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업행 규 의 해외사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심으로 권역별 업행 규제에 한

차이를 조사하 다.권역별 업행 규제의 차이 을 조사한 결과, 합성원칙

에 한 규제의 복문제 발생 가능성과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에서 불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 다.따라서 본장에서는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

와 합성의 원칙에 한 융선진국의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1. 합 의 원칙25)

가. 미국

증권의 투자를 권유할 때 합성 원칙은 융산업규제국(FINRA:Financial

IndustryRegulatoryAuthority)등 자율규제기 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원은 1930년 의 간 이론(Shingletheory)2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간 이론

에 의해 SEC(증권거래 원회)는 이른바 투기성 가주(pennystock)27)의 거래

등에 한 합성원칙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투기성 가주에 한 규제를 하

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NASD(미증권업 회)28)에게 공정하고 형평한 거래

원칙을 조장할 규칙제정권을 주었다.이후 1939년 NASD는 법의 규정에 따라

25) 합성의 원칙이란(Suitabilityrules)증권 등의 투자권유자가 투자상품에 한 의뢰를

받을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합한 투자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게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6)간 이론은 로커･딜러가 간 을 걸고 증권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 하여 공

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 인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론이

다.간 이론은 1943년 제2연방항소법원이 선고한 CharlesHughes&Co.v.증권거래

원회(SEC,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 결에서 최 로 채택되었다.

27)장외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의 주식을 말한다.

28)NationalAssociationofSecuritiesDea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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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NASD 규칙 2310에 의하면,회원이 고객에게

증권거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증권보유,재무상황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합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NASD의 규칙 2310

(a)항은 고객의 자발 인 정보제공을 제로 하는 규정이었지만,1990년에 추가

된 NASD규칙 2310의 b)항은 “SEC에 등록한 증권상품을 매할 때 증권

개인은 뮤추얼펀드(MoneyMarketMutualFund)에 투자하는 경우 기 투자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 해 거래를 추천함에 있어서 그 거래를 실행하

기 에 ①고객의 재무상황,②고객의 세 상태,③고객의 투자목 ,④고객

에 권유를 하는 때에 당해 회원 는 등록 리인에 의해 합리 이라고 생각되

거나 사용되는 그 밖의 정보이다”로 정보수집의무를 명시하여 고객의 지식이나

투자경험,재산상황 등 투자권유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

해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다.29)

보험업에서는 NAIC(미보험감독 의회)가 모델법 모델규칙을 채택하

고,많은 주정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보험법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각 주정

부가 보험사업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변액상품에 해서는 복수의 규제

를 용 받게 된다.미국의 경우 증권법 등에서 증권의 정의가 폭넓게 되어 있

기 때문에,변액보험 상품도 증권에 해당한다.따라서 변액보험에 한 규제는

각 주의 보험법과 더불어 연방 증권3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30)

29) 합성원칙의 반유형으로서 부실표시,과잉권유,과당거래,손실부담약속행 등이 있

으며, 반시 사안에 따라 행정 제재,형사 제재,민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0) 를 들면,변액상품 모집인은 NASD에 등록하여 NASD회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그

리고 합성원칙을 포함한 NASD의 규칙을 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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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종류 근거법 규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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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보험청

증권거래 원회

자료 :이상우,2008.

<표 Ⅲ-1>미국의 변액보험 규제

NAIC는 변액상품에 하여 모델법 모델규칙을 채택하고 있다.1974년에

채택된 변액생명보험모델규칙(VariableLifeInsuranceModelRegulation)에는

변액보험 모집인에 한 자격요건, 합성원칙,보험증권에 기재할 요사항,

특별계정의 설정 등의 업행 자산운용규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보

험상품으로서의 변액보험이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이 모델규

칙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합성원칙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회사에 사내기 의

작성을 부과하고 있다.즉,“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가입 목 ,투자목 ,재정

상태,니즈 등의 충분한 정보를 기 로 당해 상품의 구입이 비 고객에게

합한지에 한 합리 인 근거가 없을 경우 권유 매해서는 안 된다(§3c)”고

한다. 한 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한 수단으로 “연령,수입,배우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 연령, 축 기타 자산가치, 재의 생명보험 가입의 상황”

등 투자자의 특성을 악할 의무를 부과하 다.

2003년에 고객과 상품을 한정하여 부분 인 합성원칙을 도입한 연 거래의

고령자보호모델규칙(Senior Protection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이31)채택되었다.2006년에는 연 거래의 합성모델규칙(Suitability

inAnnuityTransitionModelRegulation)을 새로이 채택하여 합성원칙과

31)그 내용을 살펴보면,규제 상은 고령(65세 이상)소비자에 한 연 (정액․변액)의

매이며 변액연 에 하여 NASD규칙을 수하면 본 규칙을 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고령소비자에게 연 추천 시 재무상태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령소비자에

게 합한 추천을 하여야 하며,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 는 태만한 경우에는 실제로

알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합리 인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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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NAIC의 이 규칙을 개정하 다.이 모델규칙은 종래 65세 이상에서만

인정되던 합성원칙을 모든 연 가입자를 상으로 확 하여,개인연 매

에 있어 모든 연령의 개인연 투자자에게 합성원칙과 감독기 이 용된다.

동 규칙은 “보험회사 는 매자가 소비자에게 연 는 연 승환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융상태,소비자의 세무상태,소비자의 투자목 ,그리고 보험

모집인 는 보험자(보험모집인이 없는 경우)가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용되거나 고려되는 기타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상당히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투자형 보험상품의 합성원칙과 련하여 2000년 NAIC에서「생명보험․

연 매의 합성」을 작성하 다.모델규칙의 안은 생명보험 상품을 포함

한 것이었으나 추후 연 만을 상으로 한 규칙으로 채택되었다.증권과 보험

의 상 정보공시․자기책임의 시,보험모집과 련한 모델규칙의 존재,

고객정보 수집 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업계가 반 하 기 때문이다.

나. 국

국은 1986년 융서비스법(FinancialServicesAct)을 제정하여 법률상으로

정부가 최종 인 권 융규제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부분의 규제권한을

증권투자 원회(SIB,SecuritiesandInvestmentBoard)에 임하 고,증권투자

원회는 자율규제기 (SRO,SelfRegulatoryOrganization)을 설립하여 감독을

하는 체제 다.이러한 체제 개시 시에 “투자성․ 축성보험 투신의 매자는 독

립 개사(independentintermediary)32)이든가 속 리인(company representative,

tiedagent)의 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양극화 원칙33)이 도입되

었다.

32)독립 개사를 독립 융 개사(IFA:IndependentFinancialAdvisor)라고도 한다. 국에

서는 복잡한 축시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는 융기 과 결부되어 있는 개사나 독

립 융 개사의 투자조언에 의뢰하여 융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33)독립 개사는 독립 개사 회(FIMBRA:FinancialIntermediariesManagersand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 속 매원의 경우 속보험설계사 회(LAUTRO: Life

AssuranceandUnitTrustRegulatoryAssociation)가 자율규제기 으로서 감독을 하던

것으로 2004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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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성원칙은 SIB규칙 수 에서 도입된 것이며,미국의 증권 련규제에

용되던 부분을 도입하 던 것이다. 합성원칙은 CoreRule16Suitability에

규정되어 있으며,고객에게 그 거래가 요할수록 요한 합성기 이 용된

다.SIB규칙에서는 합성원칙에 한 추상 인 규정34)이 도입되었는데,각종

SRO의 규칙에서는 SIB 규칙과 동등한 수 이상의 규칙을 책정하 고,

FIMBRA규칙 LAUTRO규칙에서도 SIB규칙을 구체화한 규정이 정해지는 것

으로 되었다.독립 개사를 상으로 한 FIMBRA규칙에서는35)고객의 사정을

아는 것(Know yourclient),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조언을 제공(Bestadvice),

투자에 수반하는 험성에 한 경고(Understandingofrisk)가 도입되었다.

속 매원을 상으로 한 LAUTRO규칙도 이와 유사하며,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조언을 제공(Bestadvice)과 련하여 투자자에게 합한 계약만을 추천할 것으

로 의무화 하 다.36)양극화규칙 도입 당시 합성원칙에 한 문서교부의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1995년에 투자성․ 축성보험 매에서 합성에 한 문

서교부(Reasonwhyletter)를 의무화 하 다.

2000년 융서비스시장법(FSMA,FinancialServiceMarketsAct)37)을 제정하

다.FSMA하에서 합성원칙이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사용되었다.FSA 규

34)SIBRule,5.01:SuitabilityofInvestmentsandtransactionsinthem,5.02,5.03:Best

Advice.

35)FIMBRARules(C.ConductofBusiness)4.2:Know yourclient,4.3:Understandingof

risk,4.4:Bestadvice.

36)TheRulesofLAUTRO(Schedule2,Conductofconductformembers),6-8"Best

advicetobegiven".

37) 융서비스시장법은 종 의 개별법으로 존재하던 보험회사법,은행업법, 융서비스법,

주택공제조합법,공제조합법 등 5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감독당국을 융감독청

(FSA:FinancialServicesAuthority)으로 일원화 시킨 통합 융법이다.FSMA의 체계를

살펴보면,Part1은 FSA의 설치근거,Part2~8은 사 규제 는 건 성규제에 해당하는

융기 설립인가,행 사 승인, 융 업이 ,공시와 시장남용에 한 규제를 담고

있다.Part9~14는 FSA의 권한으로서 규제처분,제재조치, 장에 의한 수색,조사 등

각종 사후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Part15~17은 소비자 피해보상,옴부즈맨 등 소비자

보호 련 규정을 담고 있다.Part18~22에서는 증권거래소,어음결제소 등 자율규제시

스템 융 문가,회계사,보험계리사 등에 한 규정을 담고 있다.Part20~23에서는

기록유지 비 보호,통지 등 행정 차와 형사처벌 기소,손해배상과 용어 해석 등

에 련된 기타 내용들을 담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경 (200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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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서는 “투자 축성보험에 한 조언을 하는 경우,그 조언이 고객에게

합(suitable)하다는 합리 인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매자는 투신,투

자 축성보험의 매에 있어서 그 취 할 수 있는 상품 에서 최 인

(mostsuitable)것을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취 상품 에 고객에게

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여서는 안 된다”38)고 정해져 있다.다

만, 융상품시장에서 업이 가능한 독립 융 개사(IFA)등의 경우 자신이 취

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가장 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하 다.

FSA는 투자조언(investmentadvice)을 할 때에 합성원칙을 용하고 있는

데,FSA가 정한 일정한 양식에 고객 정보의 수집의무와 합성통지서

(suitabilityletter)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합성통지서는 일정한 양식 없

이 매자의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39)투자 축성 보험의 경

우 험선호도 가계상황을 고객으로부터 악해야 될 정보로 간주하고 있는

데,이들 정보에 해서는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형태에 한 규정은 없

다.규칙상 매원은 고객에게 수집한 정보가 올바른지에 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로 고객의 서명을 받고 있다.40)

보장성보험의41)경우 2005년 12월부터 FSA의 보험 업규칙(ICOB:Insurance

ConductofBusiness)42)의 용을 받고 있다.ICOB에서 비투자형보험의 경우

‘합한’(suit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가장 합한'(most

suitable)이라는 투자형보험상품의 합성원칙과는 다른 정의이다.보험 개인

38)COB5.3.5R.

39)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i)고객에 한 거래보고서,사실 확인서류 등으로 체가능,ii)

개인고객에게 개별 으로 작성 제공 필요,iii)알기 쉬운 용어로 기술하고, 문용어

에 해서는 설명이 필요,iv)정확하고 명료한 메시지 심으로 기재한다.

40)COB5.2.11G.

41) 국의 경우 2005년 EU보험 개사지침 EU비 면 매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보장성보

험 매 개사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그에 한 신 매규칙을 규정하 다.보다 자세

한 내용은 손 화(2007)를 참고한다.

42)보험 업규칙은 보험업자 는 보험 개사가 비투자보험과 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는 보험 개행 의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지켜야 할 업에 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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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성계약을 추천할 경우 그 시 에서 고객의 수요와 요구

에 합하도록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43)다만,보험 개인은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부 충족하는 보장성보험이 없는 경우 는 개인 으로

추천하는 시 에서 당해 계약에 의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는 것을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경우에는 고객의 모든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을 개인 으로 제안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거래상품

에 고객의 요구에 완 히 일치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그 취지를 고

객에게 완 히 이해시키면 고객의 요구 부에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품

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4)

보장성보험에 해서는 최 의 조언(Bestadvice)의무는 없다.따라서 속

매원 이외의 독립 융 개사 등에 하여 선량한 조언(Goodadvice)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객이 보장받기를 희망하는 험에 한 보장 수 이 충분한

것인가,계약의 비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면책사항이나 한도 액 등의 조건

에 한 조항 등이 보장성보험 계약의 합성원칙 평가 시에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이다.이러한 일반원칙 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고객정보수집의무,

문서교부의무가 도입되었는데,이러한 의무는 화에 의한 비 면 매에 해

서도 부과하고 있고, 화 매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후 명세서(statement)

를 속히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입년도 법률명 상상품 주요 내용

1986
융서비스법

체제
투자형보험 추상 인 규정(BestAdvice)

1995
융서비스법

체제

투자

축성보험

합성에 한 문서교부

(Reasonwhyletter)

2000
융서비스

시장법 체제

투자

축성보험
최 의 상품(mostsuitable)추천

2005
융서비스

시장법 체제
비투자형보험

완화된 합성원칙(GoodAdvice),

합한(suitable)상품 추천

<표 Ⅲ-2> 국의 합성원칙의 법률 근거와 주요내용

43)ICOB4.3.1R(1)

44)ICOB4.3.1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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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에서 투자자에게 부 합한 투자를 권유

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데,이것이 이른바 합성원칙이라고 불리어지고 있

다.45)미국에서 합성원칙을 자율 인 규범으로 발 시킨 것과 조 으로 일

본에서는 증권회사의 감독기 으로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만일

합성원칙에 반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회사 보험모집인에

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만(증권거래법 제56조 제1항 제3호,제64조의 5제1

항 제1호)반행 에 한 형사처벌은 정하여져 있지 않다.

융상품 매 등에 한 법률(이하 “ 융상품 매법”)46)에서는 설명의무

배상책임을 규정하 는데,설명의무의 해석기 으로서 합성원칙을 도입하

다.2006년 융상품 매법을 개정하 는데,개정 법률은 융상품 매업자의

고객에 한 민사상의 불법 행 책임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상과 범 를

확 하는 한편,단정 단 제공 등의 지규정을 신설하 다(동법 제4조).

융상품 매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고객에 한 설명은 고객의 지식,경험,재산

상황 당해 융상품의 매에 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추어서 당해고

객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따라

서 설명의무의 반은 융상품 매법상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이 된다.다만,

융상품 매법에서는 상을 포 인 융상품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동

법 제2조에 의해 상을 한정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상품이 출 할 경우 이에 한 처리가 힘든 문제 이 발생한다.

2006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융상품거래법47)은 융상품마다 나 어져 있

던 법 규제를 소비자보호의 에서 포 으로 일원화하고, 한 문투자

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유형에 응한 유연한 규제를 용하 다.

45)199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46) 융상품 매법은 융상품 매시 고객에 한 설명의무 부여 반에 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추정, 매업자에게 권유의 정성 확보에 한 지침 마련과 그것에

한 명확한 공표 의무를 부과하 다.

47) 융상품거래법은 국의 융시장서비스법을 모델로 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융선물거

래법,상품펀드법,투자자문업법,투자신탁법 등 5개의 융 련 법률을 통합한 법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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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거래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거래 시에는 투자자보호의 에서 업자에

해 엄격한 행 규제가 용되지만, 문투자자와의 거래에서는 행 규제의

일부가 용 면제 된다.

융상품거래법에서는 동일한 경제 기능을 갖는 융상품에 해 동일한

원칙을 용하는 에서 동법을 융상품의 매․권유에 한 일반 인 성

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융상품에 하여 행 규제를 업종에 불문하여 용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융상품거래법 제40조는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의 규

정을 받아들 는데,“ 융상품거래업자는 업무의 운 상황이 융상품 거래행

에 해 고객의 지식,경험,재산 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

추어 부 당한 권유를 하여 투자자보호를 결하게 되거나 결하게 될 염려가 있

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성원칙을 명시하

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2006)은 융상품거래법의 합성원칙을 용하고 있으나 세

부 시행방안에 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보험회사가 투자형보험상

품을 매할 때 합성원칙의 이행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융거래법상의 합성원칙과 동등한 수 의 합성원칙을 용해야 한다.다

만,개정된 보험감독지침에는 고객의 특성을 악할 의무를 직 으로 규제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합성원칙에 한 내부통제를 수립해야 하며,

이에 보험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48)개

별 업법에서 융상품거래법의 합성원칙 등과 같은 공통 업행 규제를 용

하도록 하는 까닭은 투자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이미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융상품거래법의 직 인 규제가

48)필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TM․CM․DM 등 비 면채 의 엄격한 리

② 고객정보 수집 활동에 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방법과 충분한 설명방안

③ 수집한 고객정보를 기 로 합한 권유를 이행시 소비자 보호에 결여할 우려가 있는

지

④ 사후 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보 방법과 합성을 검증하기 한 정보 활용 체제

⑤ 보험회사의 사 인 고객정보의 보호 활용방안

⑥ 자율 합성원칙의 수 여부에 한 내부 감사부문의 모니터링과 검증방안

이상우(2008),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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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비투자형보험상품과 련한 합성원칙은 용을 하고 있지 않

다.다만,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한 정보 수집활동과 의향확인서를 통해 고객

의 수요와 요구에 일치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도입년도 법률명 상상품 주요 내용

2000 융상품 매법 동법에 열거한 융상품 설명의무 배상책임

2006 융상품 매법 투자상품 합성원칙 도입

2006 보험업법 개정 특정보험계약 합성원칙 도입

주 :특정보험계약은 변액보험․연 ,해약환 변동형보험․연 ,외화표시형보험․

연 을 상

자료 :이상우,2008.

<표 Ⅲ-3>일본의 합성원칙의 법률 근거와 주요내용

2. 법 상 에 한 재

가. 국

국의 경우 융서비스감독기구인 FSA가 행정 차에 의해 융제재를 부과

하고 있다.FSA의 제재는 제재제도의 공시와 이에 따른 제재의 정성 투

명성을 매우 시하여 운 하고 있다.과징 제재(penaltiesandcensures),

업무 지(prohibitionorders) 승인 철회(withdrawalofapproval),허가변경

취소(variationandcancellationofpermission), 지명령(injunction), 원상

회복명령(restitution and redress), 범법행 에 한 기소(prosecution of

criminaloffense)등과 같은 다양한 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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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벌 부과액 £24,769,000 £16,905,000 £13,309,143 £5,341,500 £22,655,428

건수 32 20 28 22 49

자료 :FSA,http://www.fsa.gov.uk/Pages/About/Media/Facts/fines/

<표 Ⅲ-4>FSA의 제재 황:2004~2008

1)공개문책 처벌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반한 자에 해서는 공개 인 문책

(publiccensure) 처벌(financialpenalty)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FSMAsection66,HandbookEG7,DEPP6).49)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하는 행 는 처벌의 상이 된다.FSA 핸드북

(DEPP6.5)에서 처벌의 정수 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 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부당행 의 성, 법․부당행 의 고의 는

과실 정도,과징 부과 상자의 재정상태,이익 는 손실회피 액, 법행

발생 후의 조치 상황,과거 제재 법 력,과거 FSA 다른 규제기

이 취한 제재 조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 을 결정하고 있다. 융기 이나 개

인이 반사항으로 인해 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나 반사항의 정도가 심

각할 경우,그리고 과거 규제사항에 한 이행이 불량하 거나 반 경험이 있

는 경우에는 처벌을 실시한다. 반행 자가 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에 하여 극 보상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개 인

문책을 고려할 수 있다.

2)업무 지 승인철회

인가업자가 행하는 규제업무와 련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fitand

49)DEPP는 결정과정 처벌에 한 매뉴얼(DecisionProcedureandPenaltyManual,이

하 ‘DEPP’)이며,EG는 시행지침(EnforcementGuide,이하‘E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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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자의 직무수행에 한 지명령(prohibition

order)을 FSA에서 부과할 수 있다(FSMAsection56(1),(2)). 격요건에는 정직,

신실과 평 ,행 능력,재정 건 성이 포함된다. 한,FSA는 반행 자가

소비자나 융시스템에 미치는 험,과거의 제재 사실이나 FSA규정 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 지 명령의 용을 결정하며,이에 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인가업자는 지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이 지명령을 반한 경우 유죄로 벌 형을 부과하고 있다. 한,피승

인자가 승인을 받은 직무수행에 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그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FSMAsection63).50)

3)허가의 변경 취소

FSA는 융회사 허가받은 개인이 자격요건, 업요건 등 기본인․허가

기 에 미달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FSMAPartIV의 허가를 취득한

규제업무를 12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PartIV의 허가를 변경하

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해 바람직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생각되거나,국외의 규제기 의 지원을 한 경우에도 허가의 변경이

나 취소가 가능하다.(FSMAsection45,47,HandbookEG8).허가취소의 차

는 각 이해 계자에게 하여 허가취소 통지 후 결정통지가 발송되며,허가취

소 결정에 불복 시 융업항고법원(Tribunal51))에 제소할 수 있다.

4) 지명령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반한 자 등에게 반행 의 지, 반

행 의 구제(remedy)조치의 마련,당사자의 자산처분 등의 지를 명령할 수

있다(FSMAsection380,381).FSA는 지명령신청의 체수단으로 법원에「자

50)양 권한의 상이 행사권한의 선택기 은 FSA핸드북(EG9)의 지침을 참조한다.

51)FSMA에 근거하여 설립된 융업 련 특별심 부로 FSA의 인가,승인 각종제재조치

에 한 불복사항을 다루며 FSA의 결정을 체하는 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다.법무부 소속으로 변호사 기타 융 문가로 구성되며, 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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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결(asset-freezing)명령」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FSA는 반사실

는 그 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HandbookEG10).

5)원상회복명령

반행 로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반행 에 한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과 FSA가 직 사법 인 역할을 담당하여 원

상회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 어져 있다(FSMA section 382,383,384,

HandbookEG11).법원에 반행 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기능은 모든 반

행 자에 하여 용이 가능한 반면,FSA가 직 반행 의 원상회복을 강

제하는 권한은 FSA에 의하여 융행 가 승인된 인가업자에 하여서만 가능

하다.

원상회복과 련된 권한 행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 들을 고려하여 이루어

지는데, 법행 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수치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법행

로 향 받은 융 소비자의 수,권한 행사로 FSA에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융소비자의 혜택과의 비교,여타 구제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피해 당사자

의 사 구제능력 등이 고려 상에 포함된다(HandbookEG11).

6)범법행 에 한 기소(Prosecutionofcriminaloffense)

FSA는 FSMA 그 종속법의 반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FSMA

section401,HandbookEG12).

나. 일본

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제3장 제2 제1 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규칙(통칙)을 명시하고 있으며,통칙에는 매․권유 국면에서

의 행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그리고 제2 부터 4 까지는 투자조언업무,투자

운용업,유가증권 등 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칙에 덧붙여 부과되는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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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업무별로 마련되어 있다.

투자성이 강한 ․보험․신탁 등의 매․권유업무에 해서는 융상품

거래법의 행 규제를 개별 업법52)에서 용하고 있다. 융상품거래법의 고

규제(제37조),계약체결 서면교무의무(동법 제37조의 3),계약체결 시 서면교

부의무(동법 제37조의 4),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등의 지(동법 제38조),

손실보 등의 지(동법 제39조)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1) 고규제

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고에 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 를 할 때에는 해당 융

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명칭 는 성명,등록번호 고객의 단에 향을

미칠 요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 제1항). 한 하

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지하

고 있으며(법 제37조 제2항)이를 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법 제205조 제10호,제11호).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명시 인 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52)각각 보험업법 제300조의 2,은행법 제13조의 4에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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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고

표시

사항

규정

․해당 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는 성명,등록번호 고객

의 단에 향을 미칠 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반한 자에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0호).

고

표시

지

사항

규정

․ 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 를 하는

때에는 하게 사실과 상이한 표

시의 지 하게 사람을 오

인하게 하는 표시의 지(법 제37조

제2항)

- 반한 자에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 11호).

<표 Ⅲ-5> 고규제

2)서면 교부의무

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계약체결 서면교부의무,계약체결 시 서면교부의무

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취와 련 있는 서면의 교부의무 등을 규

정하여 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융상품 거래업자 등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사업자의 명칭,주소와 같은 기본 인 사항 고객이 지 하여야 할

수수료와 보수,거래에 수반되는 험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 융상품 거래계약 성립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령과 련한 서류도 교부할 의

무가 있다.이와 같은 서면교부의 의무를 반한 자에 하여서는 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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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계약

체결

서면

교부

의무

․고객의 단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항

을 기재한 서면의 계약체결 교부의무(법

제37조의 3제1항)

- 반한 자에 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계약

체결시

서면

교부

의무

․ 융상품 거래계약 성립시 지체없이 서면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7조

의 4)

- 반한 자에 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보증

수령에

계된

서면의

교부의무

․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취와

련있는 서면 교부의무(법 제37조의 5)

- 반한 자에 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표 Ⅲ-6>서면교부 의무

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이와 련한 제재규정이 없다.

3) 지행

일본의 융상품거래법,보험업법 은행법에서는 모두 허 사실의 고지 행

를 지하고 있으며,법령 반에 한 처벌규정을 개별업법에서 명시하고 있

다.53)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허 사실 고지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되고, 융상품거래법의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53)처벌규정의 근거는 각각 융상품거래법 제38조 제1호,보험업법 제3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은행법 제13조의 3제1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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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허

사실

고지

지

․허 사실 고지, 요사실

불고지 행 지(법 제

300조 제1항 제1호~제3호)

․ 융상품거래계약의 체

결과 권유를 함에 있

어서 허 사실의 고지

지(법 제38조 제1호)

․허 사실 고지 행

지(법 제13조의 3제1호)

- 반한 자에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 는 이

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

짐(법 제317조의 2제7호).

-법 제38조 제1호의 규

정을 반한 자에 하

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

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198조의 6제2호).

-법 제13조의 3(제1호에

계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을 반한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

역 혹은 100만엔 이하

의 벌 는 이를 병

과하는 벌칙이 과해짐

(법 제 63조의 2).

요청

받지

아니한

투자

권유

등의

지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

권유,권유를 받을 의

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하는 행 ,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

시를 한 후의 재권유

등의 지(법 제38조

제3호,제4호,제5호)

<표 Ⅲ-7> 지행

융상품거래업에서는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재권유 행 등을 지하고 있으나 이와 련

한 명시 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손실보 등의 지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 에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혹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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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한,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 는 사

․사후 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 에 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한 명시 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손

실

보

등

의

지

․보험계약자 는 피보험자에

하여 보험료의 할인 특

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

거나 제공하는 행 지(법

제300조 제1항 제5호)

․손실보 는 사 ․사

후 으로 이익을 제공하

여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등의 행

지(법 제39조 제1항)

- 반한 자에 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

의 벌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제7호).

-39조 제1항을 반한 자

에 하여는 3년 이하

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함

(법 제198조의 3).

<표 Ⅲ-8>손실보 지

5) 매자격제도

매자격제도에서 보험업법과 융상품거래법은 보험모집 융상품 거래

업자의 등록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며, 융상품거래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한편,보험업

법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손해보험모집인,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

험모집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그 외 업법에서는 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을 모집한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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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규정

․보험 모집인 개인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의 등록을 받아야 함(법 제276

조,제286조)

․(등록거부 요건규정)등록에 필

요한 신청서류 규정(법 제279

조,제289조)

․ 융상품거래업을 행하기

해서는 국무총리의 등

록을 받아야함(법 제29

조).

․등록거부 요건규정(법 제

29조의 4제1항)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1년 이하

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

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제5

호).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

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198조 제2

호).

모집

자격

제한

․생명보험모집인,손해보험모집

인,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험모집의 제한을 둠

(제275조).

-제275조 제1항 각호에서 언

한 자가 아닌 자가 보험 모집

을 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

짐(제317조의 2).

<표 Ⅲ-9> 매자격제도

6)설명의무

보험업법 은행법에서는 보험모집인과 은행 리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만 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한편,2000년 제정된 융상품의

매 등에 한 법률(융상품 매법)54)에서는 ․보험․유가증권 등의 폭

넓은 융상품의 매에 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54)2006년 6월 그 내용이 개정되어 설명의무에 있어 상과 범 가 확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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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서는 융상품 매업자의 설명의무와 단정 단의 제공 지 등을 규

정하고 있다.설명의무 반과 단정 단의 제공시 발생한 손해에 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의부를 지우는데 배상할 손해액은 원 손실액에 한정된

다.55)

구

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설

명

의

무

․(고객에 한 설명)보험모

집인은 보험모집행 시 소

속 보험회사의 상호 계

약에 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함(법 제294조).

․(고객에 한 설명

등)은행 리업자는

은행 리행 시 소

속은행의 상호

계약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52조의 44).

<표 Ⅲ-10>설명의무

7)고객에 한 성실의무 합성의 원칙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융상품 거래업자의 고객에 한 성실의무 합성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 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보험업법에

서도 보험 개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융상품거래법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5)원 손실액은 융상품 매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지불해애야 할 액의 합계

액에서 당해 융상품의 매에 의해 고객이 취득한 취득할 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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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한

성실의무

․(보험 개인의 성실의무)보

험 개인은 고객을 해 성

실하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여야함(법 제299조).

․고객에 하여 성실하

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할 의무(법 제36조)

합성의

원칙

․ 융상품거래업자는 투자

자의 의향과 실정에

합한 투자권유와 거래를

하여야 함(법 제40조).

<표 Ⅲ-11> 합성원칙


	Ⅲ. 영업행위규제의 해외사례
	1. 적합성의 원칙
	2.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