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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와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의 
도입,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 투자자보호수준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는 금융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 
그리고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의 전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대규모 금융상품거래 손실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보호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투자자보호제도를 크게 사전적․예방적 보호제도와 사후적․보전적 보호
제도로 구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규제는 주로 사전적․

예방적 보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의 금융규제법에 비하여 그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사후적․보전적 보호제도로서 투자자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적·예방적인 투자자보호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첫째,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둘째, 자본시장통합법상 사전적․예방적 보호제도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셋째, 
사후적․보전적 보호제도로서의 투자자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II. 자본시장통합법과 투자자 보호

1. 투자자보호의 기본방향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의 공백 제거,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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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준의 강화, 불공정거래규제의 강화를 투자자보호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째, 투자자보호의 공백 제거와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취급상품과 투자자보호의 대상상품을 확대함으로써 
종래의 유가증권 정의에 관한 “한정적 열거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요컨대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적 정의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제거한 것이다.

둘째,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원칙 하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분류와 함께 업무수행주체의 종류와 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한 것이다.

셋째, 투자자보호수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영업행위규제의 
일환으로서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불초청권유금지 등 새로운 투자권유규제와 
함께 투자광고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구축의무를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의무로서 도입하고 있다.

넷째, 불공정거래규제의 강화와 관련하여 내부자거래규제에서 내부자  범위의 
확대와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증권의 확대를, 그리고 시세조종규제에서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규제를 강화하여 간접적인 투자자보호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투자자 보호강화의 자본시장통합법상 의의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를 통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의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의 강화는 금융혁신의 성과를 분쟁해결
비용으로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의 강화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와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전문시장
(Wholesale Markets)에 대한 “규제의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를 그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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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투자자보호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면제함으로써 한정된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 전체적인 
규제수준의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III. 영업행위규제와 투자자 보호

1. 개관

자본시장통합법상 영업행위규제에서 새로이 도입된 투자자보호장치는 투자
권유규제와 투자광고규제 그리고 이해상충방지체제의 구축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투자권유규제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불초청권유금지 등과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2.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가. ‘투자권유’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투자성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법 제9조제4항)을 말한다. 투자권유의 개념은 자본시장
통합법상 투자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실무상
으로는 “투자광고”와의 구분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상대방의 특정성을 투자권유와 투자광고의 구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투자권유에 해당할 수 없고 주로 
투자광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구분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통신수단의 실시간성이다. 실시간 통신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투자권유에 
해당하게 되고, 비실시간 통신수단에 의할 경우에는 주로 투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구분기준을 조합하면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투자권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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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합성 원칙의 도입

적합성 원칙(Sitability Rule)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원래 미국의 증권법상 증권의 투자권유에서 
증권회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도입된 것을 금융투자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분류확인의무(법제46조제1항)이다. 자본
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에 차별성을 두는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투자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고객관계”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국 FSA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실요소에 기초한 ‘고객
관계’(client relationship)의 존부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을 고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의무의 본질
- 당해 관계가 상대방 당사자를 위하여 예컨대, 상대방 당사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일정한 상품이나 거래의 가공(customization)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
나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 당해 관계에 대한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
- 금융회사가 상대방을 고객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는지 여부
- 금융회사가 업무를 제공한다고 표명하였는지 여부
- 당해 관계가 수인자(fiduciary)나 대리인(agent)으로서의 의무 그 밖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둘째,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법제46조제2항)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에서 말하는 
적합성 원칙의 준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한 것이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다(법제46조제3항). 이 의무만을 일반적으로 적합성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적합성 확인의무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1) FSA, Implementing MiFID's Client Classification Requirements(August 2006), para. 4.3-4.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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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의무의 부과

자본시장통합법은 현행법상 일반민법상 계약당사자간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제47조).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설명의무도 
적합성 원칙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행법상  일반사법법리에 의존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사항, 설명방법, 설명정도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법제47조제1항). 시행령에서는 금융
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제53조제1항).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
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47조제3항).

둘째, 설명정도에 관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법제47조제1항). 그리고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
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제47조제2항).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시장참가자들 스스로 최선의 관행을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설명의무를 금융규제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용이한 손실회복수단을 제공하는 의미와 함께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판매권유체계를 사전에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각종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
하는 의미의 판매권유체계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각 
금융회사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설명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사후에 입증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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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을 것이다. 설명방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설명
방법의 선택에는 적합성 원칙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는 않지만, 동법상 적합성원칙의 취지를 설명의무의 이행
과정에도 적용하는 것을 특별히 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제재 이외에 일종의 민사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법제48조). 현행법상 금융투자
업자의 권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를 한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i)설명의무 위반의 
존재, (ii)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iii)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세 가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중에서 특히 손해액과 인과관계의 입증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설명의무 위반의 
존재만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그리고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추정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2)

라.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판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법제49조제3호, 제4호). 

첫째,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제49조제3호본문).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하는 상품으로 규정
하고 있다(법제49조제3호단서; 시행령제54조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요청이 없이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은 장외파생상품에 한정되는 것이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법제49조제4호본문).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2) 법제47조 ②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당해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Cf. 일본 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손해액의 추정) ①고객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본결손액은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
니함으로써 당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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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법제49조제4호단서). 시행령에서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
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제54조제2항; 규정제4-8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별로 다른 종류의 권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규정4-8조제2항제1호).

마. 투자성 있는 예금과 투자성 있는 보험

투자성 있는 예금과 투자성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상에서 살펴 
본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권유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각 상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투자성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불초청권유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투자성 있는 원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 부과된다(법제77조제1항). 투자성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투자성 있는 예금과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법제77조제2항).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투자성 있는 보험은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투자성 있는 예금이 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법상 예금은 민법상 금전소비임치로서 
원본보전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투자성 
있는 예금에 관하여 특칙을 둔 것은 은행법상 그러한 업무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바. 투자권유대행인제도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취득권유자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법제52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라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문판매조직의 육성을 통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권유행위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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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법제51조, 제52조제3항), 그 자격을 
전속의 개인으로 한정하며(법제51조제1항제1호),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 
규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제52조제2항),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법제53조). 그리고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법제52조제5항).

3.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법제57조제1항)를 말하는 것으로서 
투자권유와의 구분이 문제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우선 투자광고의 주체를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법제57조제1항).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소극적으로 포함
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우선 적극적 규제로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투자광고에 포함되어야 한다(법제57조
제2항).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의 적극적 규제사항으로서 추가하고 있다
(시행령제60조제1항). 다음으로 소극적 규제로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법제57조제4항).

4.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은 정보의 관리를 본질로 하는 금융업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다양한 
이해상충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자기매매업무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동일 법인 내에서 겸영하는 경우 그 위험은 특히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동일 법인 내에서 겸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이해상충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물론 금융투자업무의 겸영이 허용되면 이해상충의 발생



- 11 -

가능성이 증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법제44조제1항),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공시 
및 절차적·구조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공시(disclose), 관리(control), 거래단념(avoid)의 3단계
방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① 평가·파악·관리의무의 부과(법44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공시 및 감축의무(법44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차단장치의 구축의무(법제45조)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차단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법제45조제1항).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법
제45조제2항).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차단장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거래단념의무(법44조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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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자 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1. 개관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은 종래의 금융규제법에 비하여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투자
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6개의 소업종으로 세분하여, 진입이나 운영,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상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파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가 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면 다행
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귀속될 것이다.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는 금융투자업자의 규정준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였으나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 되어 파산한 경우 입게 될 투자자 피해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등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적법한 투자
행위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잔여가치 정도가 될 것인 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객의 현금과 유가증권에 대한 계정분리 규정과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금융
투자업자의 위법이나 위규에 따른 투자자 손실로 투자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영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의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설명, 부실한 투자관리, 사기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까지 금융
서비스보상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가 보호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미국 등지에서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투자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호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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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절에서는 해외 주요국들, 특히 OECD 회원국들의 투자자보호제도를 
개괄하고, 투자자보호기금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기금을 운영 중인 
미국과 통합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투자자보호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아울러 보호대상이 고객예탁금에 한정된 국내 예금자보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국 투자자보호제도와 투자자보호기금 사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제정하여 예금자․투자자․보험
계약관계자 등의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금융
회사의 부실이나 위법, 위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호해주는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1996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국가들도 각 국의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내년에 시행예정인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대상인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OECD 30개국중 스위스, 멕시코, 
뉴질랜드를 제외한 27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브로커-딜러, 자산관리회사, 자문회사 등 투자회사와 
투자영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투자자보호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투자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호해주는 Pay-Box 
형태의 투자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EU 25개국들도 1997년에 제정된
EC 투자자보상지침(Investment Compensation Scheme Directive 97/9/EC)에 
따라 투자자보호제도를 제·개정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투자자의 고객예탁금과 유가증권은 물론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보호대상에 포함3)시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
투자자 또는 소기업들의 손실을 보호해주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설명, 부실한 
투자관리로 인한 손실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1인당 보호한도의 경우 EU는 투자자
보상지침에서 2만 유로4)까지 손실의 90%를 보상해주는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5)를 
도입하고 있다. 

3)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상품선물은 보호하지 않고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유로화 및 유럽경제지역국가(EEA) 통화를 제외한 외화표시 고객예탁금과 금융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4) EC 지침 이전에 투자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보호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프랑스(7만 유로), 그리스(3만 유로), 헝가리(4천 유로), 아이슬랜드(2.3만 유로), 노르웨이
(2.5만 유로), 폴란드(7천 유로), 포르투갈(2.5만 유로), 스웨덴(2.75만 유로) 등.

5)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9개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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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OECD 투자자보호제도 황 

구 분 도입 기 투자자 보호기구(운 주체)

일본 2002 1개 일본투자자보호기금
오스트리아 1999 6개 증권회사 투자자 보호기구(재건은행, AeW)

(예금기관)5개 권역별2) 예금보호기구(권역별 연합회1)) 
벨기에 1999 1개 예금 및 금융상품 보호기금1)(중앙은행)
체코 2001 1개 Guarantee Fund of the Securities Traders
덴마크 1998 3개 예금기관 / 모기지은행 / 투자회사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기금1)

핀란드 1998 1개 핀란드 투자자 보호기금(은행연합회1))
랑스 1989 1개 Securities Guarantee Mechanism(예금보호기금1))
독일 1998 3개 증권사 보호기금(KfW) / 독일은행보호기금(독일은행연합회1)) / 독일공영은행 보호기금(독일공영은행연합회1))
그리스 1954 1개 아테네증권거래소보호기금(아테네증권거래소)
헝가리 1997 1개 Investor Protection Fund
아이슬랜드 2000 1개 Depositors' and Investors' Guarantee Fund
아일랜드 1998 2개 Fund A3) / Fund B3)(투자자보호공사)
이탈리아 1992 1개 이태리보호기금
룩셈부르크 1999 1개 the Deposit Guarantee Association Luxembourg1)
네덜란드 1998 2개 CGS1)4)/IGS4)(중앙은행)
노르웨이 - 1개 Norwegian Investor Compensation Scheme
폴란드 2001 1개 Mandatory Compensation Scheme
포르투갈 2000 1개 투자자 보호기구(CMVM)
슬로바키아 1997 1개 Investment Guarantee Fund
스페인 2001 4개 투자자 보호기구

은행 / 저축은행 / 조합은행 예금보호기금1)(the Society)
스웨덴 1999 1개 투자자 보호기구(예금보호위원회1))
국 1986 - FSCS1)

캐나다 1969 1개 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
미국 1971 1개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Fund
호주 2001 1개 National Guarantee Fund(SEGC)
터키 1999 1개 the Central Registry Agency
한국 1997 1개 예금보험공사

 주 : 1) 예금자보호기능도 동시 수행.
      2) 민간상업은행 및 타 보호기구 미가입 예금기관, 저축은행, 조합은행Ⅰ(Raiffeisenbanken), 

조합은행Ⅱ(Volksbanken), 국영은행(Bundesländer).
      3) Fund A에는 투자중개회사, 예금수취기관, 증권브로커, 인가받은 투자서비스 제공 개인, 

Fund B에는 인가 자문사, 다기관 중개회사(multi-agency intermediaries), 보험중개인 등.  
      4) CGS: the Collective Guarantee Scheme of Credit Institutions for Repayable Funds and 

Portfolio Investments, ICS: the Investor Compensation Scheme of Securities Institutions 
for Claims of Investors.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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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장을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조성은 사전적, 사후적, 그리고 병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8개 회원국들은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5개국은 금융회사의 파산 후 분담금을 
부담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후분담이나 운영경비와 1년 동안 소요예상액을 사전적으로 적립하는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10억 달러), 일본(500억 엔), 호주(7,600만 호주달러) 등 10개 
회원국은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표 2》OECD 국별 투자자 보호한도

구 분 보호한도(공동보험비율) 구 분 보호한도(공동보험비율)

일본 1천만엔 룩셈부르크 2만유로
오스트리아 2만유로(10%1)) 네덜란드 2만유로
벨기에 2만유로 노르웨이 NOK 20만(2만5천유로)
체코 2만유로(10%) 폴란드 6천6백유로3) : 3천유로 까지 100%, 7천유로까지 90% (10%)
덴마크 유가증권(2만유로),예탁금(4만2백유로) 포르투갈 2만5천유로
핀란드 2만유로(10%) 슬로바키아 2만유로(10%)
랑스 7만유로 스페인 2만유로
독일 2만유로(10%) 스웨덴 2만7천5백유로
그리스 3만유로 국

48,000파운드 : 3만파운드 까지 100%, 나머지 2만파운드 까지 90%(10%)
헝가리 HUF 1백만(4천유로2))(10%) 캐나다

일반 및 특별계정4) 각각 100만 CAD
아이슬랜드 ISK1백만7천(약2.3만유로) 미국

현금․유가증권 50만$(현금 10만$)
아일랜드 2만유로(10%) 호주 미설정5)

이탈리아 2만유로 한국 5천만원
 주 : 1) 일반개인투자자는 한도까지 100% 보호받으나, 소형기업의 경우 한도의 90%까지만 보호.
      2) 2008년 1월에 HUF 6백만(2만4천유로)로 증액 예정.
      3) 2008년 1월까지 2만2천유로로 증액 예정.
      4) 특별계정은 다시 8개 소유권 범주(기명퇴직연금계좌, 기명교육적금계좌, 유언신탁계좌

(Testamentary Trusts), 생전신탁계좌(Living Trusts)․의무신탁계좌, 후견인․보호자․관리인․

위원회 등의 명의계좌, 지주회사계좌, 파트너쉽계좌, 협회 및 공공기관계좌)로 구분하여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까지 보호.

      5) 파산 회원사 당 지급액은 기금잔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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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은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에 의해 그 다음 해에 설립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가 투자자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SEC에 등록된 
모든 증권회사(brokers-dealers)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들은 SIPC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하며, SIPC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SIPC Fund)을 
설치하여, 회원사들이 고객들에게 손실보상을 못 할 경우 규정된 한도내에서 
대신 보상금을 지급한다. 회원사들은 이 기금조성을 위해 매년 각 사의 순영업
이익에 분담률을 곱한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기금의 잔고와 총수입규모에 따라 
회원사의 분담금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목표기금인 10억 달러를 적립한 
1996년 이후부터 SIPC는 회원사들에게 매년 150달러의 분담금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2007년말 현재 SIPC 기금에는 15.2억 달러가 적립되어 있다.

SIPC는 회원사가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청산이나 직접
상환과 같은 투자자보호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유가증권과 예탁금을 보호하
고 있다. 투자자 개인당 보호한도는 50만 달러(현금의 경우 10만 달러)인데, 이 
때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선물 및 외환거래 계약, SEC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계약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사전 적립된 기금이 투자자 
보호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SIPC는 SEC를 통하여 미국정부기금으로부터 
10억 달러까지 차용할 수 있다.6)

SIPC는 1971년 이후 2007년까지 총 296건의 투자자 보상을 완료하였고, 18
건은 청산과정에 있으며 3건의 보상요구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표 3》미국 투자자보호제도 개요

항 목 내     용

담당기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 

1971년 설립
근거법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보호기 SIPC Fund

보호 상상품
예탁금,유가증권(주식,선물 등) 단, 상품선물계약,통화,미증권거래위원회 

미등록 투자계약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가입 상 SEC 등록 broker-dealer 및 증권거래소 회원
보호한도 50만달러(현금은 10만달러)
기 조성 목표기금 10억달러

자료: SIPC Annual Report 2007.

6) 15 U.S.C. §78ddd(f)(g), an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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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 투자자보호제도 개요

항 목 내   용

담당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2001년 설립
근 거 법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
보호기 FSCS

보호 상상품 예탁금, 유가증권(주식, 계약형 신탁, 선물, 옵션, 개인연금, 장기투자상품 등)
가입 상 인가받은 금융회사(예금, 보험, 투자, 모기지, 보험판매로 구분)
보호한도 4만8천파운드(3만파운드까지 전액보호, 초과 2만 파운드는 90% 지급)
기 조성 연간 4억 파운드 이내에서 납부그룹별 분담금 납부

자료: FSCS Annual Report 2007/2008.

나. 영국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금융의 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단일기구에서 통합 보호
(One-Stop Service)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금융
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이 제정되어, 기존에 
5개7)로 나뉘어져 운영되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2000년 12월부터는 금융서비스
보상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로 통합하여 운영
하고 있다. FSCS는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전형적인 예금이나 보험에 대한 
고객의 손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기, 고객자산 횡령과 판매과정
에서의 잘못된 자문이나 설명 등으로 인한 고객 손실까지 보호해 상대적으로 
폭 넓은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SCS는 FSMA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투자회사(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 보험회사, 예금수취기관, 주택금융회사, 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일반
보험중개업, Lloyds보험, 모기지회사 등과 거래하는 고객들 중 개인투자자
(Retail Consumers)와 소기업(Small Business)8)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FSCS는 금융상품에 따라 보장범위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예금은 35,000 파운드
까지 전액보호하는 반면, 나머지 상품들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일정금액에 대
해서는 90% 보상의 공동보험(coinsurance)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투자상품과 
모기지상품의 경우에는 보상한도가 각각 48,000 파운드인데, 그중 30,000 파운드
까지는 전액보호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중 20,000 파운드에 대해서는 90%만을 
7) Deposit Protection Scheme, Building Societies Investor Protection Scheme, Investors 

Compensation Scheme, Policyholders Protection Scheme, Friendly Societies Protection Scheme.
8) ① 총매출액 5.6백만 파운드 미만 ② 총자산 2.8백만 파운드 미만 ③ 종업원수 50명 미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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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게 된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강제보험 및 2,000파운드까지는 전액 보호
되고 초과분은 90%까지 보상하고 있다. 투자상품의 경우 주식, 지분, 단위형 신탁, 
선물, 옵션, 개인연금 및 기타 장기증권 등이 보장된다. 

이를 위하여 FSCS는 보호대상 금융회사들에게 연간 분담금(levy)을 납부시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투자부문의 금융회사를 여섯 개의 그룹9)으로 구분
하여 분담금을 납부시키고 있다. 이 때 투자자보호기금의 분담금 총액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4억 파운드를 넘지 않도록 제한10)하고 있다. 납부그룹의 납입
분담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그룹간 분담금의 융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상을 
위한 분담금 이외에 기금운영을 위한 운영비용분담금이 있는데 이는 FSA가 정한 
연간 총한도 이내에서 개별회사들에 배분된다. 한편, 분담금 청구의 시기와 주기
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FSCS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다. 2007/2008 회계연도중 FSCS는 회원사들로부터 93.07백만 파운
드의 분담금을 징수하였고, 이중 82.93백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기타 11)

일본의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은 증권회사만을 위한 별도 법인형태인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고객의 유가증권과 예탁금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외국증권사의 일본 내 지점 포함)는 이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증권거래법 제79조의27 제1항), 만일 증권
회사가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과 금전을 완전히 반환하지 못할 경우나 반환까지 
현저한 시간이 요할 경우에 기금에서 보상하게 된다.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
한도는 고객 1인당 1,000만 엔으로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이 입은 유가증권과 
현금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사들이 사전에 적립하는데, 
500억 엔을 목표기금으로 하여 각 증권사의 균등부담(20%), 영업수익에 따른 
차등부담(40%) 및 보유고객의 유가증권 및 예탁금 규모에 따른 차등부담
(40%)으로 구분하여 적립된다. 

호주는 거래소에 따라 두 개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1986
년의 호주증권거래 및 보상기금법(Australian Stock Exchanges and National 
Guarantee Fund Bill)에 따라 6개의 Capital City 거래소의 보상기금을 통합

9) 펀드매니저, AUT․ACDs․수탁자, 자본거래(dealing as principal), 자문브로커(의뢰인 자금․자산 
수탁), 자문브로커(의뢰인 자금․자산 미수탁), 및 기업금융자문회사의 여섯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0) 예금은 보호될 예금총액의 0.3%, 보험은 보장대상회사 연간보험료수입 총액의 0.8% 한도이다.
11) 이 부분은 하홍윤·김정석(2006)과 맹수석(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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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87년에 설립된 국립보상기금(National Guarantee Fund; NGF)으로 호주
증권거래소(Australian Stock Exchange; ASE)의 자회사인 증권거래보호공사
(Securities Exchanges Guarantee Corporation; SEG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Newcastle과 Bendigo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피델리티기금(Fidelity 
Fund)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NGF는 개인투자자와 기업을 보호대상으로 
고객예탁금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손실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상금의 총규모가 NGF 기금잔액의 15%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차감하여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SEGC는 2005년 3월 
이래 7,600만 호주달러의 최소적립기금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1998년에 제정된 예금보호·투자자보상법(Einlagensicherungs und 
Anlegerentschädigungsgesetz; ESAEG)에 의해 세 개의 금융기관그룹12)이 각각의 
보상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투자자보호기구로는 증권사보호기구, 
독일민간은행보호기구, 독일공영은행보호기구가 있어 투자자의 고객예탁금 및 
금융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중 독일민간은행보호기구
(Entschädigungseinrichtung deutscher Banken; EdB)는 2만 유로의 보상한도로 
10%의 비율로 공동보험제도와 사전적 기금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2002년에 제정된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Ordiance; SFO)에 
따라 2003년에 투자자보상공사(The 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ICC)를 설립하여 증권·선물 딜러, 증권유통금융회사(Securities Margin 
Financing) 등이 취급하는 고객예탁금과 거래소에 등록된 유가증권 및 선물 등을 
보호하고 있다. ICC의 보호한도는 투자자 1인당 15만 홍콩달러로 개인투자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기금은 10억 홍콩달러의 목표기금액을 설정하여 사전 
적립방식으로 적립되고 있다.

《표 5>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국가 보호 상 상품 국가 보호 상 상품

일본 탁 , 유가증권 호주 탁 , 유가증권

홍콩 탁 ,유가증권(주식,선물 등) 캐나다
탁 ,유가증권(주식,뮤추얼펀드,

선물·옵션) 등 회원사가 취 하는 
모든 융상품

싱가포르 탁 ,유가증권(주식,선물 등) 독일
탁 ,투자상품(유가증권, 

단기 융상품, 외환, 생 융상품)

자료: 하홍윤·김정석(2006), 맹수석(2008).

12) 사법상의 예금대출금융기관, 공법상의 예금대출금융기관 및 기타의 금융기관(증권업무와 계약중개 
등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신탁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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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현황 및 시사점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증권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적립은 
사전적 적립방식으로 증권회사들은 2000년 8월 이후 매년 고객예탁금 연평균 
잔액의 0.2%를 보험료13)로 예금보험기금14)에 납부하고 있다(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 1항). 금융업종간 겸업화와 금융공학의 발달 등으로 점점 새로운 금융
복합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은 종래의 증권거래법상 
한정적인 열거주의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투자성이라는 추상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투자업자들은 경
쟁적으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을 개발하여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그에 상응하여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함께 사후적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투자자 보호범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예탁금 뿐만 아니라 
증권과 파생상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투자를 위한 고객의 예탁금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증권금융
회사에, 고객의 증권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자산의 
멸실이나 횡령 등에 의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당분간 금융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이지만, 금융기법의 발달과 함께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들의 관심과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위반 등 투자자보호규제위반으로 인한 손실까지 
투자자기금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투자자보호한도는 금융투자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아울러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객
예탁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상 투자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한도와 동일한 5천
만원으로 되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에는 소업종별․투자자별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자자보호한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발달과 자본이동의 유연성을 감안할 때, 국가별 보호한도에 따라 
13) 2007.2.28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년 4월 13일 예금보험위원회는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고쳐, 동년 6월부터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의 
30%를 할인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다.

14)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비율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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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가 큰 국가로 투자자가 몰릴 개연성도 있어, 해외 주요국들의 보호한도 
수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호한도의 전액보호에 따른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고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영감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EU 국가들과 같이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산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90%)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증권
회사들이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이를 위험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차등화 하여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
자문업의 6개 업종으로 세분하고 있다. 각각의 업종의 결합방식과 정도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파산 위험과 파산한 경우 투자자의 손실 정도에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별 보험료의 차등 납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도 투자회사의 이해관계나 위험성향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납입그룹을 각각 6개와 3개로 나누어 차등화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적 적립방식에 의한 목표기금의 적립은 위기 시 신속한 투자자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분담금을 
적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에 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목표기금
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적정수준의 목표기금 적립이 달성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15)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전적 투자자보호규정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가 도산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16)되지만, 보다 완벽한 
금융시장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구가 설립되면, “최후의 보호기구” 
(Last Resort of Investment nsurance)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투자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증권회사 고객 탁   보험료 등 (단위: 개, 억원)
항  목 99 00 01 02 03 04 05 06 07

증권회사 수 58 64 61 60 59 57 54 54 54
고객 탁 (조원) 6.76 14.56 8.62 18.19 13.21 11.18 12.17 14.21 12.81

보험료 51 156 218 262 312 336 300 303 256
특별기여 - - - - 156 168 145 151 156
출  연  10.5 328.1 7.6 5.0 - 2.0 2.0 8.0 -

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15) 미국 SIPC의 경우 1995년 목표기금 10억 달러 적립 이후 1996년부터는 회원사들에게 연간 150 

달러의 분담금만 부과하고 있다.
16) 현재까지 1999년까지 외환위기로 증권회사 6사(고려, 동서, 산업, 한남투자, 장은, 동방페레그린

증권)만이 퇴출되었을 뿐 이후 증권회사의 파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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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는 주로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적·예방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의 
경우 매우 강력한 투자자보호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적·예방적인 투자자보호장치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하여 미이행된 
경우, 그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금융투자업자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업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파산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일종의 보험장치를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예금보험
과는 다른 목적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자보호기금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관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의 제도를 비교할 때 그 외관만을 분리해서 비교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책임담보수단으로서 투자자
보호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면 각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차이 
등 다양한 제도적 전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투자자보호기금에서의 취급방안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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