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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여노후의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

가족의 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6,192 6,462 6,719 6,940 7,310 7,611 8,003 8,496

노인인구비율 12.2 12.7 13.1 13.5 14.2 14.8 15.5 16.4

장기요양 인정자 수 378 424 467 519 585 670 772 857

인정자 비율 6.1 6.6 7 7.5 8 8.8 9.6 10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율 - 12 10 11 13 15 15 11

장기요양인정자1) 현황및 추이
(건강보험공단)

(천명, %)

1)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장기요양인정을받은 자로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수
있는 자

국내 요양 시장은 2008년도입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기반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요양 인정자 지속 증가하여 2020년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 2020년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 장기요양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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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



1) 요양, 주거,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여가

72.8조

2.9조

10조

2012 2020(F)

27.4조
CAGR 16.6%

고령친화시장1)

요양 시장

시장규모 및 추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
- 요양 시장은 2012년 2.9조에서 2020년 10조 규모로
연평균 16.6% 성장

타 OECD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요양 시장은 연평균 16.6% 성장
- 2020년 10조 규모인 요양 시장 규모는 고령화의 진전,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증가 등에 따른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로 더욱 확대 전망

* 금융제외

⚪ 65세 이상 노인인구 지속증가하여 2035년에는 1,5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를 전망

⚪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큰 폭으로 증가 추세이며
2035년에는 709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7%에 이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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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고령자현황 및 추계
(통계청)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2)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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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 소규모 개인 사업자 중심의 공급으로 서울 등 대도시(도심)의 공급 부족과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 발생

⚪ 장기요양 기관 현황
- 장기 요양기관은 현재 요양 시설(입소 시설) 5,806개, 재가
요양기관 19,725개(주야간보호 4,623개)

- (보건복지부추계)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2022년까지 요양 시설 6,999개소, 주야간보호기관
5,020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수요 대비 공급 부족
예상

개인사업자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

구분
기관 평가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요양시설(전체) 13.5% 21.7% 24.4% 19.8% 20.6%

운영 주체별 지자체 87.6점 > 법인 80.1점> 개인 69.7점

요양시설 규모별
30인 이상 81.7점> 10인 이상 30인 미만 73.7점 > 10인 미만
69.2점

⚪ 요양시설 규모별 기관 현황
- 30인 미만 69%, 30~70인 미만16.7%, 70인 이상 14.3%

⚪ 지역별 요양시설 공급 편차 존재
- 대도시(도심)의경우 토지 및 건축비가 높아 개인 사업자의접근이 어려워 공급 한계

⚪ 낮은 요양서비스 품질
-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요양시설의 기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남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3) 공급 현황

요양시설
충족율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광주 경남 대구 전북

55.4% 55.9% 83.2% 93.1% 99.3% 102.9% 114.6% 120.1%

전남 대전 경북 충남 강원 충북 인천 경기 제주

125.5% 128.1% 140.0% 150.4% 183.5% 184.5% 194.3% 195.6% 198.0%

4/17

⚪ 장기요양 운영기관 운영 주체
- 장기요양 운영기관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비중은

75.7%로 매우 높음

국내 요양 시설 공급의 한계(문제점)



베이비부머세대의노인인구진입
(만명)

경제력/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고, 요양시설 이용자로 진입함에 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
- 다양한 니즈에 맞춘 요양서비스 모델 필요(선택권의 보장)

812

1,051

1,297

1,523

68
(8%)

436
(41%)

671
(52%) 629

(41%)

2020 2025 2030 2035

⚪ 베이비부머1)의노인인구 편입에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1) 1955~63년생으로 교육수준 높고 경제력 보유

노인인구

노인에진입한베이비부머수 [노인요양시설침실 구성 현황]
3.30%

18.20%

23.50%55%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다인실 위주의요양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따라 향후 요양시설은 1인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감염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도 1인실 위주로 방향 선회 필요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4) 미래 요양시설 이용자의 욕구 변화

◦ 앞으로의노인층은삶의 전반을 도심 환경에서만 생활해온 경우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요양 시설도 도심 내에 자리 잡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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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도시지역의 요양시설부족 문제는 도시의 고령화 진전, 토지 가격상승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해결
가능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5) KB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시장의 전개 방향

민간 기업(자본)의
시장 참여

서비스 품질 경쟁
촉진

시장의 재편

요양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고

도심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수요 촉진

건전한 생태계 구축

과다 생존 경쟁 ->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의 전환

경쟁력 없는 시설 및 사업자의도태 촉진

⚪ 민간 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
- 자산운용사등 신규 투자 아이템이 필요한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도심에 요양시설
구축하여공급 부족 문제 해결

-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요양서비스 품질과소비자의만족도 제고

2000년

2008년

2014년

•저소득층/소외계층대상

•서비스품질관심낮음

•기업, 개인등다양한
민간사업자의시장참여

•경쟁심화등의요인으로
민간사업자경영악화

•경쟁력없는요양사업자시장에서
도태

•경쟁력있는사업자는활발한
인수합병통해규모확대

• M&A 방식을통한신규
사업자시장진출
-솜포재팬등

개호보험제도도입

대규모부정청구사태
(정부관리감독강화)

3단계

대형민간사업자
중심시장재편

4단계

대형M&A 증가

1단계

정부주도
선택적공급

2단계

민간사업자
본격참여

국내시장
상황과유사

일본 요양 시장 재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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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대도시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현상은 도시의 고령화 진전, 토지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 수도권, 20%가 지방 광역시에 거주
- 서울시 2018년 노인인구 141만명으로 고령사회 진입 등 도시의 고령화가 시작

주) 2020년상반기국내요양시설부당청구기관비율 80%로지속증가추세



2. 해외 사례
1) 미국과 일본의 민간기업 요양 시장 참여 현황

◦ 미국은 고령화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시장이 형성, 수익성이 입증된 후 다양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75세이상후기고령자증가, 노인독거및부부가구증가에따라기존의정책으로한계가있음을절감하고 2011년고령자주거법개정을통한각종지원제도를통해
민간의참여를확대시켜서비스가있는고령자주택, 유료노인홈공급확대추진

미국 Long-term Care Providers 현황

7.2%

23.5%

69.3%

정부 등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

Long-term Care Providers and Services Users in the United States, 2015–2016

일본 개호 시장의사업자 유형 현황

53.1%

14.4%

6.6%

9.7%

12.3%

3.9%

주식회사 의료법인

의료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유한회사 기타

⚪ 주식회사의 비중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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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국과 일본의 소유와 운영 분리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대규모 자본이 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이를 전문운영업체가 장기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생태계 구축

- 노인 비즈니스에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 요인을 전문 운영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시설 개발 및 소유 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 유입

-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도심지역 내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

요양 시장의기회와 위험 요인

•급속한 고령화 속도
•후기고령자와 노인독거
세대의 증가 지속

•운영과정상빈번한
Claim 제기 가능성

•노인 건강 및
인지상태의 지속적저하

•사고 원인 규명 어려움
•보호자의이해 필요
•고령자 지불여력 유지
여부

기회요소 위험요소

[소유와 운영 분리하는 사업 구조]

개발/소유 회사

요양 시설 운영업체

운영 1

민간 자본 (투자자)

리스크가
회피된 투자

요양 시설 운영업체

.. 운영 n

운영 리스크
헷지

운영 리스크헷지를 통한 대규모 자본 유입

◦ 노인 비즈니스의 본질적위험을 전문 운영 회사로 헷지

◦ 개발/소유 기업에 대규모 투자 유입
- 노인요양시설의 개발과 운영 사업자가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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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안정적 기대수익 가능한 비즈니스이나 사업 속성상 제어 어려운 위험이
상존
- 민간기업 시장 참여의 허들

◦ 미국과 일본의기업들은 일찍부터 요양 시장에 진출하여경험과 운영 역량을
축적

주) 우리나라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시작되었으나 개인사업자중심으로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 부족

자산운용사, REITs 등



2. 해외 사례
2) 일본 보험사의 요양 시장 진출 현황

보험
그룹명

요양
사업자명

재가 요양사업(점포수) 시설 요양사업 (호실 수)

방문 개호 주야간 보호
재가

간병지원
유료
노인홈

서비스
고령자 주택

솜포 홀딩스 ㈜솜포케어 625 61 25,500

동경해상홀딩스
㈜동경해상
베타라이프

40 - 40 501 104

미츠이시미토모
㈜미츠이시미
토모케어넷

3 - 3 223 -

아이오이닛세이
㈜후레아이
서비스

- 4 - -

니혼생명
닛세이성례
건강복지재단

2 - 1 760 -

메이지야스다생명
㈜선비너스
타치가와

- - - 137 -

소니보험그룹
㈜Lifecare

Design
- - - 196 -

일본 보험사의요양 시장진출 배경및 현황

◦ 안정적인수익 창출
- 일본 요양 사업은 평균 영업 이익율이 8.4%로 안정적수익 실현
가능

◦ 시장 성장
- 2025년 약 20조엔 시장으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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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손보재팬홀딩스 기업IR]

1,443

8.1%

6.4%

9.3%

872 789 614
425

5.7%

3.2%

2위사 3위사 4위사 5위사

영업이익율

매출액 (억엔)

1위사

일본 보험업계는 요양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자회사 설립및 M&A 를 통해 요양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2. 해외 사례
3) 솜포 홀딩스 그룹의 요양 사업 참여 사례

⚪ 솜포 홀딩스 요양 사업 진출 배경
- 고객의 요구는 건강한 장수에 있음
- 요양 관련 보험상품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 종합서비스 제공 필요
- 솜포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분석을
목표로 하며 솜포케어가 기여

⚪ 2015년 M&A를 통해 요양사업진출
- 2018년 메시지, 솜포케어넥스트, 재팬케어서비스 3개사를 솜포케어로통합

◦ 사업 현황 미 실적
- 2019년 기준 매출 1,238억엔, 영업이익 117억엔(영업이익률 9.5%)
- 임직원 수 23, 387명
- 그룹 내 매출 비중 4%
- 개호 사업을 기반으로 자립 노인을 위한 사업, 치매관련 서비스 개발 및
식품 사업 등 관련사업으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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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양사업매출 순위
(2014년 기준)

와타미
인수

2012 2015

시더
지분투자

메시지
인수

2016

2社計 1,143億円

니치이社 1,443億円1

B社 872億円2
메시지社 789億円3

C社 614億円4
D社 425 億円5

와타미社 354 億円6
E社 332 億円7
F社 183 億円8
시더社 107億円9

◦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대도시 중산층이많은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전개
- 재택을 제외한입주 부분 일본 1위 사업자
- 유료노인홈 280개(17,320호), 서비스 고령자
주택 146개(7,678호)



3. KB골든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KB골든라이프케어는 어르신 케어 등 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목적으로 KB손해보험이 2016년 설립
- 2021년 7월 현재 노인요양시설 2개소와 주∙야간보호서비스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준비 중

KB골든라이프케어개요

⚪ 회사 설립 :  2016년 11월
⚪ 사업 영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자 본 금 :  260억
⚪ 주주 :  KB손해보험(100%)
⚪ 직 원 수 :  212명(2021년 5월 기준)

『안심과 희망을 주는 케어서비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노후를 보내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Vision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Care Service
제공 기업』

Mission

재가노인복지시설
(In-home)

노인의료복지시설
(Facility)

노인요양
시설1)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
주택 3)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2)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위례 빌리지(정원128명)

서초 빌리지(정원80명)

강동케어센터(정원49명)

위례케어센터(정원21명)

1차 사업 준비중

제공 중인 서비스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 심신이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3) 노인에게 주거시설을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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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과연계하여수요가확인된도심형요양시설 확대
-요양시설수요대비공급이부족하고노인인구증가율이높은서울, 수도권및지방대도시 우선 추진

서울

울산

세종

광주 부산

노인요양시설서비스확대

3. KB골든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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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 선진사등과의제휴등을 통해운영 프로세스, 서비스프로세스, 운영시스템등의 역량 고도화 추진하여전문 운영사업자로성장



◦ 노인주거복지시설확대를 통해 노인들의주거 안전과 생활편의성을제고하고주택의 추가
건설없이 다음 세대에 양질의주택을 공급하는효과 창출
- (노인 주거 안정)노년 생활에적합하게 지어지지 않은 기존 주택의 이용권을노인에서
청년 세대로양도하고, 노인들은주거복지서비스로안전과생활 편의성 제고

- (주택공급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노인의주택이 대도시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할 경우,
도심 주택 부족으로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주거 문제를 주택 추가 건설
없이 해결

요양시설 사업을 통해 확보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내 외부와 네트웍을 구축하여 비교적 건강한후기 고령자에게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편의성을 제고하고 주택의 추가 건설없이 다음 세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창출

3. KB골든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노인주거복지서비스추진

◦ 위례, 서초 빌리지 사업을통해 확보한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내 외부와 네트웍을
구축하여비교적 건강한 후기고령자를
대상으로노인주거복지서비스제공
- 요양 이전 단계의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생활의 불편함과불안함 해소를
위해 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노쇠 진전
속도를 지연하고요양원의입소 시점을
최대한 지연

⚪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와 노인 독거 및 부부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요구는 계속 커질 전망
- 2020년 15.3%인 전체 가구 중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 비중이

2035년 26.4%에 이를 전망

2020 2035

노인독거세대 노인부부세대

7.5%
7.8%

13.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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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세 시대 은퇴 이후노후의 시간이 길어 짐을 의미
-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과비례해 증가하지않아 건강하지 않거나
노쇠한상태로보내는 시간이 길어 짐

기대 효과

KB부동
산신탁

KB자산
운용

네트워크
(파이프라인)

구축

[내부] [외부]

외부
자산운용
사

부동산 개발
사업자

토지 및 건물 소유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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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골든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토탈 시니어 케어 체계 구축

Liiv ON
(부동산)

보험

PB

손보
헬스케어

요양

KB노인
주거복지시설

KB 토탈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건강관리

시니어 리빙

자산관리

금융서비스

시니어 라이프사이클 Journey 

Active(건강) Independent(노쇠) Assisted(요양)

Lifelog Data

Lifelog Data

Lifelog Data

시설

재택

건강 전노쇠-노쇠 요양

노인
주거복지
시설

빌리지
액티브

노인주거복지시설

재택
(홈케어)

헬스케어 방문 요양

KB 토탈 시니어라이프 솔루션

시니어라이프사이클 Journey에대응하여헬스케어–노인주거복지서비스–요양으로이어지는토탈 시니어케어 체계 구축



4.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

민간의 경우 토지와건물의 소유권을확보해야만요양시설의 설치가 가능

⚪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의 취지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

성 제고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이

해되나 도심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높아 요양시설 운영사업자

가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는 도심지역 내 요양시설 부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도시의 노인인구가 급증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시설이 없어 근교 및 지방으

로 입소해야 하고, 이는 요양 시설이 지역 돌봄 체계와 분리되는 문제를 낳

고 있음

노인요양시설설치기준 개선

⚪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

는 민간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신설하여 규제의 취지는살리면서 민간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유도

[특정 요건 제안]

임대/임차양 당사자가 모두 법인, 임차인이노인요양시설 운영을주요 목적사업으로할 것

 10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으로 안정적사용권을 확보할것

임차 법인이 자본금요건(100억 이상)을 충족할 것(무분별한 진출 및 난립 방지 목적)

계약서 내 계약 기간의 갱신, 전대 금지,임차료 인상 방법 등을 명시할 것

개선 건의 사항

기대효과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자본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의 협업 구조가

조성된다면 도심지역에서도 양질의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Aging In

Cities기반의 지역사회돌봄 체계 구축 가능

주)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에 현재 설치 주체가 공공인 경우 사용권 확보를 통해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20년 개정)하고 30인 미만의 요양시설의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사용권 확보를 통해 설치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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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개선 필요성



2

4.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

개선필요성

⚪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많은 자금의투입 필요

- 민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확보해야만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가능

⚪ 모회사와요양사업자회사간의 신용공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보험사들의요양사업진출이 활발해지고이를 통해 인프라 확충과

요양서비스의질적 향상 도모할 수 있음

- 많은 자본금의투입이 필요한 것은 보험사들이요양사업진출을 검토하나 실제 진출을

머뭇거리는 이유 중의 하나임

- 시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증자는 모회사의부담 요인이나 신용 공여 시 모회사의자산 운용

측면에서 접근 가능

⚪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않는 보험사와의형평성 고려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제22조(적정 담보 확보 기준 등) 제②항(담보확보
예외 규정) 5호의 일부 개정

◦ (현재) 자회사등이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하고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

◦ (개선 의견) 자회사등이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하고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영위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당해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

개선 건의 사항

주)금융지주회사감독 일부 개정이 곤란할 시 보험사의요양사업 자회사를
금융기관으로적극 해석 건의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2조(정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
제3조(금융업의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 관한규정
제2조(금융업의범위)에서보험업법제11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따른 업무를 『금융업』으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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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험사의 요양사업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비교 검토 내용

구분 신용 공여
담보 확보

비고
예외 규정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보험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자회사등의행위제한)
1. 다른 자회사등에대한 신용공여 : 당해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대한 신용공여의합계액 : 당해자회
사등의자기자본의 100분의 20

(금융지주법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
제한) 제②항) 
동일한금융지주회사에속하는자회사
등 상호간에신용공여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따라 적정한
담보를확보하여야한다. 다만, 자회사
등의구조조정에필요한신용공여등
금융위원회가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2조(적정담보
확보 기준 등) 제②항) 
법 제48조 제2항의단서규정에서 "자회사
등의구조조정에 필요한신용공여등 금융
위원회가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말
한다
5. 자회사등이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보유하고있는금융기
관에대한 당해자회사등의 신용공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2조(적정담보
기준 등)
1. 예·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이발행 또
는 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 
100분의 100

2.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정부투자기
관, 공공기관등이발행 또는보증한증권
에 의해 담보된채권 : 100분의 11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 100분의
130

보험사

보험업법제 106조(자산운용의방법 및 비율)
7. 동일한자회사에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4

없음 -

제116조(자회사와의금지행위)
보험회사는자회사와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1. 자산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무상으로양도하거나일반적인거래 조건
에 비추어해당보험회사에뚜렷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또는
재보험계약을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