닌 ‘과정’과 ‘신뢰’ 그리고 ‘추동 주체’가 중요 함.

◯ 단일노조 건설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KB은행을 제외한 자회사들은 모두 미노조사업장임. 이는 단일노조 건설시
장점(혹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노조간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건
은 KB국민노조가 중심이 되어 노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임. 하지만 자회사
의 인력 규모가 적고, 노조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자회사에 노조 추진 주체가 뚜렷
하지 않다는 점은 단일노조 건설의 약점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추진 과
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KB국민노조 차원이 아닌 전체 지주회사 소속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 됨. 이를 위해 먼저
KB국민은행노조의 자회사 직원에 대한 선전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함.

- 둘째, 각 자회사별 노동조건 및 임금 수준의 격차, 임금체계의 차이에 대한 단일
노조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함. 자회사별 노동조건 및 임금 수준의 격차를 근거로
단일노조 건설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지만 이는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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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과제임. 현재의 현실적 조건을 토대로 노동자간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노동
조건, 임금 격차 완화가 필요 함. 단일노조라 해서 획일적인 ‘동일임금 보장’이 바람직
한 원칙은 아님. 예컨대 완성차노조의 경우 직무에 따라 ‘생산직 ․ 영업직 ․ 사무직 ․
정비직’의 노동조건/임금의 차이는 존재하나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율’된다는 것이 중
요 함. 이를 위해 지주사 자회사별 인사 ․ 보수 ․ 복지 제도의 실태 조사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함. 더 중요한 과제는 ‘단일노조’의 역할이 단지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금융
지주사에서 ‘종업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라는 점임. 금융지주사
의 실적은 이제 단일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에 따
라 판가름 나는 구조임.

- 셋째, 단일노조의 조직형태(지부와 지회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
토가 필요 함. 현재 KB국민노조는 금융산별노조의 지부임. KB지주사에 자회사를 포괄
하는 ‘단일노조’가 건설될 경우 자회사는 ‘지회’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 됨. 다
만,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시 조직 체계의 문제는 조직 내부의 민주적 논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넷째, 노동조합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단일노조 건설이 차지하는 위상 및 비중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현재 KB국민노조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 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단일노조’ 건설은 KB국민노조의 뜻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현실적인 난제가 현실적으로 존재 함. ‘지주사단일노조’건설을 2010년의 ‘복수노
조’ 허용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조
직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함.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 첫째, 법으로 보장된 자회사별 ‘노사협의회’를 추동하며 지주회사 단위의 ‘중앙노
사협의회’를 결성(운영)하여야 함. 이를 통해 KB국민지주 전체 종업원의 목소리를 대
변하는 한편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단일노조’를 건설하여야 함.
-둘째, 인력이동에 따른 조합원의 노동조합 승계권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부터 지주
회사, 자회사별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이 과제는 ‘국민카드’ 분사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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