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국제적 동향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2007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운영과 기존 감독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성에서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금

융감독체제에 대한 검토 및 재편과 함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

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미시건전성 감독

에 더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감독체제 재편 등으로 나타났다. 이하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국제적 사례 및 시사점을 얻고자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 및 최근 동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을 선정한 것은 영국의 경우 통합 법률체계 및 감독체제의 전형적

인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감독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통합 감독체제의 유효

성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호주의 경우는 영국과 달리 법률을 

통합하지 않고 소위 ‘쌍봉체제’로 일컬어지는 감독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

기 때문에 목적별 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인 

점이 고려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업종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

서 정책 및 감독업무가 분산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금융개혁법｣을 제정하

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금융감독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통합을 하지 않고서 소비자보호 

감독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감독체제가 완전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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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개별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포함시켰다.

물론 이들 사례들은 우리나라와는 법률 체계, 정부의 역할, 금융발전의 정도, 

금융소비자의 역량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제도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체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참고하는 것은 

금융개혁을 위해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슈별 대안을 마련할 때 고려하기로 한다.

1. 영국

가. 법률 체계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통합하였다. FSMA 2000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전면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하여금 법의 실행을 위한 각종 규정 등을 제정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FSA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으로서, 소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 준칙이나 피해구제 규정 등을 제

정하여 법적 실행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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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FSMA 2000 체계 내 소비자 보호 규정

구  분 내용

Section 8~10 
소비자패널
(Consumer Panel)

FSA는 소비자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관 내부에 소비자 패널을 설치하고 있음. 
* 소비자 패널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 또는 배려사항을 조언
하고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보고 
및 독자적인 조사수행이 인정됨. 

Section 21 
금융권유행위
(Financial 
promotion)의 규제

FSMA상 권유행위의 규제는 금융업을 허가받은 자
(authorised person)와 받지 않은 자(unauthorised person)
을 구분하여 허가 받은 자는 COBS의 규제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권유행위는 FSMA s. 21의 규제를 받음. 
* FSMA상의 권유규제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며(FSMA s. 25), 권유규제 위반으로 인한 계약은 고객에 대
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FSMA s. 30).

Part 15 
예금자 보호 제도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인가받은 자가 책임을 수행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
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완비하도록 금융
감독청에 요구하고 있음.

Part 16 
옴부즈맨 제도(The 
Ombudsman Scheme)

단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일반 
공중과 인가받은 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찍부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하도록 금융감독청에 요구하고 있음. 

Part 17 
집합투자기구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은 정의, 2장은 판매권유 제
한, 3장은 유니트 트러스트, 4장은 개방형투자회사, 5장은 
승인받은 해외 기구, 6장은 조사권한을 정하고 있음.

FSA 감독규정 중 영업기준(Business Standard)에는 업종별 영업행위준칙

(Code of Business)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별 영업행위준칙에는 지정

투자업무 및 장기보험업무에 관한 COBS(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와 

투자업무 이외의 보험업무와 관련된 ICOBS(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모기지 및 주택상품 판매와 관련된 MCOB(Mortgages and 

Home Finance), 은행업무 관련 준칙인 BCOBS(Banking: Conduc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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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내용 규제수준 비교

투자자
분류

CBOS 3

금융업자는 거래하는 상대방을 ‘client’로 인
식한 경우 ①소매고객(retail client), ② 전문
고객(a professional client), ③ 적격거래상대
방(an eligible counterparties)의 세가지 유형
으로 고객을 분류할 의무가 있음.

ICOBS에서는 일반소비자인
지 기업소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취
급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COBS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평가됨.*ICBOS 

2.1

고객을 일반소비자(customer)와 기업소비자
(commercial customer)로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광고
규제

COBS 4
금융광고(financial promotion)를 전달하거
나 승인하는(approve) 행위와 관련한 세부 
규정

COBS에서는 비요청 금융광
고(cold call) 금지, 직접청약
부 금융광고 규정 등 세부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ICOBS
에서는 광고 시 분명하고, 공
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말
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
만 존재 

ICOBS 
2.2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금융광고
(financial promotion) 전달과 관련한 사항 
규정

Sourcebook)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자산 및 금전의 보유와 관련한 금융

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CASS(Client Assets), 시장남용(market abuse) 및 

공정거래 관련 MAR(Market Conduct), 금융기관직원들의 훈련 및 역량 요건을 

규정하는 TC(Training and Competence)가 있다.

이 중 COBS는 인가업자가 투자에 관한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 그 

중에서도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영업에 관한 규범이다. 한편 ICOBS에서는 보험업자(insurer) 또는 보험매개

자(insurance intermediary)가 비투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또는 보험 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14).

<표 Ⅲ-2> COBS 및 ICOBS에 의거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14) 한기정(200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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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
서면
교부
의무

COBS 6

금융업자는 일반고객에게 비용 및 수수료 
관련 정보를 포함한 금융회사·수행업무·
상품에 관한 정보와 보수 등 이해상충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ICOBS에서는 주요특징서면 
대신 보험계약 개요서를 제
공하도록 함.
손해보험상품과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의 계약체결을 구분
하여 취급하는 등 COBS에 
비해 정교하게 규제하고 있음.

COBS 13

상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종신투자상
품, 개인연금상품, 집합투자상품 등의 경우 
‘주요특징서면(KFD; Key Features Document)’
와 ‘주요특징예시(KFI; Key Features Illustration)’
를 작성하도록 함.

ICOBS 4
판매자의 지위정보 및 수수료 공시 관련 사
항 규정(최초공시자료 제공 의무)

ICOBS 6

보험매개자가 손해보험상품 및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정보를 계약체결 이전(보험계약 개요서
(policy summary), 가격명세 등)과 계약 체결 
시(계약 서류 및 가격 정보 등)로 나누어 규
정하고 있음. 

적합성 
원칙

COBS 9
금융업자는 투자권유나 자문하는 경우 거래
에 관한 결정이 고객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COBS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보
다 정교하게 규제하고 있음. 

ICOBS 5

고객의 수요와 니드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객 수요 확인서(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를 작성 및 제공하여
야 함.

주 : * 한기정(2005), p.62.

또한, FSA 감독규정 중 피해구제(Redress) 규정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소비자의 불만처리를 공정하게 처리

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통합옴부즈맨인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소비자불만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소매소비자금융전문기관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은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관련법이 아닌 일반

법(general law)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은 ｢소비자계약규제상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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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항(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UTCCRs))｣ 및 

｢기업법(Enterprise Act 2002(EA02))｣ 등이 존재한다.

나. 감독 체제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통합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SA)에서 수

행하고 있다.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금융교육, 금융정보 제공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마련

할 의무가 있다.

금융민원의 처리는 FOS에서 수행한다. FOS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에 따라 2001년 설립된 FSA 산하의 독

립적인 기구로서, 기존의 은행업무 옴부즈맨, 주택금융공제조합 옴부즈맨, 보험 

옴부즈맨, 투자 옴부즈맨, FSA 민원사무국 등을 통합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문제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FOS에 협조하여야 한다.

FSA는 FOS에 대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FOS의 금융민원·분쟁 

처리 과정에는 FSA가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FOS에 대한 

FSA의 감독권한은 FOS 이사회 의장 및 이사진 임면권(의장은 정부의 승인 필

요), FOS 예산 승인권, FOS의 강제관할에 대한 규칙제정권(청원인의 자격 및 보

상금액의 한도 등), FOS의 대표 옴부즈맨에 대한 보고서 요구권, FOS가 만든 기

타 규칙에 대한 승인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은 FSA의 감독규정 및 감독행

위의 반경쟁성 여부에 대해서 상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FSA를 견제하고 있다. 

OFT는 소비자의 경제복지 보호 강화 및 경쟁정책의 추진을 위해 1973년 설립되

었으며, 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거래행위의 적발·시정, 반경쟁적 행위 및 시

장지배력 남용 여부의 조사, 시장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국제적 동향 41

OFT는 FSA의 감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입

할 수 없고, 다만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FSA의 감독규정이

나 감독행위에 대해 상시조사하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FSA에 필요한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업무의 중복 및 이중규제와 관련하여 FSA와 OFT는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발표·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OFT는 ｢소비자신용법｣에 의거 소비자신용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감

시 및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7년 9월에 노던락은행

(Northern Rock Bank)이 파산하면서 21세기 들어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

던 통합형 감독체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1월에 하원 재

무위원회에서 금융위기관리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에 재무부, 잉

글랜드은행, FSA가 공동으로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

기도 하였다. 이것은 2009년 3월에 발표된 터너 리뷰에서 잘 지적되고 있듯이, 

건전성 감독과 업무행위 감독을 통합하는 것은 어느 한편에 감독자원 등이 부적

절하게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금융이 불안정해질 리스크로부터 압박을 

덜 받는 경기가 좋은 때에는 영업행위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건전성 이슈가 배제

될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15).

그리하여 결국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분리·

독립시키는 “쌍봉(Twin Peaks)”형 금융감독체계로의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

기에 이르 다16).

이에 2010년 6월에는 영국 재무부 조지 오스본 장관이 FSA를 폐지하고 FSA 

기능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향후 2년 내에 FSA를 폐지하고 영란

은행 산하에 시장 건전성 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를 신설하

15) FSA(2009), p.92.

16) The Tripartite Review(2009.3); 상원보고서(Banking Supervision and Regulation 2009.6); 

보수당 백서(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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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 기능을 담당할 소비자보호기

구(CPMA: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FSA는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금융소비자 실무교

육 전담기구로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를 신설하였다. FSA의 금융역량본부에서 수행하던 금융소비자 교육 실무

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CFEB는 재무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

비자를 그룹화해 맞춤형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SA와 OFT가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운영된다.

다. 자율규제 

영국의 금융규제는 1980년대 이전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규제

체제에서 1980~1990년대의 법령 규제장치의 마련 단계를 거쳐 2000년대 이후

에는 공적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금융규제는 증권거래소(the London Stock Exchange), 증

권선물협회(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 투자관리규제단체(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zation), 개인투자가협회(Personal Investment 

Authority)등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후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변화와 영국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규제기능의 실효

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다수의 자율규제기구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에게 비효

율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체계

의 개혁을 통해 1997년 5월 영국 정부는 기존의 9개 자율규제기구를 통합하여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자율규제체계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은행업 부문의 자율규제는 

영국은행협회(BBA), 지불결제서비스협회(APACS), 주택금융조합협회(BSA) 등

에 의해 결정되는 은행업규약(Banking Code)17)이라는 자율규정에 따라 소비자

17) 1991년 제정된 은행업계의 자율규제규약으로서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하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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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은행업무지침을 규정하였으나, 2000년 FSA 출범 이후에는 은행업규약

표준위원회(BCBS: Banking Code Standards Board)와 모기지규약준수위원회

(MCCB: Mortgage Code Compliance Board)에서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되

었다. 그리고 모기지규약준수위원회는 2004년 9월에 FSA에 흡수되었다. 

보험업 부문의 경우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18) 및 영국보

험자협회(ABI)에서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 GISC가 FSA로 흡

수되었고 ABI의 보험규약 제정 및 회원사 조치권한 등의 자율규제기능부분도 

FSA로 이전되어 영국의 보험산업은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증권업 부문에서는 증권선물협회(SFA), 투자관리규제단체(IMRO), 개인투자

자협회(PIA), 런던증권거래소(LSE) 등이 과거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런던

증권거래소를 제외한 SFA, IMRO, PIA는 모두 FSA 출범 시 FSA에 통합되었다. 

FSA 출범 이후 런던증권거래소만이 시장감시와 관련된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런던투자은행협회 등19)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회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율규제기구로서

의 역할이 미미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SA를 중심으로 한 공적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된 후 

대부분 자율규제기능들이 FSA로 흡수됨에 따라 은행업규약표준위원회(BCSB) 

및 런던증권거래소 정도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은행업규약

표준위원회는 자율규제규약인 은행업규약 및 기업은행업규약(Business Banking 

Code)20)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고객과 금융회

사 간 분쟁해결 및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11월 예

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8)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는 보험 모집·판매와 관련한 자율규제기
구이다.

19) 런던투자은행협회(London Investment Banking Association), 증권투자협회(Securities 

& Investment Institute), 투자운용협회(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등이 해당
된다.

20) 2002년 제정되었으며 연간 1백만 파운드 이상 거래하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anking Cod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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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가 FSA로 이전됨에 따라 현재는 대출표준위원회

(Lending Standards Board)가 그 기능을 계승하여 새로운 ｢대출규약(Lending 

Code)｣21)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FSA 및 OFT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신용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는 과거 증권시장의 자율규제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00년 자체 상장계획 이후 상장감독 권한이 FSA로 이관22)되면서 자율규제 역

할이 최소화되었다. 런던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 권한은 시장감시와 회원사 관

리업무로 국한되었으며, 상장의 허가 및 취소, 상장규칙(Listing Rule)에 의거한 

상장요건 및 상시의무(continuing obligation) 준수 여부, 공시 관련 규제는 FSA

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대안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경

우 런던증권거래소가 제정한 대안투자시장규칙(AIM Rules)에 따라, 런던증권거

래소가 상장심사, 관리기능, 상장회사 공시규제 및 제재기능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또한 런던증권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한 자율규제와 함께 실시간 시장감시

를 담당하며, FSA와 공동으로 이상매매거래의 심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이상매매거래 및 시장불공정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된 불공정행위 관련정보를 FS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FSA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담당하게 된다. 

라. 최근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잉글

랜드은행, 재무부 및 FS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영국의 규제시스템은 FSA-잉글랜드은행-재무부의 ‘삼각체제(tripartite 

system)’로 이루어져 있으나,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며, 금융

21) 은행업규약 및 기업은행업규약에서의 대출 관련 규약을 담고 있다.

22) 2001년 7월 Main Market에 자체 상장된 후 상장과 관련된 감독기능은 FSA 내 
UKLA(UK Listing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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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유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2010년 6월 영국 재무부 조지 오스본 장관은 FSA를 폐지하고 FSA 기능

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안을 발표였다. 7월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자문보고서

(Consultation paper)23)를 발표하였으며,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2011년 초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FSA를 향후 2년 내에 폐지하고 시

장 건전성 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를 잉글랜드은행 산하에 

신설하여 개별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잉글랜드은행 

내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하여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및 금융시스템 전반

의 안전성 감독을 담당하게 하며, 소비자보호기구(CPMA)24)를 신설하여 금융소

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최근 영국에서 시행된 소비자보호 조치로는 지급보증보험(PPI: 

Payment Protection Insurance)25)시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침을 들 수 있다. 

FSA는 2010년 12월부터 지급보증보험시장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불만사항

에 대한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및 보험가입 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을 골

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판매

기관들은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

련해야 한다. 또한 2005년 이후 계약사항에 대한 불만접수 검토 및 부실보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부실판매가 판명될 경우 보험료는 물론 이자 

등을 모두 환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0월까지 지급보증

보험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있는 보험가입자들은 옴부즈맨 서비스에 불만사

항을 접수하도록 공지하고 지급보증보험 판매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할 것

을 지시하였다. 

23) HM Treasury(2010)

24)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시스템리스크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 투자자문사 
및 헤지펀드를 감독한다.

25)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는 대출금의 차주가 사망, 질병, 사고, 실업 등 예
상치 못한 변화로 상환불능 발생 시 월상환금 지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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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가. 법률 체계

호주는 2001년에 ｢금융서비스 개혁법｣(FSRA: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제정을 통해 ｢회사법｣, ｢연금산업법｣, ｢퇴직저축법｣ 등에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통합하였다. FSRA는 금융업종별 규제체계의 통합보다는 금융시장

의 영업행위 및 공시기능 등에 대한 통합을 중시하였으며, 인허가 절차 및 기준 

등과 같은 부분적인 업종별 규제체계의 통합을 실시하였다. 특히 법적 측면에

서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금융시장을 매개로 한 인가, 공시, 영업행위 등에 대

한 규제로 구성되며, 금융업종 규제보다는 금융거래 규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FSRA의 투자자보호제도와 소매·도매 고객의 분리, 영업행

위규제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에 해당한다.

FSRA는 규제의 대상 및 범위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영업행위규

제에 두어,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보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야

기될 수 있는 시장왜곡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매고객과 도매고객을 분리하여 투자자보호 범위와 연계시키고 있는

데(FSRA, s761G), 도매고객의 경우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소매고객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하여 제

공되는 금융업무안내서, 자문서, 상품설명서 등은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에만 적용된다. 

인가요건은 금융시장, 청산·결제기구, 금융업자 등으로 차별화하고 일반인

가요건과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 License)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FSRA Part 7.2~7.6).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회사내부의 민원처리 

절차 설치’와 ‘ASIC에 의해 승인된 외부 분쟁해결기구에의 가입’이 인가의 필수 

요건이 된다. 또한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재무요건, 인력요건, 운영요

건 이외에 소매고객을 위한 보상시스템(compensation scheme)의 구축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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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요건은 금융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규정되며 소매고객 대상의 경우에 접

촉단계시 금융서비스 가이드(FSG: Financial Service Guide), 자문단계시 자문제

공서(SA: Statement of Advice), 투자단계시 상품설명서(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를 제공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표 Ⅲ-3> 참조).

<표 Ⅲ-3> 금융서비스 제공 단계별 공시 요건

접촉단계
금융서비스 가이드
(FSG: Financial 
Service Guide)

금융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업무의 본질과 그러한 업
무에 대한 지급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
융업무 제공 전에 교부해야 함(FSRA, s941).

자문단계 
자문제공서
(SA: Statement of 
Advice)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행한 문의 내용 및 분
석 사항을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해야 함(FSRA, 
s946A).

투자단계 
상품설명서(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고객에게 ⅰ) 특정 금융상품 취득 권유, ⅱ) 금융상품의 
발행, ⅲ) 금융상품의 매도를 청약하는 경우 상품설명
서를 제공해야 함(FSRA, s1012A, 1012B, 1012C).

호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체계의 부분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으

므로, FSR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및 공시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법｣, 

｢보험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개별법에 의한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으로는 공통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Financial Claims Scheme) 

관련 규정을 들 수 있다. ｢은행법｣에서는 Part Ⅱ(Division 2 Protection of 

depositors)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일반규정 및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법｣에서도 Part VC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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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독 체제

호주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쌍봉형 감독체제이다26). 그

에 대한 주장은 199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지만27), 실제

로 감독에 적용된 것은 호주에서 1997년에 월리스 보고서(Wallis Report)28)의 

제안을 기초로 1998년에 금융감독조직을 건전성 감독기구인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9)와 영업행위 감독기구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30)로 이원화하는 체제를 채택했던 것

이 처음이다. 

ASIC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보험계약법(Insurance 

Contracts Act 1984)｣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SIC는 금융상품 정

보 공시 요건 설정, 금융상품 관련 사기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또는 거래업무 인가,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의 영업요

건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원상담, 소

비자교육, 금융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 웹사이

트 FIDO(http://www.fido.gov.au)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소비자 자문패널(Consumer Advisory Panel) 및 금융역량위원

26) 쌍봉체제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이 감독목적상 상충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놓여 있다.

27) Taylor(1995)

28) 정확하게는 Financial System Inquiry Report이나, 통상적으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인 Stan Wallis의 이름을 따서 Wallis Report라고 한다.

29) APRA는 1998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는데, 은행, 신협, 주택금융조합, 일반·생명보
험회사, 연기금 등 호주 내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APRA의 설립 근거 및 주요 권한은 ｢호주건전성감독기구법(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은행법(Banking Act 1959)｣, ｢보험법
(Insurance Act 1973)｣ 등에 규정한다.

30) 1991년에 ASC(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 1998년에 소
비자보호 업무가 추가되면서 명칭이 ASIC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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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Financial Literacy Board)의 자문을 얻고 있다. 

금융민원업무의 경우 금융권역별로 독립된 외부 분쟁해결 기구31)에서 수행

하고 있다. 이들 외부 분쟁해결기구는 꾸준히 통폐합되어 현재는 ASIC에 의해 

승인된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와 COSL(Credit Ombudsman 

Service Ltd)과 함께 법정 기구인 기업연금분쟁심판위원회(SCT: 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가 활동하고 있다32). 

FOS는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권역별 분쟁해결기구를 통합한 것으로, 은행, 

신용조합, 주택금융조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업연금, 재무설계, 생명보험 중

개사, 주식거래, 투자, 공제조합 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편리한 분쟁해결방법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SL은 신용조합 및 주택금융조합, 신용서비

스공급자(모기지브로커, 파이낸스브로커 등), 재무설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CT는 기업연금공급자 등의 의사결정 및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정부 기구이다. 

이러한 독립기구에 접수된 민원은 ASIC가 정한 일정기준, 즉 처리기한, 처리

대상, 보고절차 등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자율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율조

정이 안된 경우 독립적인 기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 자율규제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으로는 호주은행연합회(ABA: 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FSC(Financial Services Council)33), AFMA(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31) 호주는 2001년 FSRA의 시행에 따라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회사 내부의 
민원 처리 절차 설치’와 ‘ASIC에 의해 승인된 외부 분쟁해결기구에의 가입’이 금융
업 인가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32) http://www.fido.gov.au/fido/fido.nsf/byheadline/Financial+services+complaints+schemes?

openDocument

33) 지난 7월 IFSA(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에서 FSC(Financial Services 

Council)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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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BA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Code of Banking 

Practice)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적으로 은행거래규범34)의 업데이트 사항과 실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규범준수모니터링위원회(Code Compliance Monitoring Committee)를 설

립하여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상의 금융

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re)를 통해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SC는 호주에서 운영되는 펀드, 퇴직연금, 생명보험 분야의 금융회사를 회원

사로 두고 있으며, 회윈사에 대한 행동규범 관리 및 감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

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AFMA(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행동규범 확립 및 금융문서기준 확립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 최근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ASIC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상 불공정 

조건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관장하게 되었다. ｢국가불공정계약조건법

(national unfair contract terms law)｣은 단일의 국가 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하는 

새로운 ｢호주소비자법(The Australian consumer law)｣의 일부로, 이를 통해 

ASIC는 새로운 강행규정과 소비자배상권(consumer redress powers)을 가지게 

되었다.

34) ASIC에서는 금융부문의 행동규범을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침서를 제
공하고 있으나, ASIC의 승인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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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명 법 취지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

대부회사가 소비자에게 대부를 받는 비용을 알려주어 다
른 대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 조건과 비교할 수 있게 함.

신용카드 및 외상카드 
공개법(Fair Credit and 
Charge Card Disclosure 
Act)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대부회사가 소비자에게 연이자율
(APR), 연수수료 금액, 그리고 금융수수료가 추가되기 전
에 청구서를 지불할 유예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줌.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소비자의 신용기록(청구서를 지불하는 방법)을 신용평가
기관이 관리하고 대부회사가 사용하는 방법을 감독함.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대부회사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결혼 상태, 
연령, 공공보조금 수령 또는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 의한 권리 행사에 근거하여 신용
거래에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금지함.

공정채무회수관행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채무 수금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을 제공함.

3. 미국

가. 법률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는 포괄적 단일법이 아닌 의회가 필요 시 

제정하는 다수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정

치 쟁점화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수시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35). 연방 

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행

위를 규제하는 연방법규로 ｢진실대부법｣, ｢평등신용기회법｣, ｢공정신용보고법｣ 등
이 있다(<표 Ⅲ-4>참조).

<표 Ⅲ-4> 주요 연방 소비자보호 관련 법

35) 예컨대 은행과 카드 부문의 경우 법률 체계가 필요할 때마다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만도 수십 개 이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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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법(Home 
Equity Loan Consumer 
protection Act)

주택담보 대출 계획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소비자가 
처음 신청서를 받을 때, 그리고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전에 
다시)할 것을 요구함.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거래 조건을 공개하고 특정한 비율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요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기지 거래를 상당히 제한
하고 역모기지의 잠재적 비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함.

공정주택법
(Fair Housing Act)

대부회사가 소비자에게 부동산 모기지나 주택 개량 대출
을 제공할 때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가족 상태 
또는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부동산분쟁해결절차법(Re
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대부회사가 부동산 구입자에게 모기지 융자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상관
습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높은 부동산 분
쟁 해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함. 이 법은 모
기지 융자나 주택담보 대출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
부를 받거나 재융자할 때 적용됨.

공정신용청구법(Fair 
Credit Billing Act)

대부회사가 신용카드 청구서의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것을 요구함.

신속자금제공법(Expendite
d Funds Availability Act)

은행이 소비자가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
연시키는 기간을 제한함.

진실저축법
(Truth in Saving Act)

대부회사가 예금계좌의 조건을 통일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함.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ATM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개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계좌에 발생한 오류를 조사 및 정정할 
것을 요구함.

자료 :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서의 관할권은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있어서 FTC가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불공정 또

는 사기적 행위 등을 규제·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감독대상에서 은행, 

저축대부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되며,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

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부재한 상태에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FTC는 주(州)정부가 규제하는 보험업(Business of 

Insurance)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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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미국 ｢금융개혁법｣의 구성

장 명칭

제1장 FINANCIAL STABILITY

제2장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제3장
TRANSFER OF POWERS TO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CORPORATION, AND THE BOARD OF 
GOVERNORS

제4장 REGULATION OF ADVISERS TO HEDGE FUNDS AND OTHERS

제5장 INSURANCE

제6장
IMPROVEMENTS TO REGULATION OF BANK AND SAVINGS
ASSOCIATION HOLDING COMPANIES AND DEPOSITORY 
INSTITUTIONS

제7장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제8장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제9장
INVESTOR PROTECTIONS AND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제10장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제11장 FEDERAL RESERVE SYSTEM PROVISIONS

제12장 IMPROVING ACCESS TO MAINSTREAM FINANCIAL INSTITUTIONS

제13장 PAY IT BACK ACT

제14장 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

제15장 MISCELLANEOUS PROVISIONS

제16장 FINANCIAL CRISIS ASSESSMENT AND FUND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

독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되었다36). 

미국 ｢금융개혁법｣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방대

한 법으로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이외에도 감독규제 강화, 금융시

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체계 확립,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수단 확충, 국제적 자본

36) 동법은 대공황 이후 가장 빠른 시일인 13개월 만인 2010년 7월 22일에 오바마 대
통령의 서명을 통해 입법이 완료되었다. 동법은 제정 과정에서 상·하원 간 일부 
상충되는 내용들은 상원안을, 상징성이 있는 법명과 신설기구명 등은 하원안을 따
르는 방향으로 절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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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총 16장 541절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장들이 고유한 법명을 가지는 옴니버스법37)으로 

통합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10장(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표 Ⅲ-5> 참조).

미국 ｢금융개혁법｣은 크게 금융감독체제 개편, 체계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규제 강화, 임직원 보상 규제 강화, 금융소외자 및 약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 Ⅲ-6> 참조). 그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

련된 내용만 보면 FRB 내에 독립조직으로 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신설, 증권거래중개인(Broker)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부과 필요성 검토, 일반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식대여 규제 

및 공매도 공시, 자산유동화를 통해 신용위험을 이전, 매각 등을 하는 경우 발행

금융회사는 동 신용위험의 5%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재무부에 금융소외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권한 부여, 불공정수수료에 

의한 금융회사 폭리 금지, 주택담보대출 제공 금융회사에 대해 변제능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만 대출 시행 의무 부과,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을 때만 대출 전환(“갈아타기”)을 권유할 수 있는 규제 도

입 등을 꼽을 수 있다.

37) 대공황 당시 연준법 개정,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신설 및 증권보험업 분리 등을 동시에 추구한 1933년 은행법 개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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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부문별 주요 내용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안정협의회(FSOC)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국(CFTC) 신설
∙ FRB의 정부통제 및 책임성 강화
∙ 재무부 내 연방보험국 신설, 저축은행감독청(OTS)은 OCC
와 통합

체계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시스템 구축

∙ FRB는 감독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정리계획(Resolution 
Plans) 제출을 의무화

∙ FDIC에 비부보금융회사의 청산·정리 권한 부여
∙ FDIC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을 예금부채→총부채로 확대

금융회사 규제 강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 감독 강화
∙ 볼커룰도입(고유계정 트레이딩거래 금지, 헤지펀드 및 PEF 
투자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

∙ 헤지펀드(운용규모 1억불 이상) 및 PEF(운용규모 1.5억불 
이상)의 SEC 등록 의무화

∙ 신용평가사의 이행상충방지 대책, 공시의무 강화

임직원 보상 규제 강화
∙ 주주에게 임원보수에 대한 권고투표권 및 이사후보를 추천
할 수 있는 대리투표권 부여

금융소외자 및 
약자 보호

∙ 재무부가 금융소외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
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주택담보대출시 금융회사가 변제능력(ability to pay)이 있
는 소비자에게만 대출시행 등 의무 강화

기 타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 2008.1월 이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FDIC 예금보장한도

(100,000달러 → 250,000달러)를 영구화

자료 : 금융위원회 내부자료(2010)

나. 감독체제

미국의 금융감독체제는 예금기관에 대해서는 5개 연방감독자38)와 다수의 州

감독자가 감독하고, 증권업에 대해서는 연방감독자인 증권거래위원회(SEC: 

38)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ank), FDIC, 전국신용조합연합회(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저축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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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다수의 州감독자와 여러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각각 감독을 관장하며39), 보험업은 전통적으로 각 州감독자가 감독하고 

있었다40). 이들 감독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그쳤다. 예컨대 금

융소비자가 변동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전적 규제로서 이자율

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영향, 이자율 상승에 따른 회수

금액 기간 변동 등에 대한 사례별 설명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은행에 대해서는 FRB,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SEC,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 주

의 보험감독관 등이 소비자보호업무를 해왔다. FRB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발생

한 민원업무를 접수하지만 직접 분쟁조정은 하지 않으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하면 법적 상담을 권유하는 역할을 해왔다. 

SEC는 인터넷, 민원, 조직내부로부터 수집된 소송 및 행정제재조치 관련 정보, 

내부자거래 관련자에 대한 정보, 전문변호사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 정기간행

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 주별로 각기 다른 보험

감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를 설치, 동 협의회에서 모범법령

(model law)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이들 감독기관들이 금융권역별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특화된 통합조

직은 없었다.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아닌 FTC와 소비자보호청(OCA: The Office of 

Consumer Affair)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914년

에 설립된 FTC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법률과 연방준비이사회 규정을 제정

한 후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는 금융기관이나 담당자를 처벌하는 

39) 선물업에 대한 감독은 연방감독자인 CFTC와 여러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관장하고 
있다.

40) 州감독자로 구성된 NAIC가 있으나, 이 기관은 조정기능을 수행할 뿐 연방차원의 
감독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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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

쳐 발생한 민원업무를 접수하지만 직접 분쟁조정은 하지 않으며, 민원이 해결되

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하면 법적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된 OCA는 미국 연방기관 중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

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정책·법령을 심의하고 연방기관 간 소비자보

호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소비자교육41) 등 포괄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외에 사전적 금융소

비자 보호 제도로서 금융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접수와 상담을 통

한 적절한 민원해결 절차를 소개해왔다. 은행의 경우 전국시중은행에 대한 민

원은 OCC, FRB 회원 은행에 대한 민원은 FRB 및 각 주정부의 금융감독담당 부

서, 연방예금보험 가입 은행에 대한 민원은 FDIC 및 각 주정부의 금융감독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하고 있다. 사후적으로는 금융분쟁 

해결 시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부 증권업협회(NASD: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및 주보험청과 같이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7월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감독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42)을 FRB 내부에 독립조직

으로 신설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CFPB는 FRB, OCC, OTS, FDIC, NCUA 등에 분

산되어 있던 예금취급기관43)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신용카드, 대출 

41) 미국의 경우 금융교육·상담전용 사이트(http://www.mymoney.gov)를 운영 중이며, 

각종 금융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2) 단,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州 증권 및 보험감독기구의 
감독대상 금융회사, 주법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CFP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43) 여기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취급기관은 물론 주택금융회사
(mortgage company) 등 소매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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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흡수·통합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준사법권44)까지를 보유

하게 되었다. CFP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법 시행을 위한 규정의 제

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소비자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을 담당하

게 되었다. 

<표 Ⅲ-7>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개요

항목 주요 내용

위상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에 설치

독립성 
보장 조치

∙ 운용비용은 연준의 지원 형태로 재정운용 독립성을 보장
∙ 담당직무와 관련된 감독정책이나 법집행에 있어 독립권 행사 보장

인력 구성
∙ 연준 소비자담당부서, 연방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등 연방감독당국

으로 충원 가능

규제 내용 ∙ 국장-대통령 지명 및 상원 인준(임기 5년)

적용 대상
∙ 소비자대출, 당좌계정, 신용카드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모기지

대출/관리/중개/감정/결제회사, 초단기 대출회사, 수표할인회사, 학
자금대출회사, 신용상담회사, 채무추심업자, 신용조사기관

업무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회

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실시

자료 : United States Congress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모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및 보험 관련 소비자보호는 여전히 SEC와 각 주 보험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뉴욕 주 보험청은 주 보험법에 의거해 보험상품, 보험요율, 모집인 

관리 등의 보험회사 경영에 관한 규제 이외에도 공시자료 제공, 민원의 상담 및 

처리, 중재 등과 같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설립

된 저축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기능45)은 분산시키고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보호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44) 검찰 등과의 공동수사, 증언 명령, 기소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45) 현재 예금취급기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FRB, FDIC, OCC 등으로 법 제정 후 1년 
내 업무를 이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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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규제 체계

미국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규제가 증권업 이외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

다. 증권업의 경우에는 NASD가 SEC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소비자보호업무

를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SD는 ‘중재에 관한 

증권산업협의회’에서 제정한 ‘통일중재규정’에 의거한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자료(책자, 비디오테입)

를 제작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세

미나를 개최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8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불

만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등 소비자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라. 최근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미국에서는 ｢금융개혁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큰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틀에 맞추어 세부적인 내용을 완성하고 실

행력을 높이는 일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4. 캐나다

가. 법률 체계

캐나다는 2000년 이전에는 미국과 같이 보험은 주정부에서, 증권규제는 자율

규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가 산재되어 있었으나, 2001년 금융소

비자청46)(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을 신설하면서 금융소

46) FCAC의 설립 동기는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



60 정책보고서 2011-1

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업법 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을 입법하기보다는 기존의 금융업법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는 크게 ｢은행법｣, ｢보험회사법｣, ｢신탁 및 여신회

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4개 업법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업법별로 공시 및 

광고, 대출비용, 불만처리 절차 및 소비자 정보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표 Ⅲ-8> 참조).

<표 Ⅲ-8> 개별 업법별 소비자보호 조항

구  분 Bank Act
Insurance 
Companies 

Act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공시 및 광고
Section 413, 
441, 442 445, 
448, 452, 453

Section 
482~483

Section 
427~429, 
431~433, 
438~439

Section 
385.07~385.12, 
385.18, 385.2

차입비용
Section 
449~452

Section 
479~481

Section  
435~437, 440

Section 
385.14~385.17, 

385.21

불만처리 절차 Section 455 Section 486 Section 441 Section 385.22

소비자 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및 관련 
민원 처리 절차

Section 459 Section 489 Section 444 Section 385.26

특히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에서는 FCAC의 설립과 권한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각 업법별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ies)를 규정하고 있다(<표 Ⅲ-9> 

참조).

자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존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며, 그 
역할은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시, 보고서 징구, 금융기관 소비자 보
호 및 자율시스템 감시, 법규위반 시정 요청, 벌과금 징구, 형사 처분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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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의 구성

구  분 명칭

Section 1 SHORT TITLE

Section 2 INTERPRETATION

Section 3 ESTABLISHMENT OF AGENCY

Section 4 COMMISSIONER OF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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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7 AGREEMENTS

Section 8 DEPUTY COMMISSIONERS

Section 9 EXERCISE OF POWERS, DUTIES AND FUNCTIONS

Section 10~12 STAFF OF AGENCY

Section 13 APPROPRIATION

Section 14~16 CONFLICT OF INTEREST

Section 17 CONFIDENTIALITY

Section 18 ASSESSMENTS

Section 19~31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Section 32 REGULATIONS

Section 33 NO LIABILITY

Section 34 ANNUAL REPORT

AMENDMENTS TO ACTS IN RELATION TO FINANCIAL 
INSTITUTIONS
AMENDMENTS TO OTHER ACTS
CONSEQUENTIAL AMENDMENTS
COMING INTO FORCE
SCHEDULE 1
SCHEDULES 2 AND 3

한편, 캐나다의 금융규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체계로 운용되고 있어, 

보험, 증권거래딜러 및 신용협동조합 등 주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들은 

주정부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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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독 체제

캐나다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은 목적에 따른 규제체계로 건전성 감독 기능

과 영업행위 규제 기능이 별도로 수행되는 쌍봉형 감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연방금융감독청(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은행과 보험의 감독을 통합하여 감독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독립

된 금융소비자청(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47)을 설립하여 

소비자 보호와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권 부문에 대한 연방 감독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주정부가 관할하지만48),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FCAC는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

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2001년 업권

별로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기구가 통합되어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었다. 

FCAC는 연방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전담기구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전적 감독업무로는 소비자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시스

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교육 관련 업무로는 금융상품제공

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49)를 출간하고 홈페이지에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

고 있다. 사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벌과금 및 형사

적 제재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조정중재와 관련한 감독기구로는 

FCAC가 아닌 별도의 기구인 통합옴부즈맨(FSON: The 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에서 담당하고 있다.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47) 2001년 10월에 금융감독청(OFSI), 예금보험공사(CDIC,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BO(Canadian Banking Ombudsman)1)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48) 주(province) 간의 협력 및 조화로운 증권규제를 위해 13개 주의 증권감독기구의 
의장들로 구성된 CSA(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를 두고 있다. 

49) The Cost of Banking Guide, A Consumer's Guide to Basic Bank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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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기관 내부의 불만처리절차를 거친 후 소관 옴부즈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FSON은 3개의 독립적인 기구인 OBSI(Ombudsman for Banking Services and 

Investments), CLHIO(The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OmbudService), 

GIO(The General Insurance OmbudService)로 구성되어 있다. OBSI는 은행과 

신탁분야, CLHIO는 생명보험과 의료보험 분야, GIO는 주택, 자동차 및 비즈니

스 관련 보험 분야를 각각 전담하여 소비자를 상담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맨의 

지배구조는 업계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 및 구성

방법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자율규제 

캐나다의 경우 증권업에 대해서만 자율규제가 발달해 있다. 증권업에 대한 

자율규제 업무는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구(IIROC: Investment Industry 

Regulation Organization of Canada)가 담당하고 있다. IIROC는 IDA(Investment 

Dealers Association)와 RS(Market Regulation Services Inc.) 간의 합병을 통해 

2008년 출범하였으며, 자율규제체계의 단순화, 투자자보호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 운영 및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

자자의 자산손실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CIPF: 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은행연합회(CBA: Canadian Bankers Association)에서는 홈페이

지를 통해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BCPIO(Bank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생명·의료보험협회(CLHIA: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에서 행동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상품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발간물 등 관련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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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제도로서 Assuri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Assuris는 

1990년 생명보험회사들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보험

회사가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 가입자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택·자동차·기업보험 분야 회원사를 대표하는 IBC(Insurance 

Bureau of Canada)에서는 5개의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로 

PACICC(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ensation Corporation)를 운영

하고 있다. 

라. 최근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최근 캐나다는 증권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주(州)별 감독에서 우리나라의 금

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캐나다 증권감독원 창설을 위한 기획 작

업을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재무부가 선임하여 구성한 캐나다 증권감독원준비사무소

(Canadian Securities Transition Office)와 자문위원을 통해 증권감독원을 창설

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이 생겨도 금융권 전체를 총감독하는 조직은 

아니며, 기존의 금융권역별 감독 및 민원 접수 기관은 별도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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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가. 법률체계

일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은 ｢소비자계약법｣
과 ｢금융상품판매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개별 

사업법에서 권역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한 모든 상품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

자 보호의 모(母)법 또는 기본법에 해당하며,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소비자

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총론적 법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업법｣,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으로 구분되는 금융

권역별 개별 사업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각론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금융권의 

특성별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상품판매법｣을 준용한 ｢은행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법｣, 

｢보험업법｣과 이들 법률의 하위법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소비자계약법｣상의 보호 체계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소비 지향적 정책에 따라 다양한 상품·서비스 

및 판매방식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문화가 크게 발전 및 확산되었으나 법규의 미

비 등으로 고배당 권유, 악덕 다단계판매, 불법 할부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

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건전한 거래 질서 확

립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소비자를 전문적으

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강력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금융업을 포함

한 모든 사업자를 규율하는 각각 사업법에 산재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동일 거래행위에 대한 동일한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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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비자계약법｣을 2000년에 제정하였다. 

｢소비자계약법｣은 사기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

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착오, 오인, 곤혹 등에 대한 권유 

및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상회복을 법률의 기본 정신으

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개인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다른 모든 사업법

에 소비자 보호관련 법규에 영향을 주는 모법(母法)으로서의 근거가 되었으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이 법을 계승하여 금융소비자만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금융상품판매법｣이 제정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2) ｢금융상품판매법｣상의 보호 체계

일본은 1990년대 후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빅뱅 정책이 시행된 이

후 규제완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의 

이종 업종으로 진출이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급

격한 금융환경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금융거래상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

여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법｣
이 제정되었다.

｢금융상품판매법｣50)은 그 동안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 상이한 법적 근거 또는 근거의 부재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한 법적 근

거를 명시하고 판매업자에게 권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침의 마련 및 공표를 

의무화 하는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명시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최초의 통합금융법이자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서 의의

를 가진다.

50) 정확한 명칭은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이지만, 이하｢금융상품판매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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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의의

제정 사유 입법  전 입법 후

∙ 투자신탁, 외화예금, 파생상
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보급

∙ 업자에 대한 업법상 규제
로 되어 있어 고객을 구
제하는 규정이 없고 신상
품이 규제되지 못함.

∙ 설명의무를 명확화(고객
설명확보 및 원활한 거래 
확보)

∙ 업자에 비해 지식·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불충분한 
설명

∙ 권유방침 책정·공표의
무화(업자의 자주적 노력
촉진)


∙ 재판에 의한 구제로 장기
간 소요(인과관계 입증)

∙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
상책임(재판신속화)∙ 금융상품의 판매권유 관련 

분쟁 증가

자료 : 이기형(2008), p.2.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시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제2조

에 예금, 신탁계약, 유가증권(선물, 옵션거래를 포함)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동

조 1항 4호에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도 열거하고 있다. 동 법에서 말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이란 금융상품의 판매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행하는 자

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은 금융판매업자로 간주된다. 그

러나 모집사원은 보험회사의 사용인이므로 본 법의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부

담하고 있지는 않다51).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상품판매법｣에 금융상품판

매업자의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설명의무에 대한 보완이 있

었다. ‘거래구조 중 중요한 부분’,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를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적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

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당해설명이 고객의 속성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하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금지규

51) 江沢雅彦(200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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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반할 경우 직접·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는 한편, 손해액의 추정

규정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상품판매법｣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령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의 주요 조문체계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조문체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단정적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

제5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6조 손해액의 추정

제7조 민법의 적용

제8조 권유의 적정의 확보

제9조  권유방침의 책정 등

제10조 과료

3)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및 ｢보험업법｣과의 관계

｢금융상품판매법｣과 ｢보험업법｣의 관계는 ｢보험업법｣이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인 등을 규제 및 제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은 

보험계약의 관점에서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업법｣에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차

이가 있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및 일부의 공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 및 보험회사는 물

론 모든 공제사업자를 대상하는 소비자보호의 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모집 시 정보제공에 대하여 법적 위반 행위가 있을 경

우에는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가 처분되고,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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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어 수입한 보험료가 반환되게 된다. 또한, 공제 등을 포함

한 보험회사·대리점 등은 ｢금융상품판매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표 Ⅲ-12> 일본의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법률 내용 비교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보험업법

대상

계약

<제2조> 

개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사업을 위한 개인계

약자 제외

<제2조①>

원본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

는 것의 유무 및 그 요인

모든 보험계약

의무

주체
판매자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회사, 모집인, 대리점, 

중개사

규제

행위

<제4조>

①중요사항의 부실고지

②장래에 수취급액의 불확실

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③고의로 불이익한 사실 

不고지

④不퇴거, 퇴거의사에도 불

구하고 감금하는 행위

<제3조>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가격변동리스크

②신용리스크

③시행령상 원금결손 우려

④권리행사기간 및 계약해제

기간 제한 사항

<제300조>

보험모집 금지행위

①부실고지, 중요사항의 不고지

②불이익 사실의 不고지에 의

한 계약전환

③오해 소지의 계약내용 비교

④장래 보험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에 관한 단정적 판단 제공

⑤중요한 사항에 오해를 초래

할 설명

중요

사항

대상

계약의 목적으로 되는 것의 

대가 기타 거래조건

①금리, 통화가격, 금융거래시

장지표, 파산 등에 따라 원본

이 소멸할 우려

②권리행사기간제한 등

①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칠 중

요한 사항

②감독지침에 따라 계약개요 

및 주의환기정보 제공

법적 

효과

<제4조>

소비자계약의 취소권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원금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제307조·제315>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제283조>

보험회사 배상책임

입증

책임

소비자가 사실 입증책임 고객 :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불

이행을 증명

판매업자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보험회사가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

적합성 

원칙
없음.

판매자의 권유방침의 책정 및 

공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일부 

적합성 원칙 적용

자료 : 潮見桂男(2001)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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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보호체계

일본은 1986년 금융빅뱅 추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영국

식의 통합금융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간단계의 입법으로 부분적인 통합

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2006년 6월에 제정하였다. ｢금융상품거래법｣
은 금융권역별로 산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

여 동일 금융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률로 우리나라의 ｢자본시

장법｣과 유사하다.

<표 Ⅲ-13>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조문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내용 등의 공시

제2장의2   공개매수에 관한 공시

제2장의3  주권 등의 대량보유의 상황에 관한 공시

제2장의4    공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절차의 특례 등

제3장 금융상품거래업자 등

제3장의2 금융상품중개업자

제4장   금융상품거래업협회

제4장의2   투자자보호기금

제5장 금융상품거래소

제5장의2 외국금융상품거래소

제5장의3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 등

제5장의4 증권금융회사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

제6장의2 과징금

제7장  잡칙

제8장 벌칙

제9장 법칙사건의 조사 등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금융선물거래법｣, 

｢상품펀드법｣, ｢투자자문업법｣, ｢투자신탁법｣의 5개 법률을 통합하고, ｢은행법｣
과 ｢보험업법｣ 등 87개의 법률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총 9개 장, 

22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총 4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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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의 배경은 벤처기업의 육성이나 “저축에서 투자로”라

는 정부의 정책 하에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집합 형태의 투자나 사업을 하는 

각종 펀드나 외환증거금거래와 같이 종래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던 새로운 금

융상품이 등장하게 되면서 투자자의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이에 예금·보험 이외의 ‘투자상품’에 한해 기능적 규율을 정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는 않으나 유가증권과 예금계약에 기초한 채권(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함), 기타 권리 및 이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통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

(｢상품거래소법｣ 상의 파생상품거래는 제외)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으로 인정된 것을 비롯하여 법률상 투자자 보호수

단이 없던 합명회사, 합동회사 및 조합 등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유가증

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종래 ｢증권거래법｣ 이외에 다른 사업법

에 의해 투자자보호가 되어 왔던 금융파생상품거래와 저당증권, 신탁수익권 등

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표 Ⅲ-14>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 상품

금융상품 기존 개별 법률
금융상품거래
법 적용여부

비고

변액보험·연금 등 보험업법 ×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등 동등한 투자
자 보호장치 마련외화예금·파생상품예금 등 은행법 ×

금융선물거래, 기후파생상품
거래, 신용파생상품거래, 금
리·외화스왑

舊금융선물
거래법

○ _

파생상품거래, 유가증권 舊증권거래법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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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상품거래법｣은 영업행위규제로 성실의무, 거래형태 사전 명시의

무, 계약체결전 서면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불초청 권유 금지, 재권유의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청약철회제도, 최선집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Ⅲ-1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규제

규제 내용

∙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제36조)

∙ 광고규제(현저하게 사실에 반하는 표시등의 금지)

∙ 서면교부 의무(제37조의 3내지 5)

∙ 불초청권유의 금지(제38조 제1항 3호)

∙ 재권유의 금지(제38조의 5)

∙ 허위설명의 금지(제38조 제1항 1호)

∙ 단정적판단의 제공 등 금지(제38조 제1항 2호)

∙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39조)

∙ 적합성의 원칙(제40조)

5) ｢금융상품거래법｣과 ｢보험업법｣과의 관계

｢금융상품거래법｣은 일부 투자성이 있는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상품으

로 정의하면서도 동 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수

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법에서 동 법의 일부 영업행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과 보험 중에서 외화예금과 파생상품예

금, 변액보험 등은 원본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성질이 ｢금융

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사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용자 보호원

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 체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과 보험

상품 중 경제적 실질이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은 기본적

으로 동 법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그리고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상품거래법｣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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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법｣과 ｢보험업법｣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52).

6) ｢보험업법｣상의 보호 체계

일본의 ｢보험업법｣은 <표 Ⅲ-16>에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보

험거래 정착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사

항에 대한 설명의무, 청약철회제도, 공시의무, 광고규제 등과 같은 보험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

로 사업방법서 및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 

즉, ①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없을 것, 

②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③보험계약의 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조

장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없을 것, ④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의무 및 기타 보험

계약내용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고 평이하게 제정되어 있

을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표 Ⅲ-16> 일본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자 보호관련 주요 금지규정

금지 규정

∙ 모집종사자 이외의 자의 보험모집 금지(제275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300조)

∙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제300조)

∙ 교차모집 금지(제282조)

∙ 자기계약의 금지(제295조)

∙ 비대면채널 모집 시 준수사항(감독지침Ⅱ-3-5-1-2)

∙ 은행 등의 모집관련 금지행위(규칙 제212조, 제234조)

자료 : 이상우(2008), p.104.

52) 이상우(2008),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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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법령은 무자격자 모집행위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특별이익 제공 금지, 교차모집 금지, 자기계약 금지, 비대

면채널 준수사항, 방카슈랑스 규제 등의 보험계약자 보호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표 Ⅲ-17> ｢보험업법｣의 ｢금융상품거래법｣ 준용사항(제300조의 2)

준용사항

∙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

∙ 거래형태의 사전명시의무

∙ 광고 등 표시의무

∙ 계약 체결 전 서면교부 의무

∙ 계약체결시의 증권 교부

∙ 손실보전의 금지

∙ 적합성 원칙의 적용

∙ 허위설명의 금지

∙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 금지

∙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자료 : 이상우(2008), p.82.

이외에도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의 공통 영업행위규제를 준용하기 

위해 2006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규정(제300

조의2)을 신설하여 금융상품에 준하는 특정보험계약에 대한 정의와 특정보험계

약이 ｢보험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준용해야 하는 영업행위규제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나. 감독체제

일본은 일반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만을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가 없고, 정부부처인 금융청이 근거법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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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은 국제금융업무를 제외한 과거 대장성(현재 재무성)이 수행하던 감독

정책 입안, 금융기관 인허가 등 사전 및 사후 감독·검사업무, 금융위기관리 업

무 등을 이관 받아 수행하는 통합금융 감독기관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금

융청은 ｢금융청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내각부 산하의 정부부처로 모든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전액 정부예산으로 조달됨에 따라 별도의 감독수수료나 

분담금 등을 받지 않는다. 금융청의 금융제도에 관한 기획입안 및 은행, 보험회

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통하여 금융기능안정을 확보하고 예금

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투자자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청의 조직은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조

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조직 내에서 설치 목적에 부합한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청의 조직은 1개 위원회 및 3개 

국으로 편성되어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및 총무기획국, 감독국, 검사국이 있으며, 

산하에 금융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획, 검사, 감독, 감시 등 기능별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금융청은 금융권역별 개별 사업법령과 개별사업의 감독지침에 따라 금융소

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 검

사매뉴얼을 작성 및 운영하고 있다. 보험검사매뉴얼은 보험회사의 계약자보호, 

보험모직, 재무건전성, 상품개발, 보험인수, 자산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 대

응 및 법규준수 대응 등을 점검한다. 금융청 내에 민원취급 별도조직이 없으며, 

따라서 금융청 또는 각 지방 재무국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해당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또는 동 업계단체의 불편상담창구를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금융청은 금융거래 민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금융분쟁 연락조정협의회’

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금융민원 처리에 관한 기관 

간 조정 및 연계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일본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금자 또는 일반 소비자의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상호협정 또는 법률을 통해 상호 긴 히 협력하되 금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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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중복은 피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업무가 설정된다. 예컨대 ｢보험

업법｣ 제10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관계를 명

시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인가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제시하는 절차가 있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불법적 공동행위

를 적발할 시에는 금융청에 이를 처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일본은행은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자금결제의 원활화 등을 위해 

일본 ｢은행법｣ 제37조 내지 제39조를 따라 은행에 대해 고사(考査)53)를 실시하

는 것이 가능하며, 금융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고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금융청에 제출하거나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청 검사는 법률에 

의거, 일본은행 고사는 거래처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공동검사제를 운영하지 않고, 양 기관이 필요에 따

라 독자적인 판단으로 검사 또는 고사를 실시한다.

다. 자율규제 

공적인 검사권은 각 금융 관련 법에 의해 감독기관인 금융청만이 수행하지만 

증권자율규제기관에 대해서는 각 관련 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자율규제수단의 

일환으로 회원사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증권업협회는 협회원의 법령, 행정관청의 처분, 정관, 협회규칙 및 거래 

신의칙 준수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협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

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67조의2). 협회의 감사규칙에 의거 회원의 법

령·행정관청의 처분·정관·협회규칙 및 거래의 신의측에 대한 준수상황과 회

원의 영업·재산·장부서류 및 물건을 감사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협회 정관 제20조).

투자신탁협회는 회원사의 투신업무와 관련된 신탁재산 및 투자법인 재산의 

53) 일본은행은 감독당국이 아니므로 감독이나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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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운용, 회원사의 수익증권 매매거래의 공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

사·지도·권고를 협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78조 제1

항, 제78조의2 제1항). 회원의 투자신탁업무 및 수익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법

령·행정관청의 처분·정관·협회규칙·거래의 신의칙 준수상황 및 영업재산, 

기타 장부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정관 제

12조).

일본의 생·손보협회는 사실상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업계 권익 대변 및 조

사·연구 외에 계약자보호와 관련하여 계약자보호기구 사업운용 및 각종 소비

자상담소 등을 운용 중이다. 소비자 보험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보험계약자보

호기구에 관한 사업운용, 보험모집과 관련된 시험 및 연수 실시, 모집제도 개선

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수행, 보험사고 예방 등 안전예방 등에 

관해 조사 연구한다.

일본에서 일반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분쟁의 상담 및 처리는 각 거래가 있

었던 금융기관과 동 금융기관이 소속하는 업계단체에서 담당한다. 증권의 경우

는 관련법에서 업계단체에 민원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외 은행·보험

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 없이 동 유관단체의 자치규약에 이를 정하여 관련업무

를 수행한다. 

은행의 경우 ｢민원의 접수와 해결촉진에 관한 규칙｣(은행협회 이사회 제정)

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 관련 민원의 접수 또는 상담 등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은행, 보험(생보, 손보, 자동차보험), 증권 등 각 금융업계별로 협회에 민원상

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회원

사와 관련된 민원은 회원사에 통보하여 조치하며, 그 대응결과를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협회 민원상담실은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매월 협회 이

사회와 각 회원사 민원상담실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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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최근 일본은 수년간 허위식품 표시, 고령자대상 악질상술 등 소비자문제가 연

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청 설치법｣(2009)

을 제정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비자청을 신설하였다.

일본의 소비자청은 종전의 내각부 국민생활국의 소비자 보호업무와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계약법｣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 관련 법 29개를 

이관 받아 상품거래, 식품·제품의 안전, 유효기간 표시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

된 제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소비자청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계약법｣ 등
의 제반 법률의 제정을 기획하고 소비자 상담소비자문에 관한 정보 수립 및 분

석, 소비자에 대한 주의환기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에서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

는 거래물가대책과에서 ｢할부판매법｣ 및 ｢대부업법｣의 제정 기획 및 사업자 관

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금융청이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청

은 현재 금융청이 관할하고 있는 ｢금융상품판매법｣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장기적으로는 이관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림 Ⅲ-1> 일본 소비자청 조직 체계

자료 : 日本消費者庁(http://www.ca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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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체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은 다원화된 금융감독체제가 금

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판단 하에 감독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거시건전

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

은 그동안 단일한 법률에 기초하여 단일감독자 체제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서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조직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감독체제를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감독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해온 호주와 캐

나다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금융소

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영국과 같이 단일감

독자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의 변경을 도모하

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는 유력한 

금융감독체제의 형태로 고려되었던 단일감독자 체제가 더 이상 국제적으로 최

고의 감독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감독체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이 영국의 금융개혁을 좇아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했던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은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거시건전

성 감독을 위한 감독체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제

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일감독자 체제든 쌍봉형 감독자 체

제든 각기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

는 감독 체제인 소위 쌍봉체제만 하더라도 감독기관을 둘로 분리함으로써 시장

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 사이에 감독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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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곤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감독 목적 간 상충의 가능성

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감독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감독목적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 등을 누

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 또한 규제가 중복되거나 전체적 관점

이 상실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

적으로 목적별 또는 기능별 감독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는 여러 감독기관의 감독

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면허 취득과 공시 관

련해서 특별히 불만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규제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

도 존재하였다54). 그렇다면 기능별 또는 목적별 감독체제로 전환하되 어떻게 

하면 중복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현재 대두되는 이슈를 해결하

면서 중장기적 방향성을 갖고서 몇 가지 이념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

근 해외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념으로는 포괄성, 중립성, 

일관성, 효율성 등이라 할 수 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짜고 그에 맞추어 감독하기 위해서는 포괄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규

제와 시장메커니즘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립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는 경제

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

는 일관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이념은 적은 비용으로 최

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효율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이념들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금융감독

체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55). 먼저 감독체제가 금융시장의 발전에 부

54) 이러한 목소리로 인해 2005년 5월에 의회사무국은 재무부 앞으로 금융서비스개혁 
개선 프로젝트(Financial Services Reform Refinements Project)를 발표했으며, 2005년 
10월에는 수상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규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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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적 체계와 잘 부합하는지, 또는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에 금융시장을 감독함에 있어서 감독목적 간 상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 여부를 잘 살펴봄은 물론 그를 극복할 메커니즘56)

이 기존 체제 내에서 가능할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

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이외에 다른 감독목적 또는 기능이 많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그 경우에도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부담하게 될 감독비용과 감독효과 

간 비용편익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5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어떤 감독체제가 다른 감독체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독목적을 적절
히 달성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56) 호주에서 성공의 요인으로 꼽히는 MOU의 경우 동일한 감독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덜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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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법
률
체
계

형
태

통합법
통합법
(부분적 통합)

목적별로 법안 
입안

개별업법에 
포함

개별업에 포함

법
안

FSMA FSRA

신용평등법, 진
실대부법, 소비
자리스법, 공정
신용보고법 등

은행법, 보험회
사법, 신탁 및 여
신회사법, 신용
협동조합법 등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공
적
감
독
체
제

형
태

통합형 쌍봉형 기관별로 분산 쌍봉형 통합형

기
관

FSA

건전성 감독: 
APRA
금융소비자 
보호: ASIC

은행: FRB 등 
5개 기관
증권: SEC
보험: 州보험청

은행 및 보험: 
OSFI
증권: 주정부
금융소비자보호
: FCAC

금융청

자
율
규
제

발
달 
부
문

대부분 FSA로 
흡수

금융산업 전반 증권업 증권업 증권업

기
관

은행업규약표준
위원회(BCSB) 
및 런던증권거
래소(LSE)에서 
일부 자율규제
기능 수행

ABA, FSC, 
AFMA

NASD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
구(IIROC)

일본 
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표 Ⅲ-18> 국가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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