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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를 하는 수요

자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지식, 금융거래 경험, 금융자산 규모, 금융회사에 대

한 협상력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1). 그

런데 금융지식이 많고 협상력이 높은 전문금융소비자에 비해 일반금융소비자는 대개 금융

거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지식이 낮으며 그 결과 협상력도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정책적으로 보호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서는 금융회사와

대등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겸업화의 확대로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판매채널이 다원화 되어 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2). 더구나 금융선진국들에

서조차도 복합금융상품 또는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한 판매시 설명의 의무 등이 제대로 준

수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부터 공론화되었다. 이러한 정책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이 업권별 개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감독체계도 단일한 감독자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는 있

지만 기능별 감독을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금융소

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금융분쟁조정제도까지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권역별로 되어 있는 법률 체계를 통합하여 규제의 공백을 피

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금융감독 체제도 금융소비자보호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도 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앞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되면 금융감독의 중점이 기존에 강조

해온 건전성 감독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추가되어 양대 축이 형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그러한 감독방향에 맞추어 법규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 준수 리

1) 은행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2010년에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보험

소비자를 일반보험소비자와 전문보험소비자로 구분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금융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여왔는데, 2010년 1월에

서 9월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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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가 확대됨과 더불어 그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는 규

제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어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억제하는 역기능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적절한 책임감을

느끼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금융소비자 보

호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금

융소비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 - 정부 사이의 삼각구도를 새

롭게 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이들은 그 자체로서 큰 의

의가 있지만,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새로운 구축과 관련

하여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에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선행연구를 선별하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 해외선행연구는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참조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전체 규제 체계 및 감독 체제,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사후적 금융소비

자 보호제도 차원으로 나누어 논문 또는 보고서의 발표연도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원승연(2009)의 연구는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발전된 4개국, 즉 미국, 영

국, 캐나다, 호주의 보호체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소비자보호 제도와 규제가 외형적이고 형식적 측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실

질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미시적 건전성감독

에 주력하고, 사후 구제를 위한 민원처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금

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김병연(2009)은 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보호활동 추진 사

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한 후

에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영국의 FSA를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FSA에 비해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크게 떨

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금융소비자보호 프로젝트를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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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계획 수립, 감독자원의 배분, 금융기관직원의 자질 및 소비

자들의 지식수준, 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 개선 노력 등의 면에서 선진 외국

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태훈(2010)의 연구는 먼저 7개 장으로 구성되는 법

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세부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법 목적, 금융소비자 개념, 금

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분류와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일

반원칙에는 신의성실 의무, 판매업자의 임․직원 관리 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

위 규제는 공통영업행위 규칙과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통 영업

행위 규칙에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부

당광고 금지 등을 포함하며,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에서는 대리․중개․자문업자별 영

업행위 규칙을 규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장 판매업자의 인․허가에서는 금융상품 판

매업자의 인가․등록 규제체계, 미인․허가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5장 분쟁조정에서는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쟁조정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6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교

육․홍보 등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7장 감독․검사․제재에서

는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감독․제재권을 포함하고 있다.

연태훈(2010)과 동일한 맥락에서 정순섭(2010)의 연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의 및 구분

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체계적 지위를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금융소비

자의 전문성 구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금

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판매․권유의 적정성 확보, 위험금융상품의 판매 등 금지, 광고

및 약관 규제, 가격 공시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재산 보호, 실

효성 확보를 위한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정보보호 등 기타 인프라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소비자교육, 판매․권유시설의 적정성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리고 신보성(2010)의 연구에서는 연태훈(2010)의 연구에서 기능별 규제의 실행과 관련

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내용이 검토되었다. 즉, 신보성(2010)은 금융상품 및 판매

업무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 규제와 대

리․중개․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검토

하였다. 그리고 금융상품별로 나누어 상이한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크게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으로 나누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

은 제판겸영업자가 행하는 직판,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업무를 수임한 대리업자 및 중개업자,

그리고 판매행위와는 구분되는 자문업자로 구분하였다. 영업행위규제는 모든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규제와 업자별로 달리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제로 나누었다. 이를 다

시 세분하여 공통 영업행위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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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금지, 기타로 나누고, 업자별로 달리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제는 업자별 공시의무

사항과 금지․제한행위로 구성하였다. 판매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일원화된 인가․등록,

관리체계의 마련과 관련되어 있으며,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단위를 예시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체계의 입법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법에서 모든 외부판매채

널의 진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방안과 개별업권 법령에

규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사전적 보호제도와 관련해서 한재준․이건범(2009)은 사후적 구제를 강조할 경우 지나친

소송 의존 등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 규제를 통한 조화 모색을 제안하였

다. 즉, 사전적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상품개발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소

비자가 금융거래시 계약․상품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자기책임 하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균형적으로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행위원칙

강화, 판매자 자격요건 강화, 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제조업자간 관계 인지의 용이성 제고,

처벌기록 추적장치 마련, 소비자신용보호 법제 개선, 금융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공적 금융감독과는 별도로 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에 입각한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오던 영국에서 규제공백 등을 이유로 자율규제

를 대폭 축소한 탓으로 국내에서는 증권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주장한 학술논

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증권분야에서도 2000년 이후에는 나석진(2004)의 논문이 있을 뿐이

다. 나석진(2004)에 따르면 시장자율규제기능은 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것이라면 기

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고,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

회가 담당하는 분쟁자율조정 업무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사후적 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오영수․김경환․이종욱(2009)은 재판외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하고서, 보험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정과 중재 등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분쟁의 유형별 처리 현황과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본 후에 현행 제도상 기능 강화방안

과 독립성 확대 및 독립기관화를 통한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상 기능 강

화 방안으로는 조정기간 및 조정위원 수 제한 완화, 분쟁조정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김상조(2009)는 우리나라의 금융 민원․분쟁 해결 절차의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추

출한 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 업무와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그리고 사후적 민

원․분쟁 처리 업무가 모두 금융감독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

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순섭(2010)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연계하여 금융상품 분쟁해결 절차와 민사적 제

재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금융상품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크게 법적 구속력

을 부여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제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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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는 방안과 <제2안>은 금융감

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

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제1안>은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결정시까지 절차로부터의 이탈을 금지하는 정도로 기존의 금융분쟁조정기

관을 정비하는 정도의 방안과 <제2안>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금

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의 강제중재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민사적

제재의 확대와 관련하여 금융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

검토하고,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하며,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이 연구는 해외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와 국내에서 소비자보호 강화의 필

요성에 맞추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안함과 아울러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자원을 집중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을 일반금융소비자로 명확히 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대상을 두텁게 보호하

려는 취지에 맞추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편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금융소비자라 함은 별도로 전문금융소비자라는 언급이 없는 한 일반금융소비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구축과 관련하여 먼저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금융회사간 경쟁 및 영업의 규칙과 관련한 법

률 체계와 이를 기초로 시장을 감독하는 감독 체제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

다. 지난 6월 30일에 금융위원회가 후원하여 개최된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부각되는 쟁점을 검토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국제적

사례와 우리나라 개별 금융업 및 상품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적 검토를 한다. 이어서

법률체계와 감독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행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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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현황 및 재구축의 필요성

1. 현황

가. 사전적 보호제도

금융소비자보호 중 사전적 보호 관련 사항은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

투자상품의 경우 개별 금융업법의 범위를 벗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은

행법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약관의 변동,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

른 규정에 관해서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에서는 금

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본시장법은 소비자보호와 관련

한 사항들의 대부분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상품공시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은 자본시장법 이상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사

항들의 대부분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자본시장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만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약관 제52조(약관의 변동) 제56조(약관)
제128조의4(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설명의무 - 제47조(설명의무)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적합성원칙 - 제46호(적합성원칙 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원칙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권유(모집) 
행위

-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제100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

위 등)
손해배상

책임
- 제48조(손해배상책임) -

광고 - 제57조(투자광고)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경영공시
제51조(경영공시)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

시 등), 
제124조(공시 등)

상품공시 - - 제124조(공시 등)
수수료공시 - 제58조(수수료) 제124조(공시 등)

고객정보

보호
- -

제176조(요율산출기관),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

의 의무), 제189조(손해

사정사의 의무)

<표 Ⅱ-1> 영업행위 관련 금융권역별 법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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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교

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개정시 금융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이해력 측정사업,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운영, 금

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교사 금융연수과정 운영, 초중고 교과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등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나. 사후적 보호제도

금융분쟁조정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과 소비자기본법 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

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예금의 범위는 동법 제2조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다. 감독 체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층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데, 금융위원회는 법령 및 감독규정을 관장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최근 금융소비자과를 신설하는 등 기능별 규제

를 위한 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업권별 감독을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2009년 11월에 소비자보호 담당조직3)을

소비자서비스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능별 감독을 위한 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업권별 감독을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금융투자협회와 보

험협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두어

회원간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회원의 영업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①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

율규제 업무, ②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③회원의 자율규

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 ④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

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 ⑤회원의 위규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및 회

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업무, ⑥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3) 소비자보호센터와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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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분쟁조정제도는 증권회사의 영

업행위와 관련한 투자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합리적

인 분쟁해결을 증권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4).

그리고 보험협회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광고심의, 모집조직

에 대한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재구축의 필요성

가. 복합금융상품 출현 및 금융권역간 업무영역 통합

금융시스템은 그것이 전달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의 기능은 지불, 리스크관리, 대출, 저축 및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

리 금융업무간 통합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경제적 기능이 동

일하거나 복합기능을 가진 상품이 출현하며 금융권간 중첩영역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 이

를 적절히 규제해야 하나 법률적 미비로 인해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일한 경제적 기능을 둘러싸고 그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여러 금융업종이 경쟁

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함에 따라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과 펀드 상품이 경합할 수 있고, 보험상품과 파생상품이 경합할 수 있다.

현재는 변액보험의 경우 원본상실 가능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업법만 적용받는다.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 설명의 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상실의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듯 복합금융상품과 복합금융그룹(conglomerate)의 출현으로 한 권역의 규제만으로

규제가 완성되지 않고 다른 권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 필요해짐에 따라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제하기 위한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갖는 복합금융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하나의 측면에만 주목하여 규제

를 할 경우에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점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금융그룹을 형성할 경우 그에 대한 감독은 전통적인 권

역별 감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능별 규제체계를 확립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

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법률에 특정 기능을 규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4) 당사자가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된다(민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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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우리나라는 통합 감독모델을 선택해왔는데, 그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기관별 규제와 상

품 및 서비스별 규제,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간 구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건전성 규제 담당자와 소비자보호 규제 담당자가 동일한 기구에 존재함으로써 소통

(communication) 및 조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규제 목적간 충돌, 규제의 전문

성 제고 등과 같은 과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에 맞추어 동일기능 동일규제(same business, same

rules)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능별 감독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데, 현재는 금융권역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

조직의 하나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의 경우 보험검사 전문인력이 은행을 검사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전문적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입, 상품,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 맞추어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보

호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나 현재와 같은 감독체제 하에서는 인력의 재배분

및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은 현장성이 중요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은 소비자보호센터 상담 인력을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받아 배치해왔으며5), 현재도 소비자

보호 등 검사부문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또한 기존에 업종별로 규제하는 시스템에서는 인사제도상 순환보직 등이 유지되면서 특정

한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기능별 전문가를 확

보하기가 어려워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다.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분야의 경우 각기 특유한 속성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상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

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무건전성 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감독을 위해

서는 재무 관련 수준 높은 지식이 요구되며 소비자보호 분야의 경우 현장의 속성에 대한

지속적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중복규제를 제거함으로

써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역별로 규제를

할 경우 규제의 중복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체제를 개선하여 이를 효율화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5)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력의 신규충원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해온 상담인력을 자체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6) 금감원 검사인력난 호소" 검사중심 조직개편, 외부 인력 충원 절실" , 헤럴드경제, 2010. 7. 6.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706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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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제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7)이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차이로 인하여

그에 수반되는 자본요건 등 규제준수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동일

한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에서 최소의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금융상품 및 서

비스를 선택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공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규제차익을 확대하는 거래가 생겨날 수 있다.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 규제차익

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가 개발한 채무

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

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8)도 규제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즉, 채무면제

유예상품의 경우 경제적 기능이 신용보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률 등의 적정한 적용에 따른 요율산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방카슈랑

스의 대상 제외 등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

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의 차이

로 인해 시장 내 경쟁관계가 왜곡되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차익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건전성 규

제와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보다는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규제를 함

으로써 규제차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능별 규제를 하더라도 적절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가 존재하여 소비자보

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정보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신용정

보법으로 근거를 삼고 있으나 보험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는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

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체계를 개편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감독체계의 국제적 조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기

존에 일본과 캐나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감독기구를 창설하였다.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7) 규제차익은 방식의 측면에서 동일한 규제체계 하에서 규제요건을 회피하는 방법, 다른 규제체계를

선택하여 옮겨가는 방법, 규제의 레이더 밑으로 숨는 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Siegelaer and

Walhof(2007), p. 11.

8)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채무유예․면제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간주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 등은 보험상품이 아닌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

사의 업무영역이라는 반대의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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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캐나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하였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감독체계 개선

을 추진해왔는데, 미국은 금융규제개혁법(소위 Dodd-Frank법)9)이 제정되었고 영국은 개혁

을 추진중에 있다.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FRB 내부에 금

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치10)하는 것으로 하였다11). 영국의 경우에도 영란은행 내에 금

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두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행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건전성규제청(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을 영란은

행의 자회사로 두어 책임을 맡기며, 소비자보호업무는 소비자보호시장청(CPMA: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을 두어 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국가 단위의 감독이 한계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금융안

정과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 분야에서 크고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도 존재한다. 그러한 한

계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국제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규제구조 국가 / 연방정부 지방정부 / 주정부
자율규제

(거래소 제외)

권역별 규제

미국: 증권, 일부은행

캐나다: 은행

프랑스: 은행, 증권

미국: 은행, 보험

캐나다: 증권

미국: 증권

캐나다: 증권

“쌍봉 체제” 호주: 은행 및 증권

통합규제 영국, 독일 영국: 소매은행*

분리된

중앙은행

영국, 캐나다, 호주

EU: ECB회원국

<표 Ⅱ-2>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 분류

주: * 역사적으로 은행-고객관계 규제는 관습법(common law)과 영국은행협회(the British Banker
Association)가 관리하는 은행규범(the Banking Code)에 기초해왔음. FSA는 2009년말에 이에
대한 규제책임을 물려받음.

자료: Black and Jacobzone(2009), p. 13.

9)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0) 이에 따라 FRB, OCC, OTS, FDIC, NCUA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흡수․통합되었다. 다만

SEC, CFTC, 연방보험국, 州증권감독당국 및 州보험감독당국의 규제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CFP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규제일관성을 위해 협의는 가능하다.

11) FRB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독립기관의 형태를 취한다. 즉, 금융소비자보호국장

(임기 5년)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FRB 출연금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예산 수

립․집행권을 가지며(소비자보호국 예산과 관련하여 FRB의 수정권한이 없다), 임직원 임면, 규칙

제ㆍ개정 등에 대해 FRB이사회의 간섭이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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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검토

1. 규제차익 방지를 위한 규제 단위 설정

규제차익의 발생은 표면적으로는 규제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일어난다. 그런데 이 때 규제

의 차이는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금융업의 업무영역간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다르게 규

제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 즉, 저축, 대출, 투자, 위험관리 등 경제적 기능을 하는 여러

유형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유형별로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규제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과거와 같이 금융권역에 대한 경계가 명확할 때는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역에 대한 경계구분이 약해지고 복합금융상품에 출현함에 따라 하나의 금

융상품 및 서비스가 하나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겨

났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은 보장기능을 기본으로 하나 그 보장 수준이 투자성과에 연동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보험상품인지 아니면 투자상품인지 여부가 논쟁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기능이 존재한다면 복수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규제 또는 감독하는 주체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피규제자의 입장에

서는 규제의 중복성 또는 과다를 호소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또는 감독의 주

체는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법률의 통합

규제 차이 및 규제 공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기능별로 규

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제적 통합 수

준이나 동일 기능의 운영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어 고려되지 않은 채 법률이 단순하게 통합

되면 규제의 실패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FSMA가 제정되었다 하더라

도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COB(Conduct of Business), ICOB, MCOB, BCOBS,

MAR 등으로 나누어 감독했던 것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관습법 국

가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체제는 문제가 되었지만, 소비

자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문제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쌍봉감독체제를 구축한 호주의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체계는 통합되어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맡는 ASIC12)이 관장하는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12) ASIC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그리고 비양심적인 행위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기업감독, 공시기준을 포함한 시장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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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Act 2001가 있지만 그것은 회사법을 개정한 것으로, ASIC는 실제 감독업무를

회사법, 보험계약법, 소비자신용보호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 의거해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orporations Act 2001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Insurance Contracts Act 1984 
Superannuation (Resolution of Complaints) Act 1993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Retirement Savings Accounts Act 1997 
Life Insurance Act 1995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Medical Indemnity (Prudential Supervision and Product Standards) Act 2003

<표 Ⅲ-1> ASIC가 관할하는 법률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에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여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권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침의

마련 및 공표를 의무화 하는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규제

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별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판매조직에 대한 규제는 금

융상품거래법이나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 측면과 개별적 측면, 보편

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이 서로 조화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별법간에도 업권에 대한 실

제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상품거래법과 보험업법에서 각각 관련 조항을 둠으로써

규제 또는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단정적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

제5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6조 손해액의 추정

제7조 민법의 적용

제8조 권유의 적정의 확보

제9조 권유방침의 책정 등

제10조 과료

<표 Ⅲ-2>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조문체계

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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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전성을 감독하는 OSFI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을 별도로 두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캐나다의 경

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법(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이 존재하지만, 그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및 권한과 각 업법별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금전

적 제재(monetary penalties)를 규정하고 있다(<표 Ⅲ-3> 참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은 금융소비자보호원법이 아닌 개별업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는 크게 은행법, 보험회사법, 신탁 및 여신회사법, 신용협동

조합법 등 4개 업법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업법별로 공시 및 광고, 대출비용, 불만처리 절

차 및 소비자 정보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표 Ⅲ-4> 참조).

구분 명칭

Section 1 SHORT TITLE

Section 2 INTERPRETATION

Section 3 ESTABLISHMENT OF AGENCY

Section 4 COMMISSIONER OF AGENCY

Section 5~6 POWERS,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Section 7 AGREEMENTS

Section 8 DEPUTY COMMISSIONERS

Section 9 EXERCISE OF POWERS, DUTIES AND FUNCTIONS

Section 10~12 STAFF OF AGENCY

Section 13 APPROPRIATION

Section 14~16 CONFLICT OF INTEREST

Section 17 CONFIDENTIALITY

Section 18 ASSESSMENTS

Section 19~31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Section 32 REGULATIONS

Section 33 NO LIABILITY

Section 34 ANNUAL REPORT

<표 Ⅲ-3>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의 구성

구 분 Bank Act
Insurance

Companies Act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공시 및 광고

Section 413, 441,

442 445, 448,

452, 453

Section 482~483

Section 427~429,

431~433,

438~439

Section

385.07~385.12,

385.18, 385.2

차입비용 Section 449~452 Section 479~481
Section

435~437, 440

Section

385.14~385.17,

385.21

불만처리 절차 Section 455 Section 486 Section 441 Section 385.22

소비자 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및 관련 민원 처리

절차

Section 459 Section 489 Section 444 Section 385.26

<표 Ⅲ-4> 캐나다 금융업법별 소비자보호 조항



- 15 -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합법률에 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규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법률을 통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경

제적 기능에 따라 구분되는 여러 유형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별로 영업행위 등의 규제체계

를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개별업법 체계에 비해 큰

장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포괄적 원칙을 담는

법률은 전체 금융업권별 법률에 대해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3. 목적별 감독 체제의 도입

영국에서 FSA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통합형 감독 체제가 21세기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등의 많은 아시

아 국가들도 통합형 감독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는 2007년 9월에 노던락은행(Northern Rock Bnak)이 파산하면서 단일형 감독 체제가 적절

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8년 1월에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금

융위기관리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재무부, 영란은행, FSA가 공동으로 금융안정과 예

금자보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2009년 3월에 발표된 터너 리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업무행위 감독을 통합하는 것은 어느 한편에 부적절하게 집중될 위험성이 있고, 그

리고 특히 금융이 불안정해질 리스크로부터 압박을 덜 받는 경기가 좋은 때에는 행위 이

슈에 집중함으로써 건전성 이슈가 배제될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

다13). 이러한 논의 등을 거쳐 현재 영국에서는 향후 2년 내에 FSA를 폐지하고 영란은행

산하에 건전성규제청(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 기능을 담당할 소비자보호기구(CPMA: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감독 체제

는 소위 쌍봉체제(Twin Peaks)라고 할 수 있다. 쌍봉체제에 대한 주장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14) 실제로 감독에 적용된 것은 호주에서 1997년에 월리스 보고서(Wallis Report)15)

의 제안을 기초로 1998년에 금융감독조직을 APRA16)와 ASIC17)로 이원화하는 체제를 채택했

던 것이 처음이다. 호주는 이렇게 두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시장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 사이

에 감독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곤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다18).

13) FSA(2009), p. 92.

14) Taylor(1995)

15) 정확하게는 Financial System Inquiry Report이나, 통상적으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인

Stan Wallis의 이름을 따서 Wallis Report라고 한다.

16) 1998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17) 1991년에 ASC(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 1998년에 소비자보호 업

무가 추가되면서 명칭이 ASIC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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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ASIC(AU) FSA(UK)
Securities & Managed Investments ○ ○

Corporate Funding Raising ○ ○

Corporate Governance ○ ☓
Companies Registration ○ ☓
Financial Reporting ○ ☓
Market Regulation ○ ○

Credit ○ ○

Prudential Regulation ☓ ○

Money Laundering ☓ ○

<표 Ⅲ-5> ASIC와 FSA간 규제범위 비교

자료: Gibson(2010), p. 3.

그러나 그러한 곤란은 극복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독목적간 상충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19), 규제가 중복되거나 전체적 관점이 상실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목적별 또는 기능별 감독체제 하에

서 금융회사는 여러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실제로 호주에

서는 면허 취득과 공시 관련해서 특별히 불만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규제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존재하였다20). 그렇다면 기능별 또는 목적별 감독체제로 전환하되 어떻게

하면 중복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어떻게 극복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SIC가 2006년에 Better Regulation을 발

표하여 규제를 경감하고 더 나은 감독성과를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즉, ASIC와 APRA가

현안규제이슈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각 기관이 관심이 있는 집행활동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또한 중복규제21)를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

한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관간 MOU나 금융규제자

협의회(the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와 같은 제도화된 협력장치가 적절히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수장들간의 개인적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이다22). 또한 금융의 안

정성과 경쟁의 촉진, 소비자보호와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상충하는 정책적 목표

간에 적절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감독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감독체제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3). 먼저 감독체제가 금융시장

18) 쌍봉체제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이 감독목적상 상충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19) 감독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감독목적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 등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

20) 이러한 목소리로 인해 2005년 5월에 의회사무국은 재무부 앞으로 금융서비스개혁 개선 프로젝트

(Financial Services Reform Refinements Project)를 발표했으며, 2005년 10월에는 수상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규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1)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료수집(data collection),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인허가(licensing), 법규

위반보고(breach reporting) 등이 있다.

22) APRA(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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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적 체계와 잘 부합하는지, 또

는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금융

시장을 감독함에 있어서 감독목적간 상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

할 가능성 여부를 잘 살펴봄은 물론 그를 극복할 메커니즘24)이 기존 체제 내에서 가능할

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이외에 다른

감독목적 또는 기능이 많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부담하게 될 감독

비용과 감독효과간 비용편익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자율규제의 필요성

정부의 공적 규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에

앞서 금융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에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

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규제는 규제의 대상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지식 보유,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유연성, 적은 규제비용 등과 같은 장점이 있으

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화된 전문가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율규

제는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규제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혁신을 억

제하지 않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는 산업이

계획 시행에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가 비용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산업은 비용을 최소화

할 유인이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자율규제의 장점에 기초하여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 금융산업에 걸쳐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던 영국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규제는 1980년대 이전에는 금융회사

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규제체제에서 1980~1990년대의 법령 규제장치 마련단계를 거

쳐 2000년대 이후에는 공적규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보험산업의 경우 기존에는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왔으나, 규제공백의 발생 등을

이유로 2000년에 FSMA 시행에 따른 FSA 출범을 계기로 자율규제를 축소하고 통합된 공

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보험산업의 경우 FSA 출범 이후에도 GISC25) 및 영국보험자협회

(ABI)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에 GISC가 FSA로 흡수되었고 ABI의

2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어떤 감독체제가 다른 감독체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독목적을 적절히 달성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이다.

24) 호주에서 성공의 요인으로 꼽히는 MOU의 경우 동일한 감독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

과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덜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25)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는 보험 모집 판매와 관련한 자율규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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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능부분26)도 FSA로 이전되어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증권산업의 경우에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수

준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미증권업협회(NASD: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y Dealers) 등이 자율규제를 담당해왔는데, 2007년에는 NASD와

NYSE 사이에 증권산업에 대한 통합자율규제기구인 증권산업규제국(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FINRA는 NASD의 역할을 이어받아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교육 분야에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1990년대 중반 이래로 활성화 시켜온 호주의 사례를 적

극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신뢰 위기를 자율규제로 극복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맥스웰 사건27) 등

을 통해 야기된 소비자신뢰 위기를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중심이 되어 품질기준향상인증

제도(Raising Standards Quality Market Scheme)를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에 모집조직에 의해 야기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신뢰 위기가 생겨나자 IMSA를 설립하여 영업행위윤리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로고를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전성 감독과 달리 소비자보호 감독은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규제가 활성화됨으

로써 감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영업행위 규제가 현장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많은 감독

자원을 필요로 하며, 실제 성과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6) 보험규약 제정 및 회원사 조치권한 등

27) 맥스웰(Robert Maxwell)이 1991년에 스테이크홀더펜션(stakeholder pension) 5.3억 파운드를 부실

자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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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률 체계 및 감독 체제 재구축 방안28)

1. 법률 체계 개선방안

가. 토론회 안

공청회 안에 따르면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상품․판매채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9)고 한다. 이는 기존 업권

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권별 규율체계는 금

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동일상품-동일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안을 총 7개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규율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물론 판매업자의 인가․등

록에 대한 규제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는 물론 금융소비자보

호 조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금융소비자의 개념, 금융상

품 및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분류와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일

반원칙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의무, 판매업자의 임․직원 관리 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

품 계약 해지권,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금융상품판매

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영업행위규칙을 공통 규칙과 판매업자별 규칙으로 나누

고 있다. 공통 규칙에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부당광고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은 대리업자, 중개업

자, 자문업자로 나누어 이들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 판매업

자의 인․허가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규제와 함께 인․허가받지 못한 판

매업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5장 분쟁조정에서는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분쟁조정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

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교육․홍보 등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 감독․검사․제재에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감독․제재권을 규정하고 있다.

28) 금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의뢰하여 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30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법률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의 시안이 제

시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논리를 전개하기로 한다.

29) 연태훈(20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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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법 목적

․금융소비자의 개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분류와 정의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

․신의성실 의무

․판매업자의 임․직원 관리 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부당광고 금지 등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대리․중개․자문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규율

제4장
 판매업자의 인․허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규제체계

․미 인․허가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금지

제5장 분쟁조정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쟁조정 제도 등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교육․홍보 등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

제7장
 감독․검사․제재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감독․제재권

<표 Ⅳ-1>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의 기본 체계

자료: 연태훈(2010), p. 11.

나.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법률안에서처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횡단면적으로 적용

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

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는 상

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일한 감독자가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규율할 수 있을 때 정

책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금융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제정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일기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현장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관행과 방법의 차

이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규율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본상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상품과 펀드는 투자성이라는 측면에

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실제 영업방식은 변액보험은 방문권유가 많은 데 반해 펀드는 자발

적 가입이 많은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

다. 즉, 투자성이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방문권유라는 구체적 행태를 고려한 측면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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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개념을 사용하며 동일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동일하게 규

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증권중개인과 보험중개사는 중개 기능

이라는 점에서 거래상 기능이 동일하고 명칭도 유사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운영되는 실

태는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투자성이 있는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을

동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법률안의 일반원칙과 공통의 영업행

위규칙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볼 때 새로운 법률이 이와 얼마

나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투자성이 없는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은 적합

성의 원칙 등 투자형상품에나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 개

별업법의 영업행위 규율 수준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의 경우 이미 상법 보험

편을 통해 설명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변액보험에 한해 적합성원칙, 설명의 의무 등

이 부과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도 통합금융감독의 모델국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금융산업의 영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하는 경우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서조차도 FSMA가 금융산업을

규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구별하여 COB, ICOB, MCOB,

BCOB 등과 같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업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통합

감독체제를 지향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기능별 규제를 위한 법률인 금융상품판매법이 제정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매채널 및 영업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금융상품거래

법의 규율 대상에서는 투자형 예금상품과 변액보험상품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경

우에도 ASIC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초가 되는

법률은 회사법이나 보험계약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행위 감독을 위해 감독기구를 단일화한 캐나다의 경우 금융소비자청법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은 감독기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로서 의의가 있지 판매 및 모집에 관하여 직접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기를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감독기구를 일원화를 추구했지만

금융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권한이 없으며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 보험청의 관할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영업행위를 직접 규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국가의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다소 빠르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공통사항

과 중요사항 위주로 규제하고, 판매업자의 인가․등록은 개별업권 법령에서 규정하고 관리

하는 방안으로 수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통영업

행위규칙이 지향하는 목적 및 정신이 개별 업법의 영업행위규칙에 반영되도록 하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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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특수성이 조화되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판매업자도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업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별 사업자를 규제하는 업

법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

와 달리 제판분리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채널이 금융회사와 구분될 필요성이 생겼

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법에서 규제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규

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의 주요한 속성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상품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판정된 유형의 상품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충

분히 규제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방식을 택하는 것은 감독의 초점이

은행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 리스크 대응에 충분한 자본 및 준비금 보유에 두

어지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공정성 제고,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개별 보험자의 재무적 건

전성에 두어지고, 증권의 경우에는 공시, 자본 및 내부통제 관련 규칙, 정보차단장치

(chinese wall) 관련 규칙, 거래 및 업무행위 관련 측면을 고려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두어지는 점30)을 고려할 때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안은 완전히 단일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닌 한에는

<표 Ⅳ-2>와 같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총칙은 토론회에서 제안한 대부분

의 내용을 수용하되, 제2장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의무와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중

심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3장의 금융상품판매업자 영업행위 규제는 공통의 영업

행위규칙은 유지하되, 판매업자별 영업행위규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닌 개별 업법에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으로 규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판매업자의 인․허

가는 개별 업법에서 규율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은 개별 업법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해지면서 개별법을 통해 현실타당성이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시장의 혼란도

적어지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법률을 제정․개정하

는 권한을 가진 당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일치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가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규제의 수준이 일치될 수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통합하는 작업을 착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일한 법률을 제

정하기까지의 동안에는 금융감독당국 내에서 개별법을 소관하는 부서간의 의견교환과 공

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0) Lumpkin(200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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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주요 내용 수정 방향

제1장
 총 칙

․법 목적

․금융소비자의 개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의 분류와 정의

․법의 목적

․금융소비자, 판매업자 등의 정

의

․적용범위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

․신의성실 의무

․판매업자의 임․직원 관리 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신의성실 의무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

 의 영업행위 규제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부당광고 금지 등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부당광고 금지 등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대리․중개․자문업자별 영

업행위 규칙 규율

개별법 규제

제4장
 판매업자의 인․허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인가․등

록 규제체계

․미 인․허가 판매업자의 영업행

위 금지

개별법 규제

제5장
 분쟁조정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

쟁조정 제도 등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

쟁조정 제도 등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교육․홍보 등 자율

규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

제7장
 감독․검사․제재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

감독․제재권
개별법 규제

<표 Ⅳ-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수정 방향

2. 감독 체제 개선방안

가. 토론회 안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태훈은 쌍봉형 감독체제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

에 있지만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은 배제31)하고,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32). 즉, 1안은 현재 조직구조

31) 현재 금융감독 관련 조직들의 전면적인 재편이 전제가 되고,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간 갈등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메카니즘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한계 등을 고

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32) 연태훈(2010),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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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연태훈은 이 1안에 대해서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적고, 변화에 따라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기존의 기관별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경

우,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 해결이 미흡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2안으로는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기능별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태훈은 이 안이 1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의도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서울대금융법센터의 정순섭은 분쟁해결제도 개선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접근하였

다33).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과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

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

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

우에는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이후에는 결정시까지 절차로부터 이탈을 금지하는 정

도로 기존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을 정비하는 정도의 방안과,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

권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의 강제중재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태훈(2010)과 정순섭(2010)은

각각의 장단점만 언급할 뿐 그 중 하나를 채택한 후 단일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금융감독 개선방안은 현재의 감독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실

현할 수 있는 차선책이지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동일한 기관 내에서 수행함

으로써 감독자간 의사소통 원활화와 피감기관의 종합적 파악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

다.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경우 감독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

33) 정순섭(2010), pp. 73~76. 한편 연태훈(2010)도 동일한 토론회에서 분쟁조정기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감독기구와 분리된 옴부즈맨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지배적이라는 인식 하에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는 방안(1

안), 감독당국과는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의

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2안), 기존 제도에서 금융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이탈을 금지하는 방안(3

안), 마지막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 중재조항을 의무

화하는 방안(4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안은 정순섭(2010)의 안과 내용상으로 일치하

므로 여기에서는 정순섭(2010)의 안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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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문제는 금융위원

회와 금융감독원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기관간 관계 정립,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자간 역할 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

려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감독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의 언급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쉬

운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선을 공적 감독 체계 개선과 자율규

제 재정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적 감독 체계 개선

공적 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관과 소비자보호 감독기관(조직)의 분리를 통해 목적별 감

독체계를 취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하나의 기관(조직)에서 행할 경우 두 감독 목적간 균형을 찾기 어렵고 나

아가서는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감독 목적이 경우에 따라서 힘의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전문인력의 편중 등으로 인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

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대출이 어려웠을 사람들에

게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 목표가 될 수 있으나, 건전성 감독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행위로 이해되어 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렇듯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두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 보호 강화와

효과성 및 혁신성 상충관계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두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규제

영역 중복 및 소통곤란이 발생34)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복감독에 따른

비용효율성 저하를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야별 감독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조직 및

인력을 보완하며, 제재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규제 감독기관을 분리할 경우 규제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2000년 금융개혁과정에서 영국과 달리

단일감독자 체계가 아닌 쌍봉형 감독체계를 채택하였지만35), 쌍봉형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2004년에 호주연방준비은행, APRA, ASIC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인 금융규제자협

의회(The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36)를 만들었던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34) 앞서 살펴보았듯이 APRA와 ASIC으로 나뉘어진 감독체제를 운영해본 호주에서는 2006년에 규제

의 중복이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다. Regulation Taskforce(2006), p. 88. 그리하여 두 기관은 규제 중

복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감독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정보공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

해서 합동워킹그룹을 만들었다.

35) 호주 감독체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월리스조사보고서(Wallis Inquiry)를 작성했던

월리스는 호주 금융개혁시 거대한 단일감독자 체계를 선호했으나 기존 감독기관의 재편 문제, 금융

시스템 및 감독방식의 미성숙, 단일감독자 권력의 비대화, 감독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입장을 전

환했다.

36) 금융규제자평의회는 호주의 주요 금융규제 당국간 협의체이다. 여기에는 호주준비은행(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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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ASIC의 조직구조

주: 2010년 6월 기준
자료: http://www.asic.gov.au/asic/ASIC.NSF/byHeadline/Organisational%20chart

따라서 우리가 영국을 모델로 삼아 금융감독체계를 단일화 한 후에 겪었던 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대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본격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Bank of Australia), APRA, ASIC, 그리고 재무부가 참여하는데, 호주준비은행 총재(governor)가 의

장을 맡고 있다. 평의회는 비공식 기구로 운영되는데, 규제자간 협력을 통해 금융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rba.gov.au/fin-stability/reg-framework/cf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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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

서 분리37)한 후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기관의 업무를 이관시켜 통합하고, 금융감독체계 개

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흥식(2010)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기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시점

도 정권교체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38).

여기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독립시켜 유사기능을 하는 기관을 통합하자는 의

견을 내놓는 것은 금융분쟁조정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비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준사법기구임에도 행정조직에 속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전제로 그 내부에서 건전성 감

독조직과 소비자보호 감독조직으로 구성되는 기능별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을 빠르게

검토함으로써 당장의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요구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

아울러 감독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감독조직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감독기법 등

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감독조직의 개편

에 있어서도 최근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 또는 조직의 분리 추세가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39), 그것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논리가 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가장 낫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는 감독조직을 정비한다고 하

여 감독기능이 혁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함께 감독방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감독방법의 혁신을 위해서는 감독인력의 배치, 전문성 확보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자율규제 재정립

자율규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경우 회원들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는 자율규제의 특성

을 고려하여 실효성 확보 곤란, 특정 그룹 이익 우선, 비회원에 대한 규제 불능이라는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회원들이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

재방법이 확실하지 않고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큰 회원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규제는 규약 제정이 단체 내에서 영향력이 큰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그룹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또는 회원 탈퇴시 규

제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37)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까지도 포함한다.

38) 최흥식(2010), p. 57.

39) 영국의 경우 법률은 하나로 통합한 상태를 유지하되, 건전성 감독기능을 잉글랜드은행으로 이관하

고 기존 금융감독청을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두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완

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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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율규제는 정부의 규제 수준보다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운영과정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수준이 정부

의 규제 수준보다 낮을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경우 자율규제에 참여한 회원사간에 불신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규제 결과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자율규제 업무는 금융협회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방안이라 생

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율규제 업무

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의 운영과는 일정 정도 분리하여 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인사는 물론 소비자도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산업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금융회사 차원에서 해야 할 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금융회사 중심으로만 접근될 경우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

는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차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는 시장질서 정화 노력을 하도록 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여 금융거래시 그 인증마크만을 보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영업과 관련한 윤리헌장을 마

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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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감독정책은 소극적으로 수

행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다만 정부가 그러한 입장에서

감독정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아무리 중요한 정책목표라 할지라도 비용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더구나 금융

시장 및 금융회사의 창의성 발휘 가능성을 억누르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먼저 법률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기에 금융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

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원인을 먼저 잘 살펴보고 체계정비에 착수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법률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행동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행태 등이 적절하고 적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규제에

만 초점을 맞추어 법률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규제체계가 시장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목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이 그에

적응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체계 정비는 금융시장의 목소

리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유연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확실하게 구현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체계를 변경하는 문제 이외에도 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정부가 감독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시적 건전성 감독, 미시적 건

전성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지가 오래 되었고 또한 그를 위해 업무체계도 바꾸

어 왔다. 더구나 권역별 감독체계를 단일한 금융감독자로 개편한 지 10여년밖에 지나지 않

았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꾸어야 하지만 바꾼다 하더라도 새로운 체계 역시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

미에서 호주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감독조직을 설치하고 쌍봉체제를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호주준비은행, 재무부, 감독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 하여 감독체계를 급격히 변경

하기보다는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감독체계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도 있음

을 찾고 그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는 생각은 제도의 설계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노력도 중요하

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계하여도 이를 운영하는 감독자가 서툴거나 문제가 있

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편 노력과 함께 감독

자에 대해서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사명감 있는 태도 함양이 필요할 것이

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많은 감독비용과 함께 시장

에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규의 정립과 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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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고

그에 근거해서 적절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감독자의 노력과 함께, 시장에서는

법규에 앞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

우는 지름길이자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임을 명심하고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도 늘 보호만 받으

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 금

융회사, 정부가 상호유기적 관계를 맺고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짧은 시간에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구축 방안을 검토한 탓에 인

식의 한계와 대안의 제시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각각의 규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문서나 면담 등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 논문에 내재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쏟아지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일 것이며, 추가적 개선을 위

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논지와 관련한 데이

터가 확보되면 실증분석을 통해 이 논문의 주장과 논리를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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