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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겸영·계열관계·임직원 겸직이 허용
되지 않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를 원칙으로 하여 금융상
품자문업을 새롭게 도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의 의의

– 금융상품 전반에 관한 자문행위를 법 체계 내에 포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선관의무 규정

– 독립적인 자문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지위 확보

– 자문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구비

– 투자자문의 영역을 제외한 자문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예를 들어 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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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상품자문전문인력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
로 예상

– 상품유형별로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
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전문인력 자격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

•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중립
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7)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업
(IFA)은 기존 일반 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불투명한 수익성, 낮은 인지도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함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자문업의 장기적인 육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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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투자자문업 현황1

• 미국은 투자자문업자 (RIA)와 브로커-딜러(BD)가 소매고객에
게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 자문행위보다는 업을 기준으로 정의된 투자자문업에 판매업
(broker-dealing)과는 구분된 영업행위의무를 부여

– 판매와 자문의 분리된 기능별로 각각의 면허를 부여; 복수 면허 가능

• 업무영역 중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업자와 브로커-딜러
는 상이한 연방 규정(federal regulation)이 적용

구분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Broker-Dealer (BD) Bank

성격 자문·일임·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등록 SEC, 주 증권당국 SEC, FINRA
(국법은행) OCC

(주법은행) 주정부

법령 Investment Advisers Act Securities Exchange Act National Bank Act 등

범위 자문, 일임, 집합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매매·

중개
펀드 판매 등

(대부분 BD와 계약을 통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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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투자자문업 현황2

• 상품추천행위 (자문행위)에 적용되는 영업행위의무는 자문
업자 (RIA)에게는 보다 상위의 신인 의무 (fiduciary duty)가
적용되는 반면 브로커-딜러 (BD)에게는 적합성의무가 적용

– 등록투자자문업자는 선관의무, 책임의무 (높은 수준의 공시의무, 주
의의무, 이해상충 등과 관련된 의무)가 있으며, 자기매매 등에 대해
규제

– 브로커-딜러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의무 규제의 강도가 높진 않은 편
으로 적합성 의무와 공시의무 등을 적용; 투자상품의 경우 브로커가
이해상충구조를 투자자에게 공시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상품은 주 별
로 상이

•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적용 논의

– 감독 및 영업행위 일원화 논의 및 브로커-딜러에게 선관의무 부여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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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투자자문업 등록

• 브로커-딜러 (BD)는 FINRA의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브로커-딜러의 관련인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투자자문업자(RIA)는 관리대상 자산 규모가 2,500만 달러 이
상이면 SEC에, 그 이하이면 주 증권당국에 등록해야 함

– 관리자산이 2,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SEC 등록을 금지 (Advisers 
Act Sec 203A)

– 2011.7.21, 도드-프랭크법에서 관리자산 한도를 1억 달러로 상향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의 IAR (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는 주 감독당국의 등록, 인가,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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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1

•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FINRA가 제공하는 자격증, 연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판매
인력으로 활동이 금지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
업법(Investment Advisor Act)에 의한 투자자문업자 (IA)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등록투자자문인력(RIA)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증권업협회
(NASAA)에서 주관하는 Series 65 시험 (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해야 함

– Series 65 시험에서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경제학, 수학, 통계학, 투자
론, 마케팅, 법, 규정, 윤리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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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2

• 그러나, Series 65 시험 이외에도 대체적인 자격요건이 가능
함(NASAA Model Rule USA 2002 412(e)-1) 

– Series 7 시험(NASD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Examination)

– Series 66 시험(NASAA Uniform Combined State Law Examination)

– 다음의 자격 인증 중 하나를 취득한 경우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 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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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Series 65 Exam1

• Uniform Investment Adviser Law Examination으로 알려진
Series 65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치러야 하
는 자격시험을 말함

• 관련 법률, 규제 환경, 윤리 뿐만 아니라 퇴직설계, 포트폴리오 관
리, 신의성실의무 등 투자자문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NASAA에서 주관하며 FINRA의 관리를 받음

항목 문항수 비중 관련분야

경제지표 및 기업정보
(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Information)

19 14%
경제학, 수학,

통계학, 투자론

투자 상품의 특성
(Investment Vehicle Characteristics)

31 24% 투자론

고객 투자 자문
(Client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trategies)

40 31% 마케팅, 투자론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등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hibitio
n on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40 31% 법, 규정,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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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Series 65 Exam2

항목 문항수 비중

경제지표 및 기업정보 (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Information)

19 14%
A. 기본 경제 개념, B. 재무보고, C. 정량적인 분석법, D. 리스크 종류

투자 상품의 특성 (Investment Vehicle Characteristics)

31 24%

A.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종류 및 특성, B. 고정이자증권의 종류 및 특성,

C. 가치평가 방법, D. 주식의 종류 및 특성, E. 주식 가치평가,

F. 간접투자상품 종류 및 특성, G. 간접투자상품 가치평가,

H. 파생상품 종류 및 특성, I. 대체투자상품, J. 보험상품

고객 투자 자문 (Client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trategies)

40 31%
A. 고객 종류, B. 고객 특성, C. 자본시장이론, D.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E. 포트폴리오 관리 기술, F. 세금 고려, G. 은퇴 설계, H. 퇴직연금 관련 이슈,

I. 특별 계좌, J. 단기매매증권, K. 성과 평가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등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hibitio

n on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40 31%

A. 주/연방정부 관련 법률 및 규정, B. 윤리, 신의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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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CFP1

• Financial Planning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
해 미국 CFP Board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윤리, 교육, 경
험, 시험의 4가지 기본적인 자격인증요건(4E's)을 충족하는
전문 인재를 선발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8 Principal Knowledge Topic Categories

• Professional Conduct and Regulation 7%

• General Principles of Financial Planning 17%

• Education Planning 6%

•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lanning 12%

• Investment Planning 17%

• Tax Planning 12%

• Retirement Savings and Income Planning 17%

• Estate Plannin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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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CF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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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투자자문업 현황1

• 1988년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상품제조와 판매를 분리하
는 양극화 규정 (Polarisation rule)을 시행하며 IFA 제도를
도입

• 2012년 소매판매채널개선방안 (Retail Distribution 
Review; RDR)을 시행

– 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 자문체계 명확화, 자문비용청구 투명화 등
을 골자로 하는 가운데, 상품공급업자로부터의 수수료 (리베이트) 수
취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구조변화 유도

– 자격요건이 상향되는 한편, 윤리강령 준수 및 매년 35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 수행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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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투자자문업 현황2

• 은행, 증권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등 다
양한 유형의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사업모델 (고객군·서
비스)로 자산관리시장에서 경쟁

– 은행 PB, 패밀리 오피스 등은 부유층·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IFA는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자문 기반 중개, 증권사와 온라인 플랫
폼은 단순중개에 초점을 두고 공략 중

• 자문업자를 정의하기에 앞서 자문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
고 동일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적합성
의무, 공시의무, 신인의무,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보수
금지 등의 영업행위의무가 동일하게 적용

– 특정한 개별 소매고객에게 구체적 상품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행위
를 금융상품 자문행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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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투자자문업 현황3

• 취급상품의 범위와 전속 여부에 따라 독립자문업자 (IFA)와
한정자문업자 (Restricted Advisers)로 구분되며, 인가 자
격요건 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자문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접 인가를 받은(authorized) 
인가업자 (principal firms)와, 인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업자의 인가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정대리인
(AR: appointed representative)으로 구분

– 지정대리인(AR)은 감독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으며, 지정대리인
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인가업자(principal)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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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1

• 투자자문업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부터 인가를 취득하여야 함

– 투자자문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자격학점제 기준 최저 QCF 레벨 4 자격을 취득

 QCF (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 국가자격학점제도로서 등
록단계부터 레벨 8까지 총 9단계로 구성됨. 이 중 레벨 4는 학사 1년 수
료에 해당함

–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만파운드 또는 투자사업으로 창출되는 연소
득의 5% 중 큰 금액

– 일반적으로 투자, 연금, 모기지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와 금
융상품 중개업무를 영위하며, 이외에 여신상담, 주택매각 상담, 투자
일임 등의 업무 수행도 가능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일임
등 대부분 의 투자상품 자문·중개가 가능하며, 허가를 득한 업무에
근거해 모기지상품, 여수신상품 등의 취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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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2

– IFA는 일반고객(retail)뿐만 아니라 기업고객 (commercial), 전문투
자자(professional) 모두에게 자문 및 중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플랫폼업자를 통해 금융상품ㆍ운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며, 상
당수는 IFA network에 소속되어 사업을 영위

• FSP (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관련 자격제도
를 관리하고 있음

– 영국의 전 금융업계(은행, 주택금융조합, 보험, 보험중개인, IFA, 증권, 
투자관리, 신용 및 리스, 연금 등)를 대표하는 금융업자 및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서 금융관련 자격을 결정하고 있음

– 여러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프로그
램을 수료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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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3

•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QCT(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레벨 4나 SCQF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8을 요구

– QCT 레벨 4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다음과 같음

 금융서비스 규제와 윤리, 투자원칙과 위험, 개인세금, 연금 및 노후설계, 
보장성 상품, 재무설계 실무

 부동산설계와 관련된 차이점을 제외하면 CFP 내용과 유사

교육과정 교육기관

Diploma in Regulated Financial Planning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CII)

Diploma in Investment Planning Chartered Banker Institute

Diploma for Financial Advisers ifs School of Finance

Investment Advice Diploma
Chartered Institute for Securities &

Investment (CISI)

Diploma in Professional Financial Advice SQA/Calibrand



20

영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4

RQF level Level Criteria

level 8 고차원적인 연구 가능

level 7
고등수준의 기술과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식 습득, 적용

level 6
특정 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 습득

level 5
특정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

과 지식 습득

level 4
습관적이지 않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level 3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복잡한 직무범위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level 2
사실관계를 잘 알고 직무범위의 일들을 따

라갈 수 있는 수준

level 1 사실관계를 아는 수준

Entry 정상적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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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투자자문업 현황

• 자문업자 (Financial Advisers) 및 재무설계자 (Financial 
Planners)가 자문서비스를 제공

• 자문업 시장 내의 이해상충의 획기적인 축소에 초점을 둔
자문업 개혁 (FoFA : Future of Financial Advice) 2013년 7
월부터 시행  자문업자의 보상규제를 대폭 강화

– 금융상품의 추천이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상행위를 금지
(ban on conflicted remuneration) – 판매수당 수취 금지

– 판매된 금융상품의 숫자나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 (volume payments) 금지

– 최선혜택의무 (Best Interest Duty), 자문보수에 대한 고객 동의 조
건부 매2년 갱신 의무, 자문보수의 매년 공시, 소프트달러 (soft 
dollar) 수익수취 금지 등 규율 강화

– Financial Planner와 Financial Adviser 호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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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금융자문인력 자격1

•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
ssion)에서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 
자격을 부여

• Regulation Guideline 146

– 보험상품, 소비자신용보험, 은행예금 등의 1종 상품과 이외의 상품인
2종 상품으로 분류하고, 각 종류 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을 별도로 지정

– 금융자문인력의 자질로 지식요건 (Knowledge Requirement)와 기
술요건 (Skill Requirement)을 상세하게 규정

– 규정하고 있는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심사하여 다수의 교육
기관을 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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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금융자문인력 자격2

• 외국 규제기관 (영국 FCA, 뉴질랜드 FMA, 미국 FINRA, 홍콩
FSC, 싱가폴 MAS 등)에서 인정하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금융자문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Registered Financial 
Service Provider로 등록해야 함

• 공인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
에 통과해야 함

– 필수과목: 규제와 행위준칙, 금융자문과 상품, 경제와 금융시장, 금융
자문 실무이며, 선택과목은 투자자문, 보험자문, 부동산상품자문

• 계속훈련요건 (Continuing Training Requirements)에 의
해 자격 취득 후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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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금융자문인력 자격3

• ASIC은 2018.5.15 금융자문업자 윤리준수계획(Compliance 
schemes for financial advisers)(안)을 발표

– 금융자문업자의 직업적·윤리적·교육적 기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호주 정부가 2016년 금융자문업자에 직업 기준을 도입하
는 회사법 개정안 [Corporations Amendment (Professional 
Standards Financial Advisers) Act 2017]을 국회에 제출

 금융자문업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함

 금융자문업자는 윤리강령 (code of ethics)을 따라야 하며 준수계획
(Compliance scheme)에 가입해야 함

 금융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나 재무설
계사(financial planner)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은 금융자문업자기준 및 윤리감독국 (FASEA, 
Financial Adviser Standards and Ethics Authority)이 담당하며
2020.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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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금융자문인력 자격4

• ASIC은 2018.11.8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
을 발표

– 호주 회사법 (Corporation Act)은 금융서비스 인가자 (AFSL)들이 금
융서비스제공을 위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

– 기존 금융자문업 인가자들의 조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및 훈
련기준을 만족하는 한 명 이상의 책임자가 자문상담사들을 감독하도
록 하는 것에 초점

 책임자는 금융자문업자 시험(financial adviser exam)을 통과하고 학사
학위 이상과 매년 자격 갱신(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 2020.1.1부터 적용되는 FASEA의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
(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하며 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
하는 준수제도(compliance scheme)를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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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문업: 소결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매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이
접점을 이루는 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

• 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근
절하고 금융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

• 자문업자의 질과 자격 관리를 위해 일정 이상 교육 수준과
지속 교육을 요구

• 금융자문업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허용

• 동일한 자문 행위에 대한 동일한 의무 부여 및 규제 적용

• 특정 상품이나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과
업종에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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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의 한계

•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문업자와의 차별성 부족

• 기존 판매채널 자문 행위에 대한 미규율

– 기존 판매채널의 자문행위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가 필요

• 소비자의 자문수수료 지불 기피 가능성

– 기존 판매채널의 수수료 구조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판매채널에서는 무료였던 자문수수료
이 독립자문업에서만 유료라고 인식 가능

• 판매⋅자문 인력의 겸업 금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자문
수수료 중복 지불 가능성

– 자문업자에게서 상품을 추천받은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판
매채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추천에 대한 수수료를 중복해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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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1

• 자문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 자문행위의 법적 개념 정립

– 동일한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자문인력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

– 기존 금융기관의 자문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 자문수수료 대중화

– 판매채널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결합
되어 제시되는 판매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공시

•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독립자문업자의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하고 자문 인력이 판매기능, 즉 계약체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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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2

• 금융상품자문업 진입을 촉진

– 한시적으로 라도 판매와 자문의 겸업을 허용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금융소비자
에게 금융자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독립적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금융자문수요의 저변을 확대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의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금융자문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를 통해서 적절
히 통제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 분쟁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자

료를 공개하고, 각종 사고로 금융행위의 영위가 금지된 자연인과 금융소
비자보호 규제 위반자,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금융사기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시

– 금융상품자문업의 자본 요건 완화

– 장기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도 자문업 인가 허용



30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3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

–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 유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하므로 업권별 자격시험 제도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

– 금융상품자문업의 자격요건에 있어 기존 국내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검정하고 있는 국제인증자격을 적극 반영할 필요' 

 예)  '재무설계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
자격증인 CFP, 투자분석 등 투자분야에 '전문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국
제자격증 CFA 등

–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문업계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윤리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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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4

•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통합 관리

–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함

– (가칭) “금융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전문인력자격
제도의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감독당국 (호주 ASIC) 또는 민관합동기구 (영
국 FSP, 뉴질랜드 NZQA와 ETITO 공동 관장)가 자격에 요구되는 역량
을 정의하고, 역량을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

–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및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 관련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교육기관을 설치
하여 관련 자격기준 제공 및 자격시험 시행



“해외의 금융전문인력 현황 및

금융소비자보호에서의 전문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