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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요

연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1. 서론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에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금융소비
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 금융시장 발전으로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
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의 확보가 필요
◦ 금융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능력과 정보의 열위에 있음을 감안시,
금융서비스 공급자 의무의 사전적 규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에 있어, 관련 규제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
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
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규율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감독과 제재는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옴.
◦ 이를 통해 확보된 금융감독의 유효성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의 신뢰성 확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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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되는 비용이 목적 달성을 통한 혜택을 초과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없는 한, 소비자보호 강화는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무
조건적 반대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논리에도 우선될 필요
□ 국제적인 조류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가 단순한 약자의 보호라는 측
면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
화하는 종합적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음.
◦ 미국: 상․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논의 중
◦ 영국 : 기존 FSA, FOS에 더하여, FSA의 금융교육기능을 분리한
전담기구(CFEB) 신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
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 체계 하에서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
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
- 우리시장에서도 KIKO․파워인컴펀드(파생펀드) 사태 등을 계
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폭
◦ 이에 따라 감독기구 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일련의 개선노력이 진행 중
◦ 그러나 관련 프로세스의 개선과 국지적 조직개편 노력에 추가하
여 관련 규제체계의 혁신을 위한 입법적 노력, 그리고 금융규
제․감독 조직 자체의 개편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

- 2 -

2. 현황과 문제점
□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
안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2000년 20,057건 → 2009년 76,826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건수: 2000년 60건 → 2009년 106건
◦ 특히 금융소비자 신용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삶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
-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및 분쟁조정, 소송 등을 기준으로, 업권
별로는 보험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은행의 경우,
여신 및 카드 관련 업무에서 문제발생 빈도가 높음.
◦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시 보증 또는 담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
져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을 할 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 장치 미비
□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
◦ 금융거래 관련 민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정
은 정산 및 환매에서의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판매
및 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인 경우가 대부분
◦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투자자보호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으나, 여
타 업권을 포괄하여 금융상품 발전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추가적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

- 3 -

◦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 영업행위 규
칙 일반의 강화와 금융거래 전반으로의 확산이 검토될 필요

<표 1> 업권별/소비과정별 민원 현황 (처리 기준, 2009년)
(단위 : 건수, %)

판매 및 모집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
3296

유지 및 관리

3427

1495

6497

11419(15.7%)

정산 및 환매

7939

123

14077

22139(30.5%)

기 타

13330

1089

9073

23492(32.4%)

합계

27992

4963

39611

72566

연 도

증권 및 투신

보험

합계

2256

9964

15516(21.4%)

* 금융거래 과정을 판매 → 유지 → 정산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금융감독원이 분류
한 소분류 민원 유형을 재분류
** 기타는 소분류 항목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합한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 의사결정의 유일한 정보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시된 내용이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문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경로도 활성화할 필요
◦ 많은 경우, 금융거래 계약서를 통상적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자문의 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 존재
◦ 이미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별로 표
준화된 계약서나 요약 설명서가 기도입 혹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감독당국 차원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
- 다수의 선진국 감독기관들은 상품별로 한페이지 정도의 핵심
요약설명 양식을 규정하고 해당 양식의 사용을 강제
□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후적 보호 수준으
로 평가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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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소송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인지능력와 합리성을 과대평
가하여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기도 함.
- 상당수 분쟁조정/소송에서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
비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경우
에도 금융소비자의 행위 책임을 지적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가 일단 계약서나 설명서를 읽었음을 서명으로 동
의한 경우, 항상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
□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높을 가능성
◦ 전체 소송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소송가액을 가지는 건수가
16,803건에 달하고, 전체의 84%를 차지
◦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
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 2> 금융회사 피소 소송가액
(단위 : 건수)
연 도
100만원 이하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5,000만원
5,000만∼1억원
1∼5억원
5∼10억원
10억원 초과
계

은행
160
214
161
693
239
663
320
313
2,763

카드
64
50
34
37
17
21
9
6
238

증권
12
2
1
8
18
42
19
47
149

투신
5
1
5
9
19
11
34
84

생보
9
20
19
28
33
35
12
7
163

손보
7,161
6,101
1,206
812
633
583
39
29
16,564

소계
7,411 (37.1%)
6,387 (32.0%)
1,422 (7.1%)
1,583 (7.9%)
949 (4.8%)
1,363 (6.8%)
410 (2.1%)
436 (2.2%)
19,961

*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피소사건 중 소송가액이 표기되
어 있은 1심판결 사건만을 취합
자료 : KIS-LINE

- 5 -

3. 해결방안의 모색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확인 및 다양한 가용 대
안의 검토
◦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개선
◦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국지적 강화
◦ 관련 규제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의 제․개정
◦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변화 가능성 모색
□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종합․체계화를 강구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
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노출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
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으로서의 법제정 필요성을 검
토하고, 미래지향적 법률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현
실적 도입방안을 모색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방안 등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일부 내용
만 포함되는 사항들,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통합법에는
수록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실적 추진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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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개요
1.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기준 정립 필요
◦ 업권과 관계없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등에 있
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운용 중인 판매규제-분쟁조정-금융소
비자 교육(지원) 등 각종 제도․정책을 하나의 법에 담아 유기
적으로 결합․강화할 필요
- 기존 업권법령은 주로 업권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시장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부수적․개별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
◦ 금융소비자 교육의 설립과 집행 및 이에 대한 지원이나 분쟁조
정기구와 절차에 대한 내용은 개별 업권별들에서 별도로 정의하
기 어려운 상황
□ 법 운용․집행 및 개정 과정에서의 일관성․체계성․유연성 확보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필요시마다 개별 금융법령을 모두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개정․운용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
- 이에 따라, 개별 법령상 규제 내용 간 상충․상이(규제차익 발
생)․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최근 복합금융상
품․판매채널 출현 추세 속에서 더욱 심화

- 7 -

2.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여타 법률과의 관계
□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민법 등 일반법과 공정거래법 등 일
반적인 소비자 보호법제의 적용대상
ㅇ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전통적 의미의 합리적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보
다 확대된 보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일반법 등과 양립 가능
□ 기존의

일반 금융업권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사항이 규정

되어 오고 있으나, 시스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전성 규제와 금
융소비자 보호목적의 영업행위 규제는 규제 목적상 충돌 가능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일반 소비자보호법제에 보완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개별업권법
에서 전통적으로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

3.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의 기본 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개인,
(중)․소법인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의 정의 자체는 금융상품 계약 등에 있어 판매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로 규정하여 일반적 행위 규제의 목
적 및 효과가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도록 함.
-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
◦ 다만, 정보․전문성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일반 금융소비
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보호장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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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취급(제조)하는 상품, 그리고 제조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 및 이를 중개․대리․자문하는 금융상품 판매채
널이 모두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됨.
◦ 은행(예금, 대출, 신용카드)․증권․보험․여전(신용카드, 할부,
리스)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대상
- 은행의 예금, 대출,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판매와 관련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 포함
- 대부업․상호금융업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검토
◦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향후 대두될 모든 형태의 판매․유통채널
을 규율의 대상으로 삼음.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함으
로써 상품․판매채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기존 업권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업권별 규율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
◦ ‘동일상품-동일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적용
- 업권과 무관하게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의 실질(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상품유형을 재분류(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 판매활동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을 유형화하여 각 활동별로 지켜야할
규제를 통일하여 규정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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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점에서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추구하는 바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감독기반의 형성이며, 현행 금융관련 업권법에서 인정하
는 판매채널 및 영업범위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
□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그리고 분쟁조정이
동일 기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을 감
안하여, 분쟁조정 및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방안 및 가능성은 모색
□ 판매업자 진입규제, 영업행위 준칙 등과 관련한 규율 전체를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함을 기본안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현실
적 이유로 핵심적 공통규제사항 위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상존
◦ 판매업자의 진입․퇴출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 관련 내용 전체
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관장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채택
◦ 다만, 해당 법에 대한 협의․입법 과정에서 매우 현실적인 이유
로 인해 개별법상의 규제들이 존치되고 통합법에서는 공통규제
사항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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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의 기본 체계
구 성

제1장 총 칙

주요 내용
․법 목적
․금융소비자의 개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분류와 정의

․신의성실 의무
제2장
․판매업자의 임․직원 관리 의무
금융소비자보호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일반원칙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제3장
-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영업행위 규제
- 부당광고 금지 등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대리․중개․자문업자볍 영업행위 규칙 규율
제4장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규제체계
판매업자의 인․허가 ․미 인․허가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금지
제5장 분쟁조정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쟁조정 제도 등

제6장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금융소비자 교육․홍보 등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및 지원
지원근거 등
제7장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감독․제재권
감독․검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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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신의성실의 의무 등 업권과 무관하게
금융계약 체결과 관련한 기본원칙 및 의무 등을 일원화하고, 사법
적 분쟁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으로 기능하도록 규정
◦ 신의성실 원칙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인적․물적 설비 관리책임
◦ 일반소비자에 대한 초고위험 금융상품계약 체결 제한
- 투자성 상품 중 손실리스크가 큰 장외 파생상품 대상
◦ 일반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 일부 상품(장내투자형 상품 등)을 제외한 상품들에 대해 임의
해지권을 부여하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도록 규정
◦ 규제위반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장
-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의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금융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일부 규제위반시 입증책임 전환
- 금융규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요건의 존부
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보호수준을 제고
◦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
- 불완전 판매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거나 금융상품 부실
제조․부실운용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대리․중개업자의 위법행위시 우선 배상 책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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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진입 규제
□ 취급상품․행위 속성에 따라 판매업자의 진입요건․퇴출기준을 설
정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대안의 형태로 제시 및 검토
◦ 어떠한 대안이 선택되더라도 기존에 운영 중인 판매채널에 대해
서는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진입관리 근거가 부재한 판매채
널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7.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가. 공통 영업행위 규칙

1) 금융거래의 영업행위 준칙
□ 금융거래의 영업행위 준칙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
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포괄적 의무사항을 의미
◦ 구체적인 개별 행위 보다는 여러 가지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대고객 영업행위 준칙은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거래 방식은 열거주의 방식
에 의해 사전적으로 모두 정의하기가 어려움.
◦ 공통 규칙을 통해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규제의 공백을 방지
□ 업권별로 판매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이 상이하고 규제공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 원칙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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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업권별 현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개별법상 규제 등을 참조한 차별적 규율 방안 모색
□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 및 강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필요
◦ 설명의무: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약하게 적용하며, 투자 및 대
출성 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핵심적 상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의
무를 강하게 적용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에게 맞는 상품만을 권유할 의무): 예금
성 상품에 대해서는 약하게 적용(배제)하며, 금융소비자의 객관
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권유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성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의 희망에 따른 판매시에도 적합성 판단
의무): 보장성 상품의 중복 가입 방지, 투자성 상품의 판매에 있
어서의 적극적 적합성 확보 등을 위해 적용

2)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영업행위 준칙은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이를 보완
◦ 개념적으로 영업행위 준칙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포함
◦ 영업행위 준칙의 추상성을 구체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
제로 보완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어하지 못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준칙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시, 업권법에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상당수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개연성이 존재함을 염두에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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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건전한 시장 규율의 역할도 수행
- 일부 불건전 영업행위(예: 선행매매, 인위적 시세조정 등)는 금
융소비자 외에도 시장참여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 광의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규제들에 대하여 상품 속성별
로 적용여부와 적용의 강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강제
◦ 구속성 금융상품계약체결의 금지: 판매업자 등이 대출․여신 실
행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수신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 기존 일부 업권에 도입되어 있던 규제의 대상범위를 확대
- 보장성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자발성’이 확인될 경우 적용 배제도 가능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금지: 금융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 손실을 보전, 부
당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금융소비자에
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만 및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
◦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계약체결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
활을 침해하거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 단정적 판단에 대한 금지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여타 모든 상품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
- 불초청․재권유금지 및 과당매매 권유 금지의 경우, 현행과 같
이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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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위반 권유 및 전환계약 금지의 경우, 보험상품의 속성
에 기인한 부당권유행위로 현행과 같이 보험상품에만 적용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와의 거래시 우월적 지
위의 남용, 기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판매행위 금지
- 허위․부실․과장 정보제공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비교행위 등을 금지

3) 기타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판매업자 등이 직무상 취득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
◦ 업권법에서 각각 제한적으로 규제되던 개인정보보호를 보호대상
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판매채널에 적용
◦ 또한 업무상 취득한 정보 전반의 사적이용을 자체를 금지함으로
써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나) 수수료의 공개
□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 공시를 통해 금융기관 및 상품
에 대한 평가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음.
◦ 다만, 상품 유형에 따라 수수료의 성격이 상이하여, 수수료 공개
의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위험보장성 상품: 모집수수료율 등
- 투자성 상품: 위탁수수료, 펀드 관련 운용/판매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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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성 상품: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거나, 이후 유지 및 해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
과 무관하게 상품의 설명단계에서 핵심요약설명의 형태로 제
공되어야 하며, 이후 변동 발생시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또한 이들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는 후술할 비교공시 대상에 포
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조
다) 광고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
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
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보전달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전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근거가 필요
◦ 현행 업권법들의 경우, 일부에는 규제근거 부재, 일부는 규제근
거가 있더라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일부만을 규정
□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되,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적 표
시광고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규제 마련
◦ 표시광고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상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
◦ 광고 준수사항
- 공통: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을 것을 권유
- 투자형 상품: 원본손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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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형 및 수익변동형 예금성상품: 미래 수익의 변동성
- 보장성 상품: 당해 보험계약 중도 해지후 다른 보험계약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손해 발생 가능성
◦ 광고 금지사항
- 투자형 상품: 손실보장 또는 이익보장 오인 가능성
- 보장형 상품: 수수료, 보험료 일할표시 및 부실설명, 만기 자동
갱신상품의 보험료, 수수료 변동에 대한 부실설명
- 투자성 상품 및 수익변동형 예금성 상품: 금리, 실적 변동 상
품을 확정 상품으로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
간의 수익률만을 표시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당광고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
금, 벌금, 과태료 부과 및 병과의 근거 마련

나.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상품 및 판매채널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 이외에 판매
업 유형별로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 대리의 경우, 계약체결권 등의 위임 여부나 제공되는 자문서비
스의 독립성 여부 등에 대해 명시할 의무, 대리권이 위임된 상
품 외의 상품판매행위 금지 등 세부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 중개의 경우, 이해상충의 방지 및 기타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세부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 자문의 경우, 독립성 요건 및 명시, 적합한 자문행위의 제공 및
관련자료 보관 의무 등을 중심으로 세부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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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
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의 경우, 아직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음.
◦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노력을 강화
하고는 있으나, 전체 조직구도 상의 위상이나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
□ 또한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등에서 금융
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재판 外 분쟁해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
◦ 금융위법에 근거하여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은 금융업권 전
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을 수행
- 자본시장 외 여타 업권은 자율적 분쟁조정기능이 없는 상황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2.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유형(해외사례 등)
□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integrated approach)과 트
윈픽스(쌍봉형) 방식(twin-peaks approach)이 주된 형태를 이루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
◦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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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
◦ 트윈픽스 방식은 목적에 따른 규제체계로서, 건전성감독 기능과
영업행위규제 기능이 별도의 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호주․
네덜란드․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
□ 트윈픽스 방식에 대한 지지가 증가 추세(Group of Thirty, 2008)
◦ 통합형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이 단일 규제기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에 적합
- 규제관할을 둘러싼 혼란이나 갈등 없이 통합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 트윈픽스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두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 각 규제기관은 명백하고 확실한 임무(mandate)를 가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특정한 규제목적을 보유해야 함.
* 별도의 규제담당 기구를 구축함으로써 각자의 규제목적에
보다 충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Goodhart, 2002)
- 트위픽스 방식의 채택을 통해 상이한 규제목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음.
□ 분쟁조정 기구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감독기구와 분리된 옴부즈만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지배적
◦ 옴부즈만들은 순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는 법정기관인 동시에 민간기관의 형태를 띄기도 함.
◦ 또한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 분쟁조정기구에 제도적 혹은 관습적
으로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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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
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기본원칙은 네 가지로 정리 가능
◦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
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
◦ 다양한 대안들(예: 기존 기관내의 조직 변경,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성과관리방식의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
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적고, 변화에 따
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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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관별 감독시스템을 유지시, 개별 규제 특히 금융소비
자 보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극대화 유인이 미흡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감독자원 보강에 한계
□ (2안)의 경우, (1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의도된 금융소비
자 보호기능 강화 목적을 상당수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대립의 개연성이 충분한 두 업무간 갈등조정에 필요한 통제시스
템이 동일한 조직 내에 확보됨으로써 기능별 규제체계의 채택이
단기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혼란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목적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시장에 전
달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시적 성과 달성에도 유리한 구조
-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산․인력 충원 및 기능 강화를 도
모하겠다는 선언과 대비할 때 구속력․가능성이 높은 대안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및 능동적․선제적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변화로 인식할 필요
- 현상유지가 논리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의 도래
□ 이와 별개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
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도 제
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재 금융감독 관련 조직들의 전면적인 재편이 전제가 되고, 건
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간 갈등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메카니즘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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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유지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대안을 상정할 수 있음.
(1안)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능을 수행
(2안) 감독당국과는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
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
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부여
(3안) 기존 금융분쟁조정 제도에서 금융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이탈
을 금지
(4안)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업
자간 중재조항을 의무화
□ 1안과 3안은 기존 금융분쟁조정기구의 틀 내에서 실효성을 제고를
모색하는 방안들이고, 2안과 4안은 기존 기구의 유지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임.
◦ 1안은 현행 헌법 하에서는 수용이 어려움.
◦ 3안은 구속력 부여가 어려워 실효성 제고에 한계
◦ 2안은 구속력 부여로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나, 별도의 상설 분
쟁조정기구 설립으로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 저항이 예상됨.
◦ 4안의 경우, 실질적 효력 차원에서 2안과 유사하나, 상설 분쟁조
정기구가 아닌 중재절차 ‘지원’기구의 설립 정도가 요구됨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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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1.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은 단순한 지식 제공을 넘어
서, 금융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필요한 정보
의 제공과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
◦ OECD(2005)는 광의의 금융교육이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이미 선진 각국은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는 이번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
◦ 재무적 소외(빈곤)는 근본적으로 금융이해력의 결핍에 기인
-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
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부재한 가운
데,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 학교내 금융교육에 있어서 현실적 금융역량의 확보에 필요한 비
중과 내용이 확보되지 못함.
- 현행 초․중․고등학교 학습은 필요 금융소비자교육 요소 중 불과
36% ~ 66% 정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관련 내용의
83%가 선택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함.
- 내용면에서도 금융환경에 대한 단순한 소개나 오히려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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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문적인 지식 위주로 편성
-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체계적 접근이 전무
◦ 학교외 금융교육에 있어서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조직
개편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업무 및
인력의 비중은 부족하고 성과에 있어서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
- 금감원을 비롯, 유관기관, 협회, 금융회사들도 사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통합 미디어 환경을 활용한 적극적 정보의 제공이나 해당 수단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며, 중립적 입장에서의 자문서
비스 제공에도 국가의 개입여지가 존재
◦ 선진국들이 운용 중에 있는 적극적 정보제공 수단이나, 공익적
자문서비스 지원책들을 참고하여 획기적 개혁을 도모할 필요
- 영국 CFEB가 운영하는 Moneymadeclear나 캐나다 FCAC의
홈페이지 등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광범위
한 정보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
- 도입(안)에서 제시된 자문업 분야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교
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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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1) 금융소비자 교육의 체계적 강화기반 구축
□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의 전략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 하에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을 전
담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금융교육 담당 부서는 학교외 금융교육과 학교내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하부 부서로 분리․운영
-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으로부터 금융교육 전담
조직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 (영국사례 참조)
□ 금융교육협의회는 매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초․중등교육에서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고등교육에서 필수 교양강좌로 채택되는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 학교내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관련 표준안과 내용을 마련하되,
그 활용에 있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
- 금융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 실시
◦ 학교외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기존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 연계
를 통해 실행 수준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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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지원
□ 금융소비자친화적인 정보생성과 제공(정보공시) 및 공적 영역에서의
보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 채널 구축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어디서든지 구득가능하도록
‘인터넷기반 금융상품 정보 및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
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등을 강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회별 비교공시 체계와는 무관하게 공익
단체나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업권의 장벽을 넘어선 유사상품
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또한 핵심적 금융상품들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선
택을 돕기 위한 상품선택 지원 도구 및 일반적인 고객 유형과
수요에 입각한 표준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비교공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책임기관들과 내용 및 지원방안 등을 적시
□ 민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들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경로가 발현(금융소비자보고서(Financial Consumer Report) 발간
등)될 수 있도록 지원
◦ 투자자보호재단 등의 유관기관 혹은 민간 소비자단체들이 이러
한 정보의 가공과 평가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물을
판매․보급함에 있어서의 정책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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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명단의 공개
□ 현행 제재 관련 공시는 해외와 비교하여 내용․형식면에서 큰 차이
◦ 2010년 이전의 제재정보는 극히 개략적 정보만을 포함
◦ 2010년부터 시작된 제재내용공시는 과거 대비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 해외 대비 미흡한 측면이 존재
- 특히 검사에 따라 금감원이 취한 조치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
하고 있어 대상에 대한 확대 필요성 존재
◦ 개별 협회는 자격이 인정된 금융인력의 명단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의 Register들과 같이 상
세정보(금융관련 제재기록, 경력 등)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민원․분쟁 등의 사후 처리내용에
대해 종합 및 상세 자료를 공개하고, 각종 사고로 금융행위의 영위
가 금지된 자연인의 신상을 기록한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시
◦ 단순 민원 및 분쟁 관련 자연인의 정보는 비공개하더라도, 행
정․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과 자연인의 상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제적 통례 (주요 선진국 사례 참조)
- 단순 민원 및 분쟁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부내용을 담은 사례집과 대표적 유형 등
에 대한 분석결과 및 소비자경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
◦ 또한 금융업 영위 혹은 금융기관 취업이 허가된 전체 금융인력
명단에 대해서도 교육․경력 혹은 금융관련 범죄․제재 기록 등
의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유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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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
□ 금융상품판매의 광고 관련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
후적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
◦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
전달 방식을 규제와 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
◦ 문제점이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광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의 실효성 점검
◦ 금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웹싸이트, 보도자료 등
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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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
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
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요
◦ 동시에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
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개별 금융업권법령에서는 금융업자(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달리,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흡
◦ 또한 업권별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 상이
□ 기본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미진함에 따라, 즉각적이고 충분
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유발
◦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에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어 즉각적인 제재효과 달성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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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과되는 벌금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불공
정거래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
◦ 단순 위반을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지적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제재 적용의 현실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
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
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금융선진국들도 영업행위규제위반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 혹은
유사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

2. 개선방안
□ 기본적으로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 업
무정지, 인가․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
□ 공통영업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상 벌칙 내용(징
역․벌금․과태료․과징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행위에 대
해서는 기존 과징금 제도를 확대 적용
□ 징역․벌금․과태료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고강도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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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및 진입 규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Ⅰ. 금융상품판매 관련 법규의 통합 필요성

□ 현재 “동일한 금융상품의 판매”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는 권역별로 제
정․집행되고 있어 판매관련 법규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존재
◦ 이는 업권별 규제차익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
◦ 최근 들어 개별 권역을 넘어서는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개발․
판매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권역별 상품
및 서비스의 중첩성이 심화될 경우 동일한 상품의 판매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한편, 국내에서도 금융상품의 제조업자(원판매업자)가 아닌 외부 판
매채널에 의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권역별 외부 판매채
널의 취급상품 범위가 해당 권역을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역시 각 권역별
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 상이한 규
제가 부과될 가능성 상존
◦ 또한 일부 권역에서는 외부판매채널의 판매행위가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반면, 여타 권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협약에 의
존하고 있는 문제도 존재
□ 전술한 논의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행위를 개별업법에서 규제(기관
별 규제)하기보다는, 통합법 하에서 체계적이고도 일관된 판매행위
규제(기능별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금융상품 판매의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통합적 규제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각 업권별 판매규제의 제도적 불비를 제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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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동일한 금융상품의 판매(즉, 동일한 판매기능)에 대해서
는 권역 불문, 내부 및 외부판매채널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제체계는 향후 새로운 판매기
능 등장에 따른 규제공백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일례로

최근

금융자산

축적을

배경으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법에서 규제되고 있
지 않는 상태에서 재무설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례가 급증
◦ 결국 향후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시장혁신이 나타날 경
우를 대비하고, 일체의 판매행위를 공백 없이 규율하기 위해서
는 통합법 체제 하에서 기능별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인 대안으로 평가됨
□ 최근 금융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제조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업자(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법리와는 별개
로 금융소비자 보호법리(특히 판매와 관련한 법리)가 독자적으
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
- 금융상품판매 관련 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업자
규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금융상품 소비자에 대한 보
호법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소비자, 특히 소매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 여부는 주로 금
융상품 판매인력과 판매업자의 질, 판매과정의 적합성 등에 의
해 좌우되며, 따라서 판매관련 법규 통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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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능별 규제를 위한 금융상품 및 판매업무 정의

□ 판매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기능별 규제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판매
기능에 대한 정의가 필요
◦ 판매기능은 금융상품(product)과 판매업무(activity)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단위들로 정의 가능
- 그리고 이들 기능단위(즉, 통합법 상 금융상품의 판매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권역과 판매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영
업행위 규제 및 진입규제를 부과
◦ 이하에서는 통합 금융소비자법 상 판매기능을 구성하는 요소 중
금융상품과 판매업무에 대해 차례로 서술
-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정보비대칭 등의 측면에서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
- 판매업무: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의 문
제

1. 금융상품의 정의
□ 기능별 규제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공통
적인 속성에 따라 몇 개의 상품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 상품유형은 해당상품의 위험, 정보비대칭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세분화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복잡성 및 규제
비용 과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더불어 금융권역별 고유의 특성(즉 제조업자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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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법 상의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
성상품, 대출성상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의 네 가지로 분류
(<표1> 참고)
- 한편, 예금성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시스템리스크 관련
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추가 분류

<표 1>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 분류(안)
상품유형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내

용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예금상품, 종금형
CMA (예금성상품 유형1)
․금융투자회사 RP 등 부채상품 (예금성상품 유형2)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전형적인 대출상품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포함

보장성상품

․전형적인 손보․생보상품

투자성상품

․전형적인 금융투자상품

□ 상기 네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유형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성, 상품의 복잡성 등이 상이하며, 따라서 각 상품유형별로 상이한
판매행위 규제가 적용
◦ 상기 상품유형 중 2가지 유형에 속한 상품을 함께 판매하거나,
혹은 2가지 유형에 속한 상품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합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2가지 상품유형에 대응하는 판매행위
규제가 모두 적용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변액연금의 판매 시 보장성상품과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 및 인력요건 규제가 함께 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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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업의 정의
□ 이 글에서 금융상품판매업이라 함은 금융상품의 판매권유, 모집, 속
성 설명, 투자조언,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칭
◦ 즉, 금융상품판매업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제조업무)와 무관
한 것으로, 특히 제조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돕거나 제조업자
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행위
를 가리킴
- 반면 대출인수, 예금증서 발행, 보험계약 인수, 유가증권 인수
업,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등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금융소비자법의 대상이 아님
□ 한편, 기능별규제 부과를 목표로 하는 금융소비자법에서는 판매업
무를 직판, 대리, 중개, 자문으로 세분화
◦ 금융상품이 제조업자로부터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직
판, 대리, 중개, 자문에 의해 빠짐없이 포섭 가능
- 직판 vs. 대리․중개: 제조업자 자체 판매조직에 의한 판매여
부에 따른 구분
- 직판․대리․중개 vs. 자문: 금융상품의 판매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

1) 직판 vs. 대리․중개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주체에는 권역별 제조업자와 외부 판매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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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금융회사, 즉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상품에 대한 판
매권한을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 제조 상품
에 한해서는 자동적으로 판매 가능 (원판매업자)
◦ 최근에는 제조업자가 아니면서 제조업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업
무를 영위하는 외부판매채널도 다수 존재 (외부판매업자)
- 제조업자 중 자신이 제조한 상품이 아닌 타 권역 상품을 판매
하는 자도 외부판매업자에 해당

[그림 1] 원판매업자와 외부판매업자
원판매업자

외부판매업자

비본질적 업무
중 판매업무
이외의 업무
본질적 업무
(제조)
비본질적 업무
중 판매업무

□ 직판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권한을 원천적으로 보유한 제조
업자가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지칭
◦ 은행의 예금․대출상품 판매,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 반면,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를 외부판매채널에
의존하는 경우, 동 외부판매채널의 업무는 대리․중개에 해당
□ 외부 판매업자의 업무 중, 대리는 본인인 제조업자(원판매업자)를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위
해 노력하는 경우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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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판매업자는 판매권한을 원천적으로 소유한 제조업자와의
대리계약 하에 금융상품을 판매
◦ 현행법 상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대리의 유형에는 일사전속
대리(예: 전속보험대리점)와 복수전속 대리(예: GA)가 있음
□ 외부판매업자의 업무 중, 중개는 제조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금융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실행위를 지칭
◦ 중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양 당사자 중간에서 상반된 이해관계
를 절충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대
리에 비하여 법률관계가 단순하고 중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
한의 범위도 협소
◦ 중개는 일사전속 중개, 복수전속 중개, 비전속 중개로 구분

2) 직판․대리․중개 vs. 자문
□ 전술한 직판, 대리, 중개는 판매행위가 제조업자 내부 혹은 외부에
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구분일 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이들에
의한 판매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즉, 직판, 대리, 중개 모두 특정상품의 판매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는 행위에 해당
□ 반면, 금융소비자법에서 새롭게 도입할 자문은 특정상품의 판매가
목적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상품 전반에 대
한 조언행위를 지칭
◦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수당(commission)
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문 수수료(fee)를 취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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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와 자문의 구분
□ 자문업무를 규제 행위(regulated activity)의 하나로 분류하기 위해서
는, 자문을 금융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조언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의 문제가 발생
◦ 이를 위해 단순집행판매(execution-only), 설명판매(guided sale),
자문(advice)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
□ 우선 단순집행판매와 설명판매는 순수한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단순집행판매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원하는 상품을 확정한 후 판
매업자를 방문하여 해당 상품을 요구하고, 판매업자는 이러한 요
구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를 지칭
- 일반 제품의 경우와는 달리,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특성 상 단순집행판매의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
◦ 반면, 설명판매는 판매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조언을 지칭(판
매 부수성)
- 즉, 판매업무 수행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권유하는 경우
◦ 설명판매에서 이루어지는 조언은 특정 시점에 특정 상품을 중심으
로 제공되는 조언으로도 볼 수 있음(상품 및 시점의 특정성)
□ 자문은 판매 비부수성, 상품 및 시점의 불특정성 등의 측면에서 설명
판매와 구별
◦ 설명판매와 달리 자문은 판매업무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
서 판매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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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문의 경우에는, 조언의 제공이 특정 시점이나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
- 즉, 설명판매가 특정시점에서의 특정상품에 대한 조언에 해당하
는 반면, 자문은 여러 시점에 걸친 고객의 자산관리 전반을 모
두 포괄
□ 전술한 설명판매와 자문의 차이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성
측면에서도 양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게 됨
◦ 설명판매의 경우에는, 각 거래건별로 투자권유에 따르는 적합성
기준(suitability standard)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책
임을 지게 됨
◦ 반면,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신인기준
(fiduciary standard)에 따른 자문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담
- 이러한 점에서 설명판매에 비해 자문의 책임이 훨씬 더 포괄적
이고 무겁다고 할 수 있음

4) 자문업 도입 및 활성화 필요성
□ 최근 고령화 및 금융자산 축적을 배경으로 개별상품에 대한 자문 외
에,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개인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포괄적 자문수요가 크게 증대
◦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외부판매채널 모두 명목상 자문서비스를 활
발히 제공하고 있음
- 금융회사들은 주로 PB(private banking)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판매채널은 PB고객 및 중산층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자문서비
스를 제공

- 43 -

□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문서비스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자문
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 또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와 독립적인) 자문서비
스 제공 확대도 곤란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정이 있으나, 투자자문업은 소비자
의 금융자산 관리 전반 혹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조언
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문에만 국한되며, 주로 기관투자
자를 대상으로 영업
-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자문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함에 따라 거
액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한 PB 고객 등 거액 자산가를 상대로
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 또한 중립적
자문이라기보다는 금융상품계약권유에 가까움
- 기타 재무설계회사들은 자문서비스 제공에 대응하여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용역계약 형식으로 자
문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영업확대가
곤란
□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도 미비된 관
계로, 시장 신뢰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 단순한 개별 상품의 판매와는 달리 자문서비스 제공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며, 실제로 금융소비자는 자문서비스
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갖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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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서비스를 받는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문인력의 자격요건(체계적인 자격증 관리 포함) 및 영업행위
규제를 부과할 필요
□ 금융자문업을 금융소비자법 상의 판매업무의 하나로 규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자문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둘째, 제조업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출현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
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
□ 금융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현행 투자자문업자의 진
입방식)한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되, 법인으로만 한정하고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할 필요
◦ 특히, 금융자문업자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
- 전체 금융시장 또는 적어도 하나의 부분시장(동류 상품시장)
상품 전반에 대한 분석을 행한 후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회사 또는 소수의 상품에만 국한된 자문행위를
금지
- 특정 금융회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공지하고, 자문행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규정 등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
- 자문업자의 불합리한 고위험․고수익 상품 취득 권유를 예방
하기 위해 자문수수료 외에 자문에 따른 성과보수를 추가적으
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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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과 관련한 일체의 근거․증빙서류 보관의무 부과
□ 한편, 제조업자의 이익이 아닌 금융소비자 편에서 중립적이고 전문
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업의 활성화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를 지님
◦ 그러나 시장규모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한 일반 금융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의 조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자문업의 조기 활성화 및 금융자산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
- 예를 들어 자문업계 및 대표성을 가진 공익재단,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일반 금융소비자 대상 무료 자문 프로그램의 연례사
업화 등

5) 금융소비자법 상의 판매업자 분류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법 상의 판매채널은 크게 세 가
지로 분류 가능(<표 2> 참조)
◦ 첫 번째는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를 겸영하는 제판겸영업자
로, 이들은 판매권한을 원천적으로 보유(원판매업자)
◦ 두 번째는 제조업자(원판매업자)로부터 판매업무를 수임한 외부
의 전문 판매업자로, 여기에는 대리업자와 중개업자가 존재
◦ 세 번째는 자문업자로서, 직접적인 판매행위와는 구분되는 금융
상품이나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표 2> 금융소비자법 상의 판매업자
제조업자(원판매업자)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제조업자

판매수임인
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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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자문업자

Ⅲ.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1. 모든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 규제
□ 금융소비자법 상의 특정 판매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가 어떤 금융권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직판채널 혹은
외부채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부과함으
로써 기능별규제의 정신을 구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
당권유행위 금지 등 기존에 업권별로 산재해 있는 판매관련 영
업행위 규제를 새로운 상품분류에 맞게 체계적으로 보완, 조정
할 필요
□ 판매대상 상품유형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의 강도는 사안별로 상이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투자성상품 > 보장성상품 > 대출성상품
> 예금성상품”의 순
◦ 투자성상품의 경우 정보비대칭이 가장 심하고 성과와 관련하여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영업행위에 대한 강한 요건이 필요
◦ 반면, 예금성상품, 특히 유형1의 경우 원본보전 상품이라는 점에
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 대상
- 따라서 영업행위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도 무방
◦ 이러한 기본적 원칙 하에 모든 판매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를 수립․적용

1) 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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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판매업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적극적인
판매행위)할 때, 거래 목적․상황 등 해당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
□ 예금성상품과 보장성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대출성상품과 투자성상품에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제조업자가 원금을 보장하는 예금성상품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상품의 경우 적합성 원칙 적용에 따른 실익이 부족
◦ 반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성상품 권
유시 적합성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도 적용 (자본시장법에서 기도입)
- 보장성상품과 투자성상품이 혼재된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성상
품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2) 적정성 원칙
□ 정의
◦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아닌 금융소비
자의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 목적․상황 등 해당
소비자 특성에 적정하지 아니한 상품 판매시 이를 고지해야 한
다는 원칙
□ 예금성상품과 대출성상품에 대해서는 적정성 원칙을 배제하는 대
신, 보장성상품과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 원금보장 상품인 예금성상품과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대출성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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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경고하기 위해 적정성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성상품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성상품에 대해 적용

3) 설명의무
□ 정의
◦ 판매업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당해
금융소비자의 지식과 경험, 재산상태 및 거래목적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내용·위험 등에 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
□ 네 가지 상품유형 모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상품특성에 맞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차별화
◦ 예금성상품: 상품의 내용, 수익률, 중도해지수수료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 부여
◦ 대출성상품: 중도상환, 금리변동, 기한이익 상실에 대하여 설명
의무 부여
◦ 보장성상품: 보장내용 및 조건과 관련한 설명에 중점
◦ 투자성상품: 상품구조, 투자위험,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조기상
환 조건 등에 대해 설명

4)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 금지
□ 정의
◦ 판매업자가 대출 또는 여신 실행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여타 상
품의 판매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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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체 제조 상품 혹은 타
업권 제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
□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 금지 원칙
을 적용
◦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판매업자가 대출제공
을 대가로 예금성상품의 구매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구속성 예금성상품 계약을 금지
◦ 대출성상품: 대출성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판매업자가 대출제공
을 대가로 다른 대출성상품의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 보장성상품: 대출성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판매업자가 대출제공
을 대가로 보장성 상품의 구매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
용
◦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판매업자가 대출제공
을 대가로 투자성 상품의 구매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
용

5) 기타
□ 전술한 영업행위 규제 외에도 판매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
체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업행위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금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구입을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 판매를 조
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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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권유행위 금지: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과정
에서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거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권유행위(예: 단정적 판단 등)를 금지
◦ 금융상품판매 광고 규제: 판매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소
비자들이 오해의 여지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광고해야할 의무를 부여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판매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
◦ 계약서면 교부의무: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계약자
료를 금융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기록․유지하도록 요구

2. 대리․중개․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 전술한 영업행위규제는 판매업자의 유형 즉, 직판, 대리, 중개, 자문
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
◦ 반면 아래에서 서술하는 영업행위 규제는 직판을 제외한 대리,
중개, 자문업자에 한해 적용

1) 대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 대리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
비자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
◦ 대리권을 위임한 제조업자의 수와 명단
◦ 대리권의 내용 (계약체결권 또는 금전수취 권한이 없을 경우 이
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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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입 중 특정 제조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의 규
모 및 비중
◦ 대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소비자가 제조업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일
체의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
□ 대리업자의 금지․제한 행위
◦ 쌍방대리․복대리 금지, 권한을 넘어선 금전 등의 수취 금지, 대
리권을 위임한 제조업자의 해당 상품 외의 상품 등에 대한 판매
금지 등
◦ 복수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위 제한을 부과
- 업무상 취득한 특정 제조업자의 정보를 타 제조업자에게 알리
는 행위, 판매를 대가로 대리권을 위임한 제조업자에게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2)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공시 의
무를 부과
◦ 판매를 위탁한 제조업자의 수와 명단
◦ 위탁의 내용 (특히 계약체결권 및 기타 대리권이 없음을 명시)
◦ 전체 수입 중 특정 제조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의 규
모 및 비중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소비자가 제조업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일
체의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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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의 금지․제한 행위
◦ 재위탁행위, 자기계약, 권한 없는 금품수수 등을 금지
◦ 복수전속 중개업자, 독립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위제
한을 부과
- 업무상 취득한 특정 제조업자의 정보를 타 제조업자에게 알리
는 행위, 어느 일방 제조업자만을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 중개
를 대가로 제조업자에게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3)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 자문업자의 수수료 수입 관련 규제
◦ 신인의무에 입각한 자문업자의 모든 수입은 금융소비자에게 수
취하는 자문료로만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금융소비자들
이 자문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국내 현
실을 감안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자문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자문업자(fee-only

adviser)의 비중은 30% 수준이며, 소매 금융상품 유통채널에서
독립자문업자(IFA)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에
서도 자문료에만 의존하는 IFA는 전체의 2%에 불과
◦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자문업자의 수입원에

규

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문수수료를 직접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받은 서비스 대가를 제조업자(원판매업자)가 부
담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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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문업자가 자문 수수료 외에 성과보수를 추가적으로 수
취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
- 자문업자의 성과보수를 인정할 경우,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매고객에게 지나치게 고위험 상품을 권하거나 고위험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유인이 존재
-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문업자의 성과
보수(performance fee)를 금지(1940년법 § 205(a)(1))
□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대리․중개업자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고 광
범위한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
◦ 자문업자는 자신과 명시적․암묵적 계약관계(출자관계 포함)를
맺고 있는 제조업자 및 대리․중개업자의 명단 등을 모두 공시
해야 함
- 특히, 자신의 수입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수취하는 자문료와
제조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일체의 보상에 대한 규모 및 비중을
공시
- 미국의 경우에도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판매업자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의무를 부과

3. 판매업자 영업행위 규제의 입법 방안 검토
□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의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두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안) 개별법상 판매행위 규제 일체를 금융소비자법으로 이관하
고, 개별법상 관계조항은 삭제하는 방안
◦ (2안) 개별법상 판매규제를 존치시키면서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중
요․공통사항 위주로 규정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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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행위 규제의 공백을 없
애고, 동일한 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
◦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판매행위와 관련해서는 단일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혼선과 불편이 감소
- 그러나 입법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현행규제
의 누락 가능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존재 등으로 금
융소비자법 시행초기에 현실적인 애로가 존재할 수 있음
□ (2안)의 경우, 입법작업 및 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은 있으
나,
◦ 판매행위 규제체계가 다기화되어 규제혼선 및 규제차익 발생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불편을 초
래할 수 있음
- 따라서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
자 법에 의한 단일 규제체제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개별법
상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 이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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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매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1.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 현재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존재하나, 개별법에 의해
등록․관리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근거 및 감독이 미흡
◦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의
경우에는 개별업법에 규제․관리근거가 존재하나,
◦ 대출모집인, 할부․리스에이전트 등 기타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경우 개별업법상 규제․관리근거가 부재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직판)․대리․중개․자문업자로 규정하
고 금융소비자법에서 일원화된 인가․등록, 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표 3>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 개요(직판업자 제외)
유 형

개념 정의

현행채널

대리업자
금융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금융상품
(1사전속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수령을 영업으 보험대리점
/복수전속) 로 하는 자
중개업자
(1사전속
/복수전속
/독립)

보험설계사,
금융회사(제조업자)로부터의 권한 위임 없이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상품 계약 대출모집인,
체결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할부/리스
에이전트 등

자문업자
(독립)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평가에 관한 정보의
투자자문업자
제공․조언․상담을 영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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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에는 금융소비자법 상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단위에 대한 예
시가 제시되어 있음
◦ 우선 직판은 자신이 제조한 상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원천적 보
유한 제조업자(원판매업자)의 판매행위로, 이 경우 별도의 인
가․등록 없이 자체 제조상품의 판매업무를 영위 가능
◦ 반면 외부판매채널인 대리․중개업자는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및 판매업무 조합에 해당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 특정 상품의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조상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
하고자 할 경우에도 외부판매업자로서 인가․등록 필요
◦ 한편, 금융상품의 직판 및 외부판매와는 별도로 금융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문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표 4> 금융소비자법에 의한 인가․등록단위 예시
업무

직판

금융상품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판매업 인가․등록단위

인가․등록 불필요

영위 주체

․제조업자
(원판매업자)

․예금성상품(은행예금 제외)
의 대리
대리 ․예금성상품
(은행예금 제외)
외부
․대출성상품
판매

․대출성상품 판매의 대리
․보장성상품 판매의 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리

․보장성상품
․예금성상품(은행예금 제외)
․집합투자증권(변액보 의 중개
험, 변액연금 포함)
중개
․대출성상품 판매의 중개
․보장성상품 판매의 중개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중개

자문

－

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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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판매채널

․자문업자

2.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체계 입법 방안
□ 금융소비자법상 판매업자의 진입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안) 금융소비자법에서 직판업자(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
상품판매업자(외부판매채널)의 진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방안
- 이 경우 개별법상 근거가 존재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진입
관련 조항은 이 법으로 이관
◦ (2안)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진입과 관련한 사항은 개
별업권법령에 규정하고 관리하는 방안
□ (1안)의 경우, 판매업자에 대한 ‘진입－행위규제－감독’ 등 일련의
규제체계가 완비되고, 총괄적인 진입정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 기존 판매업자 처리문제 및 신규 인가․등록체계 마련 등에 방
대한 작업이 소요되고, 이해관계자도 광범위하며, 여러 금융업권
을 포괄하는 신규 판매업자들의 무분별한 진입․겸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존재
◦ 따라서 (1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1) 기존 판매업자의 영업범위
는 그대로 인정하고(Stand-Still), (2) 현재 존재하는 판매채널 유
형의 진입만을 허용(소위 금융백화점은 불허)하는 등의 보완책
을 수립․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
- 즉, 복수 상품유형에 대한 외부판매업무 겸영에 대해서는 기존
에 이미 겸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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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인가․등록 체계
전환 등의 불편․혼선 우려가 적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 판매채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곤란하여 업권
별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진입과 관련한 일부 규제차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또한 업권이 모호하여 규제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존재
◦ 따라서 (2안)을 채택할 경우에도 현재 개별업권법에 근거가 부재
한 금융상품 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우선 금융소
비자법에서 진입․관리 근거를 마련한 다음, 향후 개별 업권법
령의 정비를 통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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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Ⅲ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분쟁해결․민사적 제재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I.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1. 금융소비자의 의의와 범위
□ 전통적으로 금융규제법에서는 금융업자와의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예금자’(은행법 1조), ‘투자자’(자본시장법 1조),
‘보험계약자’(보험업법 1조) 등을 사용해 왔음.
□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금융업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음.
◦ '거래상대방'(counterparty)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부르는 용어
로서 금융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고
객'(customer, client)은 금융상품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의 금융시장 참가자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역시 금융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라고 하게 되면 보호의 상대방이라는 가치판단
이 내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로서의 공통적인 문제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기초개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예금자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리고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이 필요하게 됨.
□ “금융업자와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
으로서 예금자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으로서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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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는 금융소비자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2006.9), I.1.가. 이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전국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여신금
융협회로 구성된 모범규준 작업반에서 작성한 것임.
김영선의원안은 ‘금융소비자’를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금융
투자상품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동법안 1조의 2)(「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45,
2009.9.2,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권택기의원안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
지만 기존의 “預金者 및 投資者등 金融需要者”를 “예금자, 투
자자 및 소비자 등 금융소비자”라고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음(동법안 1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6496, 2009.11.9,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이용자’라는 용어는 ‘금융소비
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용어가 공급자 위주의 용
어라는 점과 혼동의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을 채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함.
- 첫째, 소비자문제로서의 금융소비자의 인식 또는 금융‘소비’자
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를 ‘소비’
한다는 표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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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예금자와 보험계약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투
자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것이 더 곤란하다는 지적이 이
루어지고 있음(Cartwright(1999), pp5-6.). 그러나 금융상품
의 보유 그 자체를 금융상품의 소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둘째, 금융소비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금융의 범위가 문제되
지만,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과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금융
상품과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금융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함.
-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은
“투자자”(inves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2000년 「금융서비스
및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소비
자’(consumer), ‘고객’(customer 및 client)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
를 함께 사용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FSA의 규제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용했거나, 혹은 향후 이용할 계획 등이 있는 자를 총칭
하는 용어로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호주의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은 ‘고객’(client)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영업행위규제
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ion, ASIC)의 설치법인 ASIC Act 1998(Cth)
는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의 2000년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으로
통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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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분리
□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비자는 아래 두 가지 이유에서 ‘정보가 정확하
고 충분하다면 독자적인 투자판단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 아닌
예금자나 투자자 보험계약자와 대출채무자를 포함하는 법적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함.
◦ <1> 전통적으로 투자자는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다면 독자적인
투자판단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그
러한 전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주
지성이 낮은 고도로 복잡한 신종금융상품이 거래되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2> 또한 금융거래에서 정보는 첫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매
입 전에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 둘째, 금융상
품이 복잡화하면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점, 셋째, 금융상품의 효과는 장래까지 알 수 없는 점과 같
은 특징을 가짐.
◦ 이러한 문제는 특히 ‘취약소비자’(vulnerable consumers)의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와
유사한 투자자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상대방인 투자자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
리하고 있음(46조, 46조의2, 47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3109, 2008.12.18,
이하 ‘보험업법개정안’)에서도 보험계약자를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로 구분한 후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등은 일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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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ㆍ21호, 95조의2, 95조의 3).
* 이러한 접근은 거래상대방을 소매고객(a retail client), 전문고
객(a

professional

client),

적격

거래상대방(an

eligible

counterparty)로 구분하는 영국(COBS 3.3.1R), 소매고객(retail
client)과

도매고객(wholesale

client)로

구분하는

호주

(Corporations Act, section 761G), 그리고 특정투자가와 일반
투자가로 구분하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 2조31항, 45조)과 기
본적으로 동일한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임.
□ 이와 같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구분에 의한 규제 차별화에 대하
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 첫째,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전제
가 타당한지 여부와 그러한 전제가 규제정책에 대한 충분한 근거
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
음.
◦ 둘째, 특히 공시규제에서 투자자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각 분류등
급에 따라 공시의 내용을 달리하는 방식을 ‘투자자보호규정의 다
원화’(pluralism in investor protection rules)라고 표현하면서 “타
당성이 없거나 매우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견
해가 있음.
◦ 셋째, 보다 현실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의 곤란성을 지
적하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장의 분리에 의한 규제의 차별화는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문투자자는 스스로의 자산으로 투자자문
업자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규제상 보호 자체를 거부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없음.

- 67 -

◦ 둘째, 한정된 규제자원을 보다 많은 보호를 요하는 일반투자자
에게 집중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함께
시장 전체적으로는 규제수준의 적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
게 되는 것임.
◦ 셋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은 일부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이나 일부 일반투자
자의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을 허용하여 적용상의 구체성과 명확
성을 확보하고 있음(9조5항단서).

<표 1>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분류
구분

기준

비고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
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
으로 정하는 자에 한
하여 일반투자자로 전
환 가능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

협의의 금융소비자

<표 2> 보험업법개정안상 보험계약자의 분류
구분

기준

비고

전문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
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
으로 정하는 자에 한
하여 일반보험계약자
로 전환 가능

일반
보험계약자

전문보험계약자 이외의자

협의의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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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융소비자의 분류
구분

광의의
금융
소비자

기준
비고
전문예금자, 전문대출채무자,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으로
전문
전문투자자, 전문보험계약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일반
거래자
소비자로 전환 가능
전문예금자, 전문대출채무자,
일반
전문투자자, 전문보험계약자 협의의 금융소비자
소비자
이외의 자

3.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체계적 지위
□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금융규제
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체계적 지위를 정의할 때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짐.
□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
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
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
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
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
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어야 함(아래 <표 4> 금융소비자
보호의 범위 참조).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가정할 경우 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될 뿐이므로 그러한 의미에
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와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제는 양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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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규제중 특히 영업
행위규제의 일부로서의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제시, 둘째, 개별금
융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정립과 시행
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 셋째, 규제의 수직적ㆍ수평적 분산
의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
자보호법의 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
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
로 기여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목
적과 모순되지 않는 것임.
◦ 그러나 시스템 보호를 중핵으로 하는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영업행위규제는 규제목적상 충돌할 수 있
으며, 규제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능력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금융규제의 일부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전
통적인 금융규제목적중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온 예금
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ㆍ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일원
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본목적이 두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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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융소비자 보호의 범위
대분류
1.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

중분류

소분류

가.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1)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나. 금융소비자의 전문성 구별

(2) 전문거래자와 일반소비자의 구별
(3) 설명의무

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나. 판매·권유의 적정성 확보
2.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4) 계약서면교부의무
(5) 계약서면등보관의무
(6) 부당권유의 금지
(7) 불초청권유의 규제
(8) 판매계약해지(cooling―off)
(9) 적합성 원칙
(10) 판매방법·장소(점포) 등 규제

다. 위험금융상품의 판매 등 금
(11)
지
(12)
라. 광고 및 약관 규제
(13)
(14)
마. 가격공시
(15)
3.금융소비자의
가. 금융소비자의 재산보호
재산보호
가. 분쟁해결
4.실효성 확보

광고규제
약관규제
수수료 공시
이자율 규제

(16) 금융소비자 재산의 분별관리의무
(17) 분쟁해결
(18)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나. 손해배상
가.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5.정보보호
기타 인프라

위험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나. 소비자교육
마. 판매·권유시설의 적정성

(19)
(20)
(21)
(22)
(23)
(24)

손해배상의 범위
정보의 수집
목적외 사용금지
소비자교육
판매·권유인력의 전문성 확보
판매·권유인력의 감독

<표 5> 금융권역별 감독중점
구 분
재무건전성 감독
(prudential regulation)
영업행위 감독(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자료)

은 행

보 험

증권투신

매우중요

매우중요

중요

중요

중요

매우중요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Code
Conduct) 해설」(업무참고자료, 20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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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usiness

4. 금융소비자보호체계와 규제의 과잉성ㆍ불충분성
□ 현재 국내에서도 기존 금융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매
우 부적정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
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다만 규제개혁의 논의함에 있어서 규제의 과잉성 또는 불충분성
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 금융기능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
성을 고려할 때 금융규제의 강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
기능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선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나치게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는 오히
려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도 있는 것임.
□ 금융감독체계상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건전성 규제(금융시스템 보호)와 영
업행위 규제(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규제목적상 충돌가능성과 양
규제에 필요한 규제기능(skills)의 차이를 고려할 때 양 규제목적간
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관구성방식이 금융규제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금융상품
의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행정당국의 사전적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융규제의 본질과 맞지 않는 측면
이 있음.
◦ 사전적 규제를 통한 완벽한 수준에서의 금융소비자 손실의 제거
는 존재할 수 없음(‘규제에 대한 실패용인접근’(non-zero failure
approach to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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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상품 분쟁해결절차

1. 현행법상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과제
□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의 영향으로
금융분쟁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주로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 측
면에서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속하고 낮은 비용의 금융
소비자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
이 인정됨.

<표 6> 금융분쟁접수 현황(금감원, 건)
구
분
은행․중소서민금융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
계

2005
3,861
424
7,631
6,766
18,682

2006
2,154
470
8,681
7,084
18,389

2007
2,020
561
7,603
6,895
17,079

2008
5,200
1,163
7,393
7,269
21,025

2009
5,574
1,872
11,193
10,349
28,988

□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금융분쟁해결절차는 행정형과 민간형
으로 구분됨.
◦ 행정형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1조 이하)가 포함됨.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대
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1항, 소비자
기본법60조)도 이에 준하는 절차로 이해됨.
◦ 민간형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이 포함됨(자본시장법 286조1항2호ㆍ288조 및
377조10호ㆍ402조1항4호ㆍ5호ㆍ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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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금융분쟁해결절차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분쟁조
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일방당사자가 제소하면
절차는 중단됨(예컨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6조
등).
□ 금융업자의 내부분쟁해결절차의 구비의무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보호 모범규준」(2006.9)에서는 ‘소비자보호’를 “금융회
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거
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이라고 정의한 후,
소비자보호총괄부서를 경영진 직속의 독립전담조직으로 설치하
고,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자의 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업자의 규제준수를
강제하는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민사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됨.
◦ 그러나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부족하거나, 둘째, 사인
간 분쟁해결의 원칙적 수단인 소송을 이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원인으로 민사적 제재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국내에서의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행정
형과 민간형을 불문하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
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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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 확보 관련 해외사례
□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은 첫째, 금융분쟁해결절차의 강제관할
권 인정, 둘째, 금융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다른 절차로의 이행 금
지, 셋째, 금융분쟁해결절차의 해결방안에 대한 수락의무의 부과,
넷째, 분쟁해결절차의 공시 등의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강제관할권> 영국에서는 '금융옴부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이 일정한 경우 금융업자가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
제관할권을 갖고 있고(FSMA section 226), 금융업자가 금융옴부즈
만의 조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FSMA section 228(5)), 금
융옴부즈만에게 고도의 전문성 및 중립성이 요구됨(FSMA section
225). 강제관할권은 다음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인정됨(FSMA
section 226(2)).
◦ 첫째, 청구인(complaint)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옴부즈만절차에
따른 분쟁처리를 희망하고 있을 것.
◦ 둘째, 상대방(respondent)이 분쟁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시
에 금융업자(an authorised person)였을 것.
◦ 셋째, 분쟁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강제관할권규정이 유효할 때 이루어졌을 것(실제 금융옴부즈만
이 취급하는 분쟁의 98%는 강제관할권 사건임).
□ <편면적 구속력> 영국에서는 금융옴부즈만의 강제관할권에 따른 조
정결정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업자는 거부
할 수 없음(FSMA section 228(5)).
◦ 일본의 금융ADR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 가 있음(금융상품거래법 156조의3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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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절차의 지정과 공시
◦ 영국에서는 단일한 금융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금융상품계약시 사전배포가 의무화되어 있는 주요사항설명서
(Key Features Document)에 분쟁해결절차를 설명하게 하고
있음(COBS 13.3.1).
-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 시 또는 그후 즉시 금융옴부즈만에 의
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DISP
1.2.1R).
- 그리고 금융업자가 일정한 민원처리절차를 내부에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DISP 1.2.). 2010년 개정된 FSMA는 각
금융업자 등이 (i)금융업 수행에 요구되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
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ii)그러한 준수불이행이 금융소비자에
게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iii)보상수단을 결정
한 후 보상을 행하는 3단계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보상절차
(consumer redress scheme)를 둘 것을 강제하고 있음(FSMA,
404).
◦ 호주의 경우 금융업인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내부분쟁해결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1 또는 2 이상의 ASIC 승인 외부 분쟁해
결기구의 회원이 되어야 함(Corporations Act 2001(Cth), section
912A(1)(g) and section 912A(2)).
◦ 일본도 2009.6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
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금융ADR)의
수행주체로서 ‘지정분쟁해결기관제도’(금융상품거래법 5장의5)가
도입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
무가 부과됨(2010.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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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 제도 개선 방향
<1>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 <제1안>은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능을 수행
하는 방안.
□ <제2안>은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
□ 그러나 <제1안>과 같이 행정형의 금융분쟁해결절차에 어떤 형태로
든 당사자 중 일방의 불복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
력을 부여할 경우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종국적 해결수단의 부여로
서 헌법상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관한 기본구성원리를 침해할 여지
가 있어 사실상 채택이 곤란.
□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한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제2안>과 같은
통일적ㆍ포괄적인 제3자형 금융분쟁해결절차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제2안>을 채택․추진할 경우에도,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은행ㆍ
금융투자ㆍ보험 등 모든 금융업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
용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서, 금융에 관
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할 것, 그리고 분쟁해
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것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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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도록 해야 함. 주로 법률가로 구성되는 전문조직으로 구
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금융분쟁해결절차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을 함께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 문
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한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적 요청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액금융채권은 일반소비자의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서 그 금액한도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금액(5000만
원)이나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기준금액인 2000만원 등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금융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
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용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
임.
□ 그러나 <제2안>의 경우,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기구)를 신설해야 하
는 등의 현실적인 부담 및 추진제약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2>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제1안>은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결정시까지 절차로부
터의 이탈을 금지하는 정도로 기존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을 정비하는
정도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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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6월12일 고승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은 현재의 금융분쟁조정위
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첫째, 분쟁조정 신청 후 예금자 등 금융수
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한 때에만 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53조 2항 1호), 둘째, 분쟁조정신청사건 처리 절
차 진행중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안 56조 2항) 내용의 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한 금융업자에 대한 부분적인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외 분
쟁해결절차로서의 실효성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하기 어려
울 것임.
□ <제2안>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와 금융업자간의 강제중재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분쟁조정
기구나 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에 따른 부담이 없이도 구현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강제중재제도 도입 (2안 관련) 개요 >

(개념) 당사자간 사전협약(중재합의)에 의해 향후 분쟁 발생시 중재결정
에 구속되는 제도로 중재법 등에서 기도입

(대상) 계약금액이 소액인 금융계약 관련 분쟁(예 : 5천만원)
(방식) 금융회사에 금융분쟁중재절차를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을 해
결토록 의무 부과
- 금융회사는 ‘약관’ 조항을 통해 특정 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과
(“중재합의”)

중재합의가 성립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
은 이를 각하(却下)하게 되므로, ‘사실상 강제관할권’을 인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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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분쟁해결절차로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과 관련
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반대로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
함.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강제중재조항을 “당사자간
에 발생하는 장래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규정한 적용대상자
(covered person)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에 대
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음(section 4208(a)).
◦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자금융
상품이나 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말
한다(section 4002(9)(a)). 금융행위(financial activity)는 보험업을
제외한 수신과 여신, 투자자문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포함
(section 4002(19)).
◦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문제되는 것으
로서,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공정한 재정과 효과
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중재조항을 금지하거나
공정한 중재를 위한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판외 분
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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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사적 제재의 확대

1. 손해배상의 대상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통적인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제재와 함께 민사적 제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체계를 근본적으
로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상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두 가
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표 7>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유형
구분
손해배상책임인정형
입증책임전환형

내용
의무위반
손해액
인과관계

비고
자본시장법 64조 본문
자본시장법 64조 단서
자본시장법 48조 등

- 손해배상책임인정형은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손
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불법행위의 요건 등에 대해서
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64
조 본문이 대표적인 사례임.
- 입증책임전환형은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중 일부
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업자에게 전환하
는 것으로, 다시 각각 의무위반, 손해액,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을 전환하는 유형으로 재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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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법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
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 공법상 규제인 금융상품판매행위 규제 위반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조건인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
므로, 판매행위 규제 위반행위시 금융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과 관련한 입증책임 전환
□ 금융규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넘어 손해배상의 요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세부적으로는 의무위반, 손해액,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전환시키는 방법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를 검토할 수 있음.

<2>-①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현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무위반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업자에게 전환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도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에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
는 것이 타당.
□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민사적 제
재에 속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설명의무 이외의 판매권유규제위반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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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적합성원칙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추정규정을 도
입하자는 주장이 있음.
◦ 입법론상 적합성원칙위반을 비롯한 금융규제위반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의무내용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② 의무위반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최근 국내법체계상 금융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곤란을 겪는 것은
손해액이나 인과관계 보다는 오히려 의무위반 자체에 있다는 사실
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규제 등 의무위반행
위에 대하여 입증책임 전환의 대상을 의무위반까지 확대하는 방
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64조 단서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외부자인
금융소비자가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이해상충의무위반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할 때 이
를 일반화하여 모든 영업행위규제 위반행위로 확대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전체가 아닌 고령자/투자무경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위법행위
와 인과관계까지 판매업자가 입증토록 전환하는 방안의 도입은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은 고령자ㆍ투자무경험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판
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당화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
도 정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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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전히 사적 계약관계의 일방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한 과
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

2. 집단소송의 대상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권유규제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
상책임도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그 적용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증
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125조),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162
조), 불공정거래(175조, 177조, 179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등(170조)으로 한정하고 있음(증권관련집합소송법, 3조
1항 각호).
◦ 영국에서도 최근 ‘금융업무청구권’(financial services claim)에 대
해서는 법원에서 소비자그룹이나 대표자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절차(collective proceedings)
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
으나(Financial Services Bill 2009-10, clause 18-25), 금년 4월8일
의회를 통과한 Financial Services Act 2010에는 집단소송에 관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충분히 검
토할 수 있지만, 부실판매와 관련한 책임은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다양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집단소송의 본질적 요소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증권
관련집단소송법 12조1항2호)된다는 의미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동
일성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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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실판매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
예외적인 경우나 부실제조나 부실운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

3. 판매조직의 다양화와 책임소재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mis―selling)에 따른 책
임은 제조자 보다는 판매자에게 귀속됨. 그러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본인―대리인관계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불완
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Joint Forum(2008), 2).
◦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 등 판매규제에 관한 책임은 실제 금융상
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제조자는 판매자료나 상품명세가 시장 전체에 적정하도록 구
성할 책임을, 그리고 판매자는 특정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확
인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원칙론으로는
타당할 것임.
□ 다만, 구체적인 책임관계는 (i) 당해 판매자의 자산이나 자기자본 등
책임부담 능력, (ii) 당해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지 여
부, (ii) 당해 금융상품이나 업무의 유형(예컨대, 단순주문집행업무)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
하여 최종적인 판매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5 -

- 첫째, 금융상품의 소비자는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경우 그 책임
을 추궁할 상대방이 제조자나 판매자로 일원화되어 있어야 함.
- 둘째,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자의
브랜드는 여전히 상품과 결합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제조자는
일정한 명성위험(reputation risk)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품의
적정한 판매 확보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
- 셋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관계는 제조자와 판
매자의 법률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됨.
◦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판매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하여 제조자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그러나 제조자는 여전히 명성위험
을 부담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조자가 전속대리인(tied agent)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리관계상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연계형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전속 대리점 등)에 대해
서는 소속금융업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다만 연계형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 중에서 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전속·복수업종(비독립) 유형(대규모 독립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사용자인 금융업자의 책임만 인정할 경
우 오히려 판매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판매업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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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독립형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
련금융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재무적 기초를 요건
으로 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시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도록 함.
- 다만, 1사 전속 중개업자의 경우 사실상 금융업자의 판매창구
로 기능하고 변제능력도 취약하므로 현행과 같이 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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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소비자보호규제의 실효성 확보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제재, 벌칙 정비의 필요성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
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수적임.
□ 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시정명령, 인허가취소, 업무정지)규
정은 개별금융업법에 모두 존재하나,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
◦ 외부판매채널의 경우 보험업법의 경우에만 외부판매채널의 경우
에도 금융업자에 대한 제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타 업
권의 경우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한 상황.
◦ 또한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제재여부, 제재수준 등)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이는 이 법의 업권별 규제 차익의 해소라는
중요한 입법 목적 중 하나임.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제재, 벌칙 정비 방향
□ 판매채널의 공통영업행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업권
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재제도를 반영하되, 특히 현재 보험업권과
여전업권의 무인가ㆍ무등록자에 대한 판매행위 위탁과 보험업권의
특별이익 제공 등에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판매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벌금, 과태료 부과하되, 모든 업권에
대하여 무인가업자에 대한 판매행위 위탁ㆍ재산상 이익제공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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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취득 금액산정이 가능한 행위
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병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여타 제재와 병과되는 과징금의 산정은 당해 불법행위
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됨.

□ 대리업자, 중개업자, 자문업자 등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위반행
위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
정지 처분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인 제
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경우 과징금의 산정은 당해 판매업자가 업무제한 조치로 받
게 될 금전적인 손실과 유사한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영업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잇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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