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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 2011년 국회 발의 이후 14개 법안 발의,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3월부터
시행 예정(금융상품자문업 관련 부분은 9월 시행 예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정의, 금융상품유형, 업종구분, 적용범위 등(제1장) 

–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제2장)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3장)

–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제4장)

•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상품 유형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5장)

– 감독 및 처분(제6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1 : 판매채널, 금융상품 유형 등 정의

• 금융상품 영업의 구분 : 직접판매업자, 금융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금융상품의 유형 :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 금융회사등 :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겸영여신업자, 모집인, 기타

금융회사들 관련 법령
금융상품 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
업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포함)

은행법 O O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종합
금융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O O

투자자문업자 O

투자일임업자 O

투자권유대행인 O

보험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보험업법

O O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O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O O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O O

모집인 O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2 : 주체별 권리와 책무 규정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

는 권리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
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
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
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
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국가의 책무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

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

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소비자의 책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3 : 금융상품판매업자의등록및관리

•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요건 명시(제12조)

– 직접판매업자 등록 요건
1. 인력 및 설비 등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 임원제한 요건,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 자문업자 등록 요건
1~5. 직접판매업자 등록 요건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원칙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 영업행위 준수사항의 해석 기준(제13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

•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의성실의무(제14조)와 차별금지(제15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규정(제16조)

–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

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
하여야 한다.(2021.9.25시행)

•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 적합성의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광고 관
련 준수사항(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제23조)

•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5조), 고지의무(제26조)

–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제27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4 : 금융상품 영업행위 규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

1. 적합성의 원칙 : 상품판매시소비자재산상황, 투자경험등고려하여적합하지않은계약체결권유금지

–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자문 포함) 시 면담, 질문을 통해 정보파악

2. 적정성의 원칙 : 특정 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체결 권유 금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해당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적합성원칙에 따른 정보)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확인

– 해당 금융상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하는 경우 제외

금융상품 유형 대상 확인 내용 비고

보장성상품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투자성상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제외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부채,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하는
경우 제외

예금성상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대출성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3. 설명의무 : 상품판매 시 또는 소비자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 계약체결을권유(자문포함)하는경우및일반금융소비자가설명을요청하는경우

– 금융상품에관한중요한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특정사항에대한설명만을원하는경우해당사항으로한정)을일반금융소비
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

– 금융소비자에게설명서제공, 설명한내용에대한소비자이해확인

– 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왜곡설명금지, 중요사항누락
금지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2)

금융상품 유형 설명 내용 공통

보장성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 포함)
3)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
품 또는 서비스 주요내용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

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
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투자성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특정 투자성 상품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예금성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대출성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4. 불공정행위 금지 : 상품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대상 :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수수료, 위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초과의 경우)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3)

5. 부당권유 금지 : 계약 체결 권유(자문 포함)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
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장성 상품
•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 포함)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

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투자성 상품
•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 직접판매업자의 미등록자에 대한 대리, 중개 금지

•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및 고지의무 등 명시

•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 독립자문업자로서의 준수사항 제시

– 판매업 겸영하는 경우 위탁관계에 있는 판매업자 명칭 및 내용 고지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
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
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관련 역할

–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노력

– 금융교육 예산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시책수립과 시행, 금융역량 조사 및 정책 반영 의무

–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

– 금융상품 비교 공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규정

• 금융분쟁 조정 관련 사항

– 분쟁조정기구(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사항 규정

• 손해배상책임의 전환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 설명의무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 청약철회 확대 적용 :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대출성 상품

–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 5대 영업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5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6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감독과처분

• 금융상품판매업등에 대한 법 준수 감독 권한 명시

– 자문업자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 제48조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

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 명령권
• 제49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
를 명할 수 있다.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관련 사
항 명시

•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
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전문인력의 구분 (1)

• 금융전문인력

–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

– 금융에대한전문적이론지식을갖추고특정분야의실무경험을통해해당분야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는자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금융연구원) 을 통한 금융전문인력 현황 파악

–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조사 시행 (단, 2010년~201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수행)

– 금융인력 구분 : 7개 업권

– 직무구분 : 경영관리/영업·마케팅/영업지원/자산운용/자산관리/보험/투자은행/기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

저축

여신전문

신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신용카드 리스할부 신기술



(참고)금융업 직무 구분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조사)

구

분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

영

관

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시스템운영및개발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IT 보안 정보기회사리, 보안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감사, 법무,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

업· 

마

케

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

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영

업

지

원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결제 유가증권의매매거래가성립된뒤매도증권과매수증권을수수하는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

산

운

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및수익평가, 주식, 채권의평가, 운용, 매매등의업무를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

매, 해외 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

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구

분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

영

관

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자

산

관

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Private Banking)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

립 지원 등

보

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

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

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투

자

은

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의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

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기

타
휴직자, 파견자 등 휴직자, 타회사 파견자 등



구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채권평가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외환전문역1종/2종,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참고)금융 자격증 분류 (209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조사)

• 각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파악

• 단, 한 개인이 복수의 자격증 보유 시 모두 입력. 단, 기타자격증은 복수 보유에도 하나로 처리



금융전문인력의 구분(2)

• “금융보험산업 인력 현황” (금융보험ISC)

– 2015년 8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따른 인력수요를 전망하
기 위해 산업별로 인력수급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 산업에 걸쳐 실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근로자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기술·지식·태도를 산업별·수준별로 표준화한 자료

– 금융·보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인 금융투자협회가 금융·보험분야 대상 첫번째 보고서(‘15. 
2분기) 작성  2016년부터 매년 실시

– 분석틀 : NCS 및 업권별 분류체계(KSIC, KECO) 동시 적용

• 직무 :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기타

• 업권 : 은행, 보험, 증권/선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신협



(참고) 금융·보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11 중앙은행 64110 중앙은행

6412 일반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43
기타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51
보험업

6511
생명보험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 손해 및
보증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 재보험업 6520 재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11 중앙은행 64110 중앙은행

6412 일반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 증권 및
선물중개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Retrieved from http://kssc.kostat.go.kr/



(참고) 금융·보험산업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1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0312 자산 운용가

0313 보험·금융상품 개발자

0314 증권·외환 딜러

0315 손해사정사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21 은행 사무원

0322 증권 사무원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4 출납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6 기타 금융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0331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자료: 고용노동부.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Retrieved from http://kssc.kostat.go.kr/



(참고) 금융·보험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NCS)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기업영업 외환․파생업무
PB영업

인수업무카드영업

여신전문금융영업 증권상장업무

금융상품개발

여수신상품개발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투자상품개발

무역금융업무
연금상품개발

카드상품개발

보험

보험상품개발

보험동향분석

신용분석

개인신용분석 보험상품개발
기업신용분석 보험계리

여신심사

보험영업․ 계약

보험모집

자산운용

펀드운용
보험계약심사주식․채권운용

파생상품운용 보험계약․보전
대체투자 위험관리

신탁자산관리

손해사정

재물손해사정

금융영업지원

결제 차량손해사정
채권추심

신체손해사정
리스크관리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NCS. Retrieved from http://ncs.go.kr



(참고)금융·보험산업 NCS-KECO 연계

NCS KECO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

금융

금융
영업

창구사무 출납창구 사무원

기업영업
금융관련사무원*,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

판매인

PB영업
금융관련 사무원*,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카드영업
금융관련사무원*,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

판매인

여신전문금융영업 금융관련 사무원*

금융
상품
개발

여수신상품개발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투자상품개발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연금상품개발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카드상품개발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신용
분석

개인신용분석 금융관련 사무원*, 투자 및 신용 분석가

기업신용분석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여신심사 금융관련 사무원

자산
운용

펀드운용 자산 운용가

주식․채권운용 자산 운용가*, 증권 및 외환 딜러

파생상품운용 자산 운용가*, 증권 및 외환 딜러

대체투자 자산 운용가

신탁자산관리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자산운용가

금융
영업
지원

결제 금융관련 사무원

채권추심 신용 추심원

리스크관리
금융관련 사무원*, 투자 및 신용 분석가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NCS KECO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

보험

증권
외환

증권거래업무
증권 및 외환 딜러*, 금융관련

사무원

외환․파생업무
증권 및 외환 딜러*, 금융관련

사무원

인수업무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금융관련 사무원

증권상장업무
금융관련 사무원*,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외화조달․외화대출

업무
금융관련 사무원

무역금융업무 금융관련 사무원

보험
상품
개발

보험동향분석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보험상품개발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보험계리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보험
영업․
계약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보험계약심사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보험계약․보전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위험관리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손해
사정

재물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차량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신체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는 최적합 직업을 의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고용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KECO-NCS 연계 및 개
편 방안(재구성)



금융전문인력 교육현황 (고용노동부, HRD-NET 구직자/재직자 훈련과정)

• 2018년도 HRD-NET 구직자 훈련과정

– 총 18종류의 훈련과정 중 보험계약·보전에 대한 훈련과정 5개(27.8%), 증권거래 업무(4개, 22.2%), PB
영업(3개, 16.7%), 창구사무(3개, 16.7%)의 순서로 진행됨

• AFPK, 은퇴설계 전문가되기, 신용분석사자격과정, 경력단절여성 금융총무사무원, 보험총무사무원, 보험행정사무원양성, 금
융행정사무원양성사업, 보험사무원,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 금융NCS 1종 종합반(창구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 등

• 2018년도 HRD-NET 재직자 훈련과정

– 총 73종류의 훈련과정 중 PB영업에 대한 훈련과정이 17개(24.6%*), 신체손해사정(9개, 13.0%*), 외환·
파생업무(6개, 8.7%*)로 나타남

– 금융·보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경영기획, 회계, 법무, 부동산 관리와 같은 훈련과정 포함
• 금융인들이 모르는 38가지 보험과 세금 케이스, 은퇴설계 전문가되기, AFPK, 고객과함께하는명품자산관리, 금융인을 위한

ELS Sales Bible, 사례로 알아보는 고동호의 보험과 세금, 은퇴설계 전문가과정, 자산관리時代:금융시장의정석/은퇴설계의정
석/주식투자 상품의 정석/채권투자상품의정석/투자컨설팅의정석,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세금설계, 투자자산운용사, 금융고
객상담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법률 16가지, 자본시장법의이해와 투자전략 등



금융보험직 채용자 요구 역량 현황 (2019, 금융보험산업인력현황 보고서)

• 금융보험직 채용자 중 역량부족인원 수 현황

– 은행 사무원,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신용 분석가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험직 전체의 채용인원 중 역량부족인원 비율 : 31.8%

– 자산운용가(113.8%), 투자·신용 분석가(71.5%),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6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기타 금융 사무원(13.0%),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14.2%), 손해사정사(19.2%) 순으로 낮게 나타남

소분류 세분류
채용인원 역량부족인원 채용인원 중 역량부족

인원 비율인원 비율 인원 비율

금융·보험
전문가

투자·신용 분석가 137 5.4 98 12.1 71.5

자산 운용가 29 1.1 33 4.1 113.8주)

보험·금융 상품 개발자 68 2.7 35 4.3 51.5

손해사정사 125 4.9 24 3.0 19.2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132 5.2 88 10.9 66.7

금융·보험
사무원

은행 사무원 670 26.4 153 19.0 22.8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549 21.6 78 9.7 14.2

출납창구 사무원 245 9.6 77 9.5 31.4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86 3.4 38 4.7 44.2

기타 금융 사무원 239 9.4 31 3.8 13.0

금융·보험
영업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38 1.5 8 1.0 21.1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238 9.4 144 17.8 60.5

합계 2,541 100.0 807 100.0 31.8

자료: 각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8). 2018년도각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주) 서울의 경우, 실제채용인원보다 채용자 중 역량부족인원이 4명 더 많게 조사됨.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1)

•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를 위한 필요 역량 설정

–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모
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

– 금융상품 유형별로 판매에 필요한 역량 정의 및 보수 교육 체계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평가 및 분석 역량, 금융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 필수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분석 필요
(예, 보장성보험을가입하려는고객의경우, 장기적인보험료지불능력과소득대비보험료비중등을함께고려)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비재무적인 부분 파악 필요 (예,  변액보험을가입하려는고객의경우, 위험감수성향파악필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2)

• 소비자지향적 업무지침 마련 및 역량 강화 교육에 반영

– 금융상품판매 및 자문과 관련된 구체적, 실제적 업무가이드 라인 마련

– 소비자지향성 요소 필수, 적극 반영(소비자전문가 의견 반영)

–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교육으로 적용

• 재직자 교육과정에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용 포함

• 전사적 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실시 및 인사관리체계에의 반영

•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단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성

– 임직원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직업 윤리 강조 필요

• 금융전문인력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비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
할 수 있는 자격 제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3)

• 금융상품자문 인력 자격 요건 점검 및 자격 관리 제도 개발

– 지금까지의 금융전문인력 관리는 금융상품판매업에 집중되어 있었음

–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위한 인력관리 체계, 제도의 정비 및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 자문업 관련 자격증 : 신용상담사,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엄격히 제한하되, 전문성과 윤리성 강조 필요

–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 유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자문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 마련, 자격시험 제도 개선 및 개발 필요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인정(법 제6조)

• 2017년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투자상품 자문에 국한

• 일반투자자문업자(FA)  겸업가능

– 종합적인 금융상품자문업무 수행하는 재무설계사(자산관리사) 자격의 위치?

– 금융보험 분야 NCS 체계 정비

• 현 금융보험 NCS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직무 또는 능력단위 포함 현황 분석 및 보완

• 금융상품자문업 NCS 개발 추진(금융위원회) 

• 개발된 NCS 기반 자격제도 정비 및 적용



• 금융전문인력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비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
할 수 있는 자격 제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 필요

• 금융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설계 보완

– 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및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을 포함한 금융인력 현황 조사

• 예)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대부분을 차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설계사의 역량은 매
우 중요  금소법 판매규제 준수를 위한 보험설계사의 인력현황 및 역량 파악 필요

– 금융상품자문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항목 추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4)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5)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역량 발휘 배경 형성

– 투자자보호를 위해 2017년 도입된 IFA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점검

• 자문수수료만 수취해야하는 IFA   vs. 자문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모두 수취할 수 있는 FA

• 금소법 시행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자문수수료만 수취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겸영금지 및 커미션 수취 금지 등 독립성 요건 조항을 독립된 자문업자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
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있음

– 판매와 자문의 모호한 경계 문제 해결

• 금융상품에 대한 독립된 자문 vs. 금융상품 판매의 과정에서의 상품권유 및 추천

• 자문수수료와 판매수수료의 구분

• 금융소비자들이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금융인력의 명칭(직함) 문제 고민 필요

 FC(Financial Consultant), FP(Financial Planner), PA(Prime Agent), LC(Life Consultant) 등

• 금융상품자문 비용(수수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지불의사?

• 금융소비자가 거부감 없이 자문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고민

–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직업 및 직무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의 해당 분야 모호

* 경영관리/영업·마케팅/영업지원/자산운용/자산관리/보험/투자은행/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6)

새로운 시각에서의 금융전문인력!  

• 금융교육 전문인력 양성

–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 및 책무 강화를
위한 교육 강조

– 학계와 산업계 교류를 통한 금융업 실무자 대상 금융소비자교육 전문인력 필요

•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문제 대응역량 강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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