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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의 막이 올랐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이 살아남기 위한 합종연횡의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경제환경 하에서 FTA는 국가경제의 장래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파급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가능한 한 

국익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한미

FTA는 어느 FTA보다 중요한 협정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최근에는 한미

FTA 자체를 두고 국내에서는 찬반양론의 여론이 비등하고 심지어는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본부 까지 결성함으로써 잘못하면 

국론분열의 양상으로 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해 볼 때 FTA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생

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고 국가경제의 장래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뜨거운 머리보다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이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FTA 가운데 금융서비스 부문의 

주요쟁점이 무엇이며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러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요쟁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국이 어떤 주

장을 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기존의 미국 FTA 협정문을 통해 본 예상쟁점사항

1. 협정문 목차와 본문의 주요내용과 예상쟁점사항

 



- 2 -

 1994년 1월1일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서부터 2003년에 체결된 미․싱가포르FTA와 

미․칠레FTA 및 2004년에 체결된 미․호주FTA 등 4개의 협정문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은 1994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의 기간 중에 체결

된 미국의 FTA가 상대국을 불문하고 협정문의 목차에서 본문에 이르기 까

지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우선 목차를 보면 제1조의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에서 시작하여 

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금융기관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과 같은 시장접근 문제, 그리고 최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서비

스의 국경간 거래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eces)1)와 신금융

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2), 규제의 투명성을 다루고 있는 투명성

(transparency) 조항,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금융서비스위원

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협상(consultations), 분쟁조정(dispute 

settlement) 조항에 이르기 까지 19-20조로 구성된 본문과 본문조항의 예외

적인 조치를 다루고 있는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1, 2, 3 참조).

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미․싱가포르FTA 협정문

의 예를 통하여 보면 제1조에서는 협정이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적용되며 공적퇴직 또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된 행위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협정문의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는 상대국 금융기관의 대우와 시장접근 문

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각각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

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상대국 금융기관의 수, 금융서비스거래규모, 금융서비스운용규

모, 고용인원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여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규정을 다루고 있다. 제8조에서는 

상대국금융기관의 고급경영진 또는 기타특정보직에 특정국적인의 참여요구

를 금지하고 상대국 금융기관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자국인으로 구성하도

록 하는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

1) 국경간 금융서비스는 일국의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지점 및 자회

사 설립 즉,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2) 타국의 영토 내에서는 공급되지만 일국의 영토 내에서는 공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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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5조, 제6조와 제15조에서는 금융상품 개방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eces) 조항에서는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공여와 자

국민의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 구입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경간 거래가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부속

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개방화 국제화와 

인터넷 전자통신의 발달로 앞으로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확대가 필요하

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도 전망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각국의 

금융시장발달 정도와 동 조치가 해당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

려하여 부속서에 명시된 금융서비스에 한하여 국경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

이다.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조항에서는 상대국 금융

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되 일국은 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

는 제도적 법제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있고 동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

간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주어야 하고 거부는 건전성만을 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신금융서비스 허용이 미국이 가장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의 하나일 것으로 전망된다4). 이는 건전성에 위협

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지만 

일국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는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5조에서는 보험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협상을 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1조와 제14조에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다루고 있다. 금융서

비스 규제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여야 하며(제11조)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고 공정한 방향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여기

서 규제의 투명성이란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금융시장접근

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와 정책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

인 투명성제고 조치로는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활동에 영

3) 그러나 미국은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미국통화감독청이 총이사수의 소수범위내에서 시민권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은행(a national bank)의 모든 이사는 미국시민권자여

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계획서에 포함하고 있다.  

4) 미국 등 선진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금융서비스 부속서에서도 신금

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제한 없는 양허를 요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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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규제내용은 늦어도 적용되기 전에 발간되어야 하며 사전에 제안

된 규제내용에 대하여 관계자나 상대국이 코멘트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가 부여되어야 하고 금융서비스 공급신청과 관련해서는 규제당국은 늦어도 

120일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등 선진

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본 바로서 이미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General Agr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에도 반영되어 있

는 내용이다. 

또한 일국이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자로 하여

금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할 때

는 동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하며(제12조) 양국은 자국영토내에 설립된 상대국 금융기

관으로 하여금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제도(payment and clearing 

system)와 공적인 자금조달 및 리파이낸싱 제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이상의 협정 적용이 유보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0조 예외조항 (exceptions)에서는 일국 영토내에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예금자 보호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도입을 허용하고 제9조 비적용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조항에서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부속서의 이행계획

서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

다.

나머지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정의 이행사항 점검과 분쟁조정절

차를 다루고 있다. 제16조에서는 양국의 금융서비스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 

협정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

조에서는 일국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을 요구받은 상대국은 능동적으로 참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

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록 4 참조).

이를 요약하면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

8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 (제5조, 제6조와 제15조), 규제의 투명성 제고 (제11조와 

제14조)를 규정하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각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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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협정문의 목차에서 본문에 이르기 까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인 바 이는 미국이 시기나 상대국에 관계없이 적어도 지

난 10여년 동안 일관되게 이런 조항을 관철시켜 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

다.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이 안된 나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금

융상품의 개방이 저조한 나라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개방을 요구하며 규제

가 불투명한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한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주장을 예외 없이 제기해 올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 동안 OECD 가입과 금융위기를 겪어면서 외국금융기관의 한

국시장접근, 즉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개방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짐으

로써 오히려 외국인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과도한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접근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유지해 오

고 있고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신금융상품공급과 새로운 보험서비스제공 및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거래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측 입장에서

는 이 문제가 상당히 진통을 초래할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투명

성에 대해서도 그 동안 한국 금융규제상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

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협정문 부속서의 주요내용과 예상쟁점사항

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협정문 본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상품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

상품 개방,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일관되게 다루되 부속서에서는 각국의 여

건을 반영하여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적용을 유보하거

나 배제할 수 있는 내용과 이행계획, 그리고 양국간의 협상에 의한 특별의무

조항을 다루고 있다.

먼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해상운송 상업

비행 국제운송상품 관련 보험, 재보험과 재보험이전, 보험보조서비스, 보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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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 보험상품과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예금과 기타자금

의 수취 서비스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보조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

면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부록 5, 9 참조). 

주목되는 점은 보험 가운데서도 일반국민이 보다 광범위하게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허용되는 국경간 거래 서

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은행예금대출업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는 생명보험, 은행예금대출 등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국내외금리차에 

따른 빈번한 자금이동, 자금의 해외유출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뿐

만 아니라 많은 일반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외국 금융서비

스 공급자가 부실해 질 경우에는 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거래 및 금융리스를 가능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포함하

고 있다.  즉 미국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에 자회사나 지사의 설립, 즉 상업

적 주재 없이 싱가포르 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

을 거래하거나 금융리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단기금

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국경간 거래 허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

융시장의 단기적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싱가포르가 

이를 허용한데는 아마도 싱가포르가 이미 상당히 발전된 국제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단기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수용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더불어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싱가포르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반대로 미국은 

이러한 금융상품을 가능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부

록 5 참조).  

이러한 미국의 기존 FTA 협정문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관련 부속서

를 토대로 볼 때 한미FTA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해상보험 운

송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포르에서와 같이 그 외 다른 금융상품들도 

협상의 대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이행계획서와 특별의무조항

다음으로 협정본문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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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협상에 의한 특별의무조항를 살펴 보면 먼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세계유수의 국제금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소유

구조 및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ATM 등 서비스 이용면에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을 보면 완전한 은행업무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

는 외국은행 수를 6개로 제한하고 있고 신규 도매은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

한을 두고 있으며 외국은행은 지점도 하나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의 FTA 타결로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하나의 완전한 은

행영업허가와 두개의 추가적인 지점인가를 한 후, 완전한 은행업무허가에 대

한 수량제한을 협정발효 18개월 후부터 철폐하고, 신규 도매은행 허가에 대

한 수량제한은 협정발효 3년 후부터 철폐하며, 지점설치도 협정발효 즉시 

30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협정발효 2년 후 부터는 지점설치에 대한 수

량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1월1일 이전, 그 이후

에는 매 3년마다 양국은 미국금융기관의 싱가포르 법인 은행의 취득에 관하

여 잔존하는 규제에 대하여 협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구조면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은 단독 또는 

관계인과 연대하여 싱가포르 법인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 또는 

관계인이 싱가포르 법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 또는 투표

권의 5%, 12%,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미국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은행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단독 또는 관계인과 연대하여 

싱가포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 또는 관계인이 싱가포르 

금융회사의 지분 또는 투표권의 5%,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통

화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정 한도를 초

과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싱가포르 재무부와 통화청은 부적절한 지배 방지, 

일반대중의 이익보호,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송금가게, 환전상은 동업무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인이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지배구조면에서는 미래의 은행부문 자유화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은행

과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상의 필요조건, 금융회사 지점수에 대한 제한 등 최

혜국대우조항이 일부유예 또는 배제되는 새로운 비적용조치를 도입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물거래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설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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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는 고객을 위한 

금융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내 법인형태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에 싱가

포르 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거래는 포함하

는 반면 금융선물거래는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국경간 거래를 

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는 우선 싱가포르 영토 밖에서 조직

된 금융기관이 싱가포르 영토내의 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자문과 포트

폴리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2006년 1월1일 이전에 

양국은 서비스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싱가포르의 추가적인 자유화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생명보험상품, 연금

기금관련상품, 투자연계상품을 제외한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

지 않으며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불가가 아닌 한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험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

나 여전히 생명보험상품, 연금기금관련상품, 투자연계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역외은행(offshore banking)은 싱가포르 비은행 거주

자(non-bank residents)에게 동시에 5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싱가포르달러 

신용의 제공, 저축계정 개설, 이자부 싱가포르달러 예금 수취 등을 할 수 없

도록 역외은행 업무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속서에는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국은 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적 법제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있고 건전성을 이유로 제공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특별한 유보 없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허

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부록 6, 8 참조).

다음으로 협정본문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와 

양국간의 협상에 의한 특별의무조항의 칠레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외국금

융기관의 시장접근에서는 양국은 그 나라의 영토내에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대국의 투자자에게 국내법에 의해서 가능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허용된 금융기관의 설립을 수량제한 없이 허가하여야 하며 그 나라의 영토

내에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국의 투자자에게 국내법에 의해서 가능

한 모든 금융서비스 공급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금융기관의 설

립을 허가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는 기존 금융기관의 인수도 포함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은행의 경우에 지점과 해외본점간의 거래에서 양

자를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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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배구조면에서 칠레에서는 주식중개인 및 증권대리점 영업을 하는 

법인은 동 법인의 이사, 관리자, 법인대표는 칠레인 또는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해

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영토 밖에서 조직된 금융

기관이 자국 영토내의 투자기구에 투자자문과 포트폴리오관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주식중개와 대리점 영업, 뮤철

펀드운영, 투자펀드운영, 외국인자본투자펀드운영, 증권화 활동, 증권거래소 

및 선물 옵션 기타유사상품의 청산소, 신용위험평가활동과 분석, 주택담보대

출관리 등은 모두 칠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특수목적회사, 합자회사 등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부문의 국경간 서비스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요구가 필요하지 않

으며,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불가가 아닌 한 합리적인 기간내의 승인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발효 4년 이내에 칠레는 미국보

험공급자에게 지점설치를 허용하여야 하나 이 경우 칠레는 지점특성, 구조, 

모점과의 관계, 자본요건 등 제반규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보

험중개는 외국보험중개인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으나 칠레법에 의한 강제보

험과 사회보장관련 보험은 칠레 밖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밖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칠레에서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다소 엄격한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칠레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은행, 법인, 주식중개인 및 

증권대리점만이 공식외환시장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 주식중개인 및 증권

대리점이 공식외환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칠레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칠레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거주에 관계없이 칠레인이 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칠레중앙은행이 

채택한 환율규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기관투자가

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자본투자펀드의 관리는 칠레에 주소를 둔 법적인 대

표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자본투자펀드의 자본은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부속서에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일국은 특정 금융서비스나 활동

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부록 10,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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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협정본문 부속서의 이행계획서와 특별의무조항

의 내용을 보면 이번 한미FTA에서도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소유구조와 지배

구조, 신금융서비스, 외환거래, 안전장치 등에서 한국의 특수한 여건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대국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

은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은행의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외국은행의 

지점과 사무소의 설치가 일부 주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5) 외국은행이 소재

주(home state) 밖의 은행과의 합병에 의한 지점설치를 통하여 주간

(interstate)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대우를 받아야 한다.  둘

째,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미국통화감독청이 총이사수의 소수범위내에

서 시민권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은행(a national ban

k)6)의 모든 이사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한다. 셋째, Edge 회사(Edge 

cooperations)7)의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의 미국자회사로 제

한한다. 넷째, 미화 10만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외국은

행은 부보은행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외국은행들은 투자자문기관으로 등록

하여야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보험과 관련하여 미

국은 GATS 16조8)의 의무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채택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는 등이다(부록 7, 11 참조).

III. 영향과 대응전략

1. 영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상품의 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에는 이미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5) -지점과 사무소 설치 금지 주: 알라바마, 캔자스, 노스다코다, 와이오밍

   -사무소설치는 허용, 지점설치만 금지하는 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웨스터버지니아

6) 미국의 은행제도는 주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주정부의 감독을 받는 주은행(state bank)과 연방정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연방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전국은행(national bank)으로 구성되는 2

중은행제도로 되어 있다

7) Edge회사(Edge cooperations)는 국제은행활동을 위해 설립된 미국은행을 말한다

8) 서비스공급의 시장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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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개방되어 있다9). 따라서 이번

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방 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이

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금융시장에 이어서 금융상품의 개방이

라는 금융산업 개방의 마지막 단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상품의 허용 등 금융상품의 전면 개방은 한국금융산업

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첫째,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보면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FTA 협

정문을 보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는 아직 까지는 대부분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서비스만 포함되고 있다. 그런

데 한국은 이미 1999년에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등 일부보험과 투자자

문업 및 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칠레 호주 등과  체결한 기존의 FTA 협정문 수준에서 국경간 금융

서비스 거래를 요구해 온다면 그 영향은 현재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정문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자

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및 은행예금대출업무 등을 협정문에 

포함할 경우에는 국내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으로 생각된다. 일반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주

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만 없

어진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이체가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세계적으로 명

망 있는 유수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금융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하에서 자산의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외국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며 국내외금리차이도 자금유출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잘못하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산업이 적

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되고 경우에 따라

서는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국내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9) 현재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비율 한도)는 10%(지방은

행은 15%)인 바 10%, 25%, 33%를 초과할 때 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지분한도

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소유지분한

도를 4% (지방은행은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과의 합작은행의 경우에는 1개 

은행에 한하여 10%, 25%, 33%를 초과할 때 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지분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도 내국인 지분율은 외국인지분율을 상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행법 제15조 및 16조) 오히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최근에는 내국인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이와 같이 지나친 금산분리정책에 대해서 재

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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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싱가포르에서와 같이 한국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거래를 가능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포함할 것인지 하

는 문제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의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금

융거래를 국경간 거래에 포함할 경우 국제금융거래의 활성화로 한국 금융시

장의 국제금융시장으로의 발전은 분명히 한 단계 엎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과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비하여 턱없이 작

은 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국제금융시장규모를 감안해 볼 때 단기금

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국경간 거래 허용은 금융시장의 단기적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 예외조항을 거의 두

고 있지 않아서 미국이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은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 미국이야 말로 자유화된 금융여건과 막대한 금

융자본 및 세계시장이라는 무한한 수요를 배경으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

달하여 금융상품의 경쟁력이 세계 어느 곳 보다도 높은 곳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금융상품에 관한 한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규제

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는 첨단 금융상품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반면,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에

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특히 첨단의 금융공학이 응용

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클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금융상품의 등장은 자유화된 외환거

래와 맞물려 빈번한 자본유출입으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미국은 특히 

보험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상품승인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셋째, 규제의 투명성 제고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규제가 많으면 

많을 수록 해당 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해당 시장의 발달은 늦어지게 마

련이다. 금융산업과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커다란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자본시장통합법을 선보이고 앞으로 금융규제가 포괄주의



- 13 -

(negative system)로 이행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이나 GATS 협정문을 보면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의 투명성은 단순히 이러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국으로서는 도입되는 규제내용

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대국의 코멘트도 받아야 하고 적용 전에 반드시 문서

로 발간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일 내

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등의 조치가 오랫동안 창구지

도방식에 익숙해져 온 한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문서주의를 토대로 한 미

국방식의 규제절차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못하면 루프홀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거나 문서정비 부담과 레드테이프문

제 발생으로 문서주의에 익숙해 오지 않은 국내 금융관들에게 새로운 부담

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10). 

2. 대응전략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상품 개

방,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의제로서 협정서 본문에 기본적으로 포함

되되 한국 금융의 건전성 유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 중 어떤 조

항을 어느 정도로 적용을 유보하거나 배제할 있도록 부속서에 반영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번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은 한편

으로는 어떻게 하면 한국금융산업을 글로벌경쟁에 노출시켜서 한 단계 발전

시킴으로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금융허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과도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외국자본의 한국금융지배현상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

을까 하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일견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

기도 하는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최근 미국

이 체결한 FTA 협정문 부속서에서와 같이 한국도 부속서에 포함될 것으로 

10) 1986년 영국이 빅뱅(Big Bang)이라고 불리는 금융자유화를 단행한 후 영국국제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이 크게 늘어난 문서주의에 익숙한 미국계 금융기관에 비하여 불문율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계 

금융기관들에게 늘어난 문서정비와 레드테이프가 영국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Gorge H. Webb,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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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국경간거래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본문의 적용유

보나 배제 또는 이행계획을 다루고 있는 이행계획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별의무조항의 내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첫째,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서 아직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문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및 은행예금대출업무 등을 협상의제로 요구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산업과 소

비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문의 국경간 거

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미국․호주 FTA 협정문을 

지렛대로 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허용은 단호히 거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싱가포르도 금융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아직 상업적 주재를 통한 

거래만 허용하고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국제투기자금 거래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역외은행 업무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문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외국금

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 하에서도 국내소비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국경간 거래에 대비한 감독체계 마련,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

호장치와 국가간 분쟁절차 마련 등의 제도정비11)와 더불어, 수익성과 건전

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둘째,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은 미국이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금융상품이 규제지속 등으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한국의 입장에

서는 국내 금융상품의 발달정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품별로 허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겠으나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미국․호주 FTA 협정문에서 살

펴본 것처럼 미국은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FTA 협정에서 일국은 신금융서비스가 제

11)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국가의 감독체계와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국가의 감독체계와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처음에는 이용국가 감독체계의 

적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점차 제공국가 감독체계와 조율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신용상, 2006).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분쟁 발생시 양국이 패널을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는 감독체계 차이에 따른 분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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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제도적 법제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있고 동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

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국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금융상품, 주식관련상품, 

채권관련상품, 외환관련상품, 파생금융상품, 보험관련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경쟁력을 점검해 본 다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분

야인지, 개방가능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므로 외국인자본투자펀드의 자본은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든지 특정 금융서비스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처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safe guard)를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 중의 하나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

자의 수요를 창출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여건에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꽃피울 수 없다. 감독과 규제는 영업규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중심 규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규제를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미국의 예상되는 신금융상품 허용요구

에 맞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

과 금융상품의 발달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

는 정책, 즉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두 정책을 어떻게 조

화롭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키논(1991)의 금융자유화의 순서를 다시 상기해 볼 필

요가 있다. 메키논은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하에 있던 개발도상국

이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를 할 때 국내 금융규제완화(financial 

deregulation)를 먼저하고 대외 금융개방(financial opening)을 나중에 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규제완화를 먼저 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 다음 금융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16 -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이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추진된 대외적인 금

융개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내금융규제완화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

써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외국지배를 초래한 결과를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풍부해진 유동성을 배경으로 금융선진국들의 

개도국들에 대한 금융시장개방 압력은 크게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개도국

입장에서도 개방을 통하여 그 동안 금융억압 등으로 낙후되어 왔던 금융산

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개도국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저항은 그동안 금융규제에 따른 지대

를 향유해 온 규제당국, 더 나아가서는 그를 매개로 이루어져 온 정경유착 

세력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데도 일부 원인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 진행된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교훈을 상기

해 볼 때 이번의 금융상품 개방에서는 먼저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규제를 완

화12)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가능한 한 제약 없이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의 출

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의 상품설계나 판매경쟁력을 높이

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협상에서 반영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금융상품 허용에 대한 이행

계획은 최근 자본시장 규제완화와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

시장통합법의 시행스케쥴에 맞추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규제의 투명성 제고면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

의 금융시장접근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객

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관리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커다란 이

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철저한 문서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방식의 투명한 

규제절차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상의 루프홀로 인한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불필요한 문서정비 부담과 레드테이프문제 발생

12) 규제완화는 규제당국의 조직을 개선하지 않고 규정만 개정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중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독립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원 내부조직

화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축소단일화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최근에 제

기된 바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최근 외환은행 매각관련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사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당시 최소한의 사무국 기능만 필요하다고 하던 금융감독위원회

가 오늘날의 독립된 부서로 확대된 것이다. IMF도 운영면에서나 재정면에서 독립적인 금융감독기

구로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IM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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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과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특별조치사항으로 현재 금

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각각 정보통신부와 농림부의 감독을 받고 있

는 우체국보험과 농협보험에 대하여 감독요건면에서 불공평한 특혜라고 주

장해 오고 있는 미국측의 주장,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예상되는 은행에서 판

매가능한 보험상품에 대한 범위 확대 요구 등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기될 지도 모를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 자본금의 불인정 문제, 즉 

지점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금조달 등을 하도록 하는 문제는 미국․칠레FTA 

협정문에서도 외은지점과 해외본점간의 거래는 양자를 독립된 개체로 간주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원용하여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금융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어떤 분야 어떤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분야 어떤 상품들이 개방과 더불어 보호육성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파악하여 사안별로 적용의 유예나 배제 또는 특별조치사항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융의 국제화로 한국금융의 미국진출도 적지 않

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미국진출 한국금융기관이나 재미교포 금

융기관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파악하여 특별조치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농업 등 다른 부문처럼 집단적으로 의

견을 표출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금융은 국민경제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므로 오히려 더욱 세심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부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추진과 더불어 FTA 발효에 대비하여 필요한 내부제

도정비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방에 앞서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함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국부유출과 과세문제가 사회적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하는 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점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선진

국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체계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감독체계의 차이에서 초래될 수도 

있는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미흡한 소비자 투자자 보호제

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소규모개방경제이고 특히 아직 외

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금융상품의 개방으로 국제투자자금, 특히 투

기자금의 유출입이 더욱 빈번해 지는 데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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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빈번한 금융

상품거래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국 당국자가 참가하는 금융서비스위

원회와 같은 패널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널만으로 원만한 해결이 어

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 아

직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요쟁점을 파

악하기는 어렵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국이 어

떤 주장을 해 올 것인가를 예상해 보고 동 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검토해 본 것이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을 보면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

융상품 개방,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규정하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

우 또는 각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NAFTA에서부터 2004년에 

체결된 미국․호주FTA에 이르기 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일관되게 이런 조항

을 관철시켜 오고 있다.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이 안된 나라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을 요구하고, 금융상품의 개방이 저조한 나라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개

방을 요구하며 규제가 불투명한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주장을 예외 없이 제기

해 올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접근면에서는 이미 거의 완전하다시

피 개방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허용,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개방은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개방에 이은 금

융개방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방이 외국자본

의 지배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 없이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달을 통한 동북아금융허브의 꿈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양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한편으로는 금융상품의 개방으로 한국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동북아금융허브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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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미 과도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외국자본의 한국금융지

배현상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해

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바람

직한 방향은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먼저 완화하여 국내금융상품의 발

달과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 후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금융상품의 수준과 국내금

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개방

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필수적이므로 트레이드엎 관계에 있는 보호와 개방 

사이의 최적점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된

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과도한 보호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과도한 개방은 외국금융자본의 지배를 심화시키므로 취약한 부문은 어느 정

도 보호를 하되 항상 긴장이 유지되는 정도의 개방을 해 나가다가 마침내는 

완전한 글로벌경쟁에 노출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금

융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어떤 분야 어떤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

고 어떤 분야 어떤 상품들이 보호육성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파악하여 

사안별로 적용의 유예나 배제 또는 특별조치사항에 반영해 나감은 물론 미

국진출 한국금융기관이나 재미교포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파

악하여 특별조치사항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다 확

대될 금융상품의 개방에 부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과도한 국부유출 방

지를 위한 조세체계의 정비, 외환시장 불안정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

치 강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분쟁절차 마련 등 내부제

도도 아울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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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미국 싱가포르 FTA 제10장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목차

제1조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제2조 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제3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4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eces)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제7조 특정정보의 처리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제8조 고급경영진과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제9조 비적용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제10조 예외조항 (exceptions)

제11조 투명성 (transparency)

제12조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제13조 지급결제제도 (payment and clearing system)

제14조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제15조 보험서비스의 신속제공 가능성(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제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제17조 협상 (consultations)

제18조 분쟁조정 (dispute settlement)

제19조 금융서비스의 투자분쟁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제20조 정의 (definitions)

<부속서>

부속서A 제5조의 적용 (application of article 5)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부속서C 특별의무조항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D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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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미국 칠레 FTA 제12장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목차

제1조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제2조 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제3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4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finanical institutions)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eces)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제7조 특정정보의 처리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제8조 고급경영진과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제9조 비적용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제10조 예외조항 (exceptions)

제11조 투명성 (transparency)

제12조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제13조 지급결제제도 (payment and clearing system)

제14조 보험서비스의 신속제공 가능성(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제15조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제16조 협상 (consultations)

제17조 분쟁조정 (dispute settlement)

제18조 금융서비스의 투자분쟁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제19조 정의 (definitions)

<부속서>

제5조 국경간거래(cross-border trade) 부속서

제9조 특별의무조항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

제11조 투명성 (transparency) 부속서

제15조 금융서비스당국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부속서

이행계획서 (schedule)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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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미국 호주 FTA 제10장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목차

제1조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제2조 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제3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4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finanical institutions)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eces)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제7조 특정정보의 처리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제8조 고급경영진과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제9조 비적용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제10조 예외조항 (exceptions)

제11조 규제의 투명성 (regulatory transparency)

제12조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제13조 지급결제제도 (payment and clearing system)

제14조 보험서비스의 신속제공 가능성(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제15조 승인 (recognition)

제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제17조 협상 (consultations)

제18조 분쟁조정 (dispute settlement)

제19조 정의 (definitions)

<부속서>

부속서A 국경간거래(cross-border trade)

부속서B 특별의무조항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C 금융서비스당국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이행계획서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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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미국 싱가포르 FTA 제10장 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제1조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적용. 공

적퇴직 또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행위와 서비스에는 비적용

제2조 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내국인 

대우

제3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최혜국대

우

제4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상대국금융기관의 수, 금융서비스거래규모, 금융서비스운용규모, 고용인

원에 대한 규제철폐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eces)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부속서에 명시된 서비스공여 허용

자국민의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 구입 허용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일국은 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적 법제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있

고 동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합리적인 시간내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전성이유로만 거

부할 수 있음

제7조 특정정보의 처리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금융사건 관련정보,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고

객 계정, 대외비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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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급경영진과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상대국금융기관의 고급경영진 또는 기타특정보직에 특정국적인의 참여

요구 금지. 상대국 금융기관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자국인으로 구

성하도록 하는 요구 금지

제9조 비적용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부속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 협정 비적용

제10조 예외조항 (exceptions)

일국 영토내에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예금자 보

호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 도입 허용. 

제11조 투명성 (transparency)

금융서비스의 규제 투명성 제고

제12조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일국이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자로 하여금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할 때는 동 자율규제기관으로 하

여금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제13조 지급결제제도 (payment and clearing system)

양국은 자국영토내에 설립된 상대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제도와 공적인 자금조달 및 리파이낸싱 제도를 이

용하도록 허용. 동조치가 최종대부제도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님

제14조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

으로 관리되도록 조치

제15조 보험서비스의 신속제공 가능성(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양국은 보험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치 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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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대하여 인식

제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양국은 금융서비스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를 설치하여 이 협정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쟁조정절차에 참가

 

제17조 협상 (consultations)

일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을 요구받은 상대국은 능동적으로 참가

제18조 분쟁조정 (dispute settlement)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

제19조 금융서비스의 투자분쟁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제20조 정의 (definitions)

<부속서>

부속서A 제5조(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의 적용 (application of article 5)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부속서C 특별의무조항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D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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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미국 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허용 주요내용

<싱가포르측>

o 재보험과 재보험이전, 보험보조서비스, MAT (해상운송 상업비행 우주여행 

국제운송상품) 관련 보험, 재보험중개, MAT중개 등 보험 및 보험관련서

비스

o 금융리스,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및 관련소프트웨어 제

공, 싱가포르 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거래, 

기업금융자문서비스, 예금과 기타자금의 수취 서비스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보조서비스

<미국측>

o 해상운송 상업비행 우주여행 국제운송상품 관련 보험, 재보험과 재보험이

전, 보험보조서비스, 보험중개

o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및 관련소프트웨어 제공, 예금과 

기타자금의 수취 서비스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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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미국 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부문 

싱가포르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o 미래의 은행부문 자유화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은행과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상의 필요조건, 금융회사 지점수에 대한 제한 등 최혜국대우조항에 

새로운 비적용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o 금융회사의 외국인지분 자유화조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외국인지분 또

는 투표권이 12%를 넘어설 때 취득인가조치(a 12% approval threshold 

for acquisition)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o 싱가포르는 외국은행이 싱가포르내 법인화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중요하다

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를 보유함

o 현재 완전한 은행업무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외국은행 수를 6개로 제한

하고 있는데 동 수량제한 규정을 미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18개월 후부터 철폐함

o 현재 외국은행은 한개의 지점만 허용되고 점포외(off-premise) ATM설치, 

ATM 네트워킹 설치, 판매시점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를 이용한 출금서비스(debit service)

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완전한 은행업무허가를 받은 미국은행에 대해서

는 자유무역협정발효 즉시 30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동협정 발효 2

년 후 부터는 동 제한을 철폐함. 아울러 ATM 네트워킹 설치, 전자자금이

체서비스를 이용한 출금서비스(debit service)도 허용함. 외국은행에 대하

여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은행에 의해 운용되는 ATM 네트워킹 참

가는 싱가포르법인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2년6개월 후, 싱가

포르 법인이 아닌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동협정 발효 4년 후부터 허용함

o 신규 도매은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는데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동 수량제한을  철폐함. 도매은행에는 25만 싱가포르달

러 미만의 싱가포르달러 고정예금 수취, 저축계정 개설, 이자부 싱가포르

달러 당좌계정 운용, 싱가포르달러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 발급이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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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음

o 역외은행(offshore banking)은 싱가포르 비은행 거주자(non-bank 

residents)에게 동시에 5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싱가포르달러 신용의 제

공, 저축계정 개설, 이자부 싱가포르달러 예금 수취 등을 할 수 없음

o 외국인은 단독 또는 관계인과 연대하여 이미 미국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은행을 제외한 싱가포르 법인 은행을 지배할 수 없

음. 개인 또는 관계인이 싱가포르 법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 또는 투표권의 5%, 12%,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재무

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싱가포르 재무부는 동 한도초과를 허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지배 방지, 일반대중의 이익보호,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o 외국인은 단독 또는 관계인과 연대하여 싱가포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 개인 또는 관계인이 싱가포르 금융회사의 지분 또는 투표권의 5%,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싱가포르 통화청은 동 한도초과를 허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지배 방지, 일

반대중의 이익보호,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o 송금가게, 환전상은 동업무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인이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o 싱가포르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설립 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o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는 고객을 위한 금융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내 

법인형태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싱

가포르내에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싱가포르에 설

립된 자회사를 통하여 될 수 있음

o 보험중개인 등은 싱가포르법인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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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미국 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부문 

미국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o 미국통화감독청이 총이사수의 소수범위내에서 시민권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함

o Edge 회사(Edge cooperations: 국제은행활동을 위해 설립된 미국은행)의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의 미국자회사로 제한함

o 미화 10만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은 부보은

행자회사를 설립해야 함

o 외국은행들은 투자자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o 외국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음

o 외국은행이 소재주(home state) 밖의 은행과의 합병에 의한 지점설치를 

통하여 주간(interstate)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대우를 받

아야 함 

o 외국은행의 지점과 사무소의 설치가 일부 주에서는 금지되어 있음

-지점과 사무소 설치 금지 주: 알라바마, 캔자스, 노스다코다, 와이오밍

-사무소설치는 허용, 지점설치만 금지하는 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

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웨스터버지니아

o 보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GATS 16조의 의무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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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미국 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부문 특별의무조항 주요내용

o 부속서 이행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미국 금

융기관에 대하여 하나의 완전한 은행영업허가와 두개의 추가적인 지점인

가를 하여야 함

o 2006년 1월1일 이전에 양국은 서비스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싱가포르의 추

가적인 자유화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야 함

o 싱가포르는 생명보험상품, 연금기금관련상품, 투자연계상품을 제외한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불

가가 아닌 한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함. 이 조항은 신금융상품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o 2007년 1월1일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양국은 미국금융기

관의 싱가포르 법인 은행의 취득에 관하여 잔존하는 규제에 대하여 협상

하여야 함

o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영토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싱가포르 영토내의 

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자문과 포트폴리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허용하여야 함

o 싱가포르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비은행 발급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충전

카드의 싱가포르 은행들에 의해 운영되는 ATM 네트워크에 접근을 고려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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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미국 칠레 FTA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허용 주요내용

<칠레측>

o 국제해상운송 국제상업비행 국제운송상품 관련 보험, 보험중개, 재보험과 

재보험이전, 등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

- 국제해상운송, 국제상업비행, 국제운송상품에 대한 보험판매와 중개는 

협정발효 1년 후 또는 칠레가 필요한 법개정을 완료하였을 때 적용함

o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관련 중

개 및 신용조회와 분석업무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보조금융서비스

<미국측>

o 해상운송 상업비행 우주여행 국제운송상품 관련 보험, 재보험과 재보험이

전, 보험보조서비스, 보험중개

o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관련 중

개 및 신용조회와 분석업무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보조금융서비스

<양측> 

o 국경간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일국의 의무조항이 해당국이 그러한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국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해당국내에

서의 증권공개모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o 일국은 국경간 투자자문서비스 공급자에게 규제와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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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미국 칠레 FTA 금융서비스 부문 칠레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o 은행은 칠레법에 의한 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하며 지점과 해외본점간의 거

래에서 양자는 독립된 개체로 간주됨

o 칠레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은행, 법인, 주식중개인 및 증권대리점만이 공

식외환시장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 주식중개인 및 증권대리점이 공식

외환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칠레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주식중개인 및 증권대리점 영업을 하는 법인은 칠레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동 법인의 이사, 관리자, 법인대표는 칠레인 또는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어야 함

o 뮤철펀드운영은 칠레법에 의해서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된 뮤철펀드관리회

사와 일반펀드관리회사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음

o 투자펀드운영은 칠레법에 의해서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된 투자펀드관리회

사와 일반펀드관리회사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음 

o 외국인자본투자펀드(foreign capital investment fund)운영은 칠레법에 의

해서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된 외국인자본투자펀드관리회사, 투자펀드관리

회사와 일반펀드관리회사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으며 외국인기관투자가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자본투자펀드의 관리는 칠레에 주소를 둔 법적인 대표

를 통하여 할 수 있음

- 외국인자본투자펀드의 자본은 출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외국으로 송금

할 수 없음

o 증권화(securitization) 활동은 칠레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의

해서 수행될 수 있음

o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s) 및 선물 옵션 기타유사상품의 청산소

(clearing houses)는 칠레법에 의해서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되어야 하며 

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소 회원인 주식중개인만이 청산소의 주주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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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o 신용위험평가활동과 분석은 칠레법에 의해 설립된 합자회사(partnership)

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자회사의 주파터너(공동경영자)

는 자본금의 60% 미만을 소유하여야 함 

o 주택담보대출관리회사(mortgage loan management agencies)는 칠레법

에 의한 회사로 설립되어야 함

o 주식중개와 증권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 및 보험중개활동 법인의 

관리자와 법적 대리인은 칠레인이거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어야 함

o 재보험중개는 외국보험중개인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음.

o 칠레는 금융재벌과 관련하여 자회사의 법인형태, 설립 등에 대해서 특정형

태를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o 칠레영토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칠레인이 

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칠레중

앙은행이 채택한 환율규제의 적용을 받음

o 기존의 정부기업(state enterprise) 또는 정부기구(governmental entity)

의 보유주식 또는 자산에 대한 이자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칠레는 

이자 또는 자산의 소유권과 외국인투자자의 권한 또는 외국인투자에 대하

여 제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o 칠레는 칠레국가소유 은행 중 하나인 Banco del Estado de Chile에게 칠

레정부금융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우위권 또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o 칠레법에 의한 강제되거나 강제될 수 있는 모든 보험과 사회보장과 관련

된 모든 보험은 칠레 밖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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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미국 칠레 FTA 금융서비스 부문 미국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o 미국통화청이 총이사수의 소수범위내에서 시민권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함

o Edge 회사(Edge cooperations: 국제은행활동을 위해 설립된 미국은행)의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의 미국자회사로 제한함

o 미화 10만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은 부보은

행자회사를 설립해야 함

o 외국은행들은 투자자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o 외국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음

o 외국은행이 소재주(home state) 밖의 은행과의 합병에 의한 지점설치를 

통하여 주간(interstate)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대우를 받

아야 함 

o 외국은행의 지점과 사무소의 설치가 일부 주에서는 금지되어 있음

-지점과 사무소 설치 금지 주: 알라바마, 캔자스, 노스다코다, 와이오밍

-사무소설치는 허용, 지점설치만 금지하는 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

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웨스터버지니아

o 보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GATS 16조의 의무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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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

미국 칠레 FTA 금융서비스 부문 특별의무조항 주요내용

o 각국은 그 나라의 영토내에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대국의 투

자자에게 국내법에 의해서 가능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허용된 금융기관의 

설립을 수량제한 없이 허가하여야 함. 또한 그 나라의 영토내에 금융기관

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국의 투자자에게 국내법에 의해서 가능한 모든 금

융서비스 공급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가

하여야 함.

-여기서 설립에는 기존 금융기관의 인수도 포함함

o 일국은 특정 금융서비스나 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o 부속서 사회서비스 관련 비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자에 의한 금

융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칠레는 위의 설립허가의무조항을 적용하며 경제

적 필요성 검정은 적용하지 않음

o 부속서 사회서비스 관련 비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저축연금계획

과 관련하여 칠레는 미국 금융기관, 미국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에 의

한 칠레에 설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내국인 대우

를 적용하여야 하며 미국투자자에게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o 각국은 각국 영토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토내의 투자기구에  

투자자문과 포트폴리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

o 각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요구 불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불가

가 아닌 한 합리적인 기간내의 승인, 상품도입빈도수에 대한 무제약 등의 

정책을 유지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o 부속서 보험시장접근 관련 비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정발효 4년이내에 

칠레는 미국보험공급자에게 지점설치를 허용하여야 함. 이 경우 칠레는 

지점특성, 구조, 모점과의 관계, 자본요건 등 제반규정을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