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CONTACT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됩니다.

금융과 ICT가 융합하는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ICT 수용을 통한 고
객 편의성 증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 9. 4.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윤종수
T:02.6386.6601
E:jay.yoon
@leeko.com
약력보기 >

이로써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해 자기혁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
상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
경·면책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의 한계

변호사 서윤정
T:02.772.4409
E:yunjeong.seo
@leeko.com
약력보기 >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관련 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업종 범위가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밀접) 관련 업종에 한정되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
시에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 5. 한 차례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나, 전자금융업 등 일부 업종만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
였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핀

변호사 강현구
T:02.772.4429
E:hyunkoo.kang
@leeko.com
약력보기 >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불
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2.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한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 경쟁력과 자본력을 갖춘 이른바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
에 진출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는 등 금융시장에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도 이러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흐름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높
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하여 왔습
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금융회사가 다양
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여 지분에 참여하거나, 자회사로 소유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직
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하는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
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3. 본건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
(1) 출자 대상 핀테크 기업
본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확대하여, 1) ① AI, 빅데
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②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③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및 이
에 준하는 업종, 2) 금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까지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 핀테
크 업종을 폭넓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 절차에 있어 30일 이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관련
본건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이를 금융회사가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써 금융회사는 합병, 영업양수 등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
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이 있거나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 시 임직원 제재 감경·면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등 투자 업무에 관하여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를 적극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고 9. 24.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법령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2019. 10.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는 계획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수행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세부적인 규정의 의의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
회의 본건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
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