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보호제도는 통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보호제도처럼 규제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인데, 개별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

서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은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 제재의 적정성 

등과 같은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중립성이란 사전적으로 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에 치우칠 경우 시장기능이 

저해되어 효율성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그 업무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유

로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쟁해결제도는 감독업무로부터도 

독립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

어 이해당사자가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투

명성이라는 이념도 사후적 소비자보호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부

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가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과 아울

러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되는데, 이 경우 그것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이 

제도 운영에 수긍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재의 적정성이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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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사전적 제도와 달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명

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가 파산되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이들 제도가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되

어 있으며 자신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전적 보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규

제 노력이 공적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의 고충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헤아려 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주려

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가. 현황

금융서비스의 제공 후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

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은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손해배상의 확보)해 주는 것이 될 것이

다. 그리고 이 경우의 보상주체는 그 책임의 귀속 주체에 따라 금융상품 제조업

자(금융회사)나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159)에 따라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이외에, 금융투자회사

가 “설명의무 위반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48조, 제64조). 또한 ｢자본시장법｣은 

159)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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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추정 규정(제48조제2항)과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규정(제64조 단

서)을 두어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반면,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금융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언급하

고 있지 않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금융상품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

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법리상 당연

한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민법｣ 제756조160)는 기업에게 사용자책임

을 인정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자를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

게 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판매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각 금융 관계 법률에서는 금융회

사로 하여금 대출상담사,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등에 의하여 금융소비자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일반

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히, 금융 관계 법률에서 배상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와 판매자 간의 법률관계가 모호하여 그

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도급·위임관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

정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이

유가 있다고 하겠다161).

160)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1) 양석완(2007),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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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서는 은행상품 판매에 따른 명시적인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출

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6조는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구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 손해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

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민법｣을 준용하여 금융투자회사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도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102조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부담한다. 다만,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

험중개사는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

책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표 Ⅵ-1> 금융업권별 금융상품판매자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금융권역 금융상품판매자 책임귀속 근거법규

은행업
임직원 은행 민법 제756조

대출모집인 은행 모범규준 제16조

금융투자업
임직원 금융투자회사 민법 제756조, 자본사장법 제48조·제64조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 제52조

보험업

임직원 보험회사 민법 제756조,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중개사 민법 제756조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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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1)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금융권역 간 차이 존재

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자본시장법｣
을 제외한 금융 관계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 관계 법률에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1) 손해가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2)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 (3) 가해행위에 의

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실제로 금융소비자는 이들

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손실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서 비롯되는 바, 각 금융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들(예를 들어 설명의무, 적정성의 원칙 등)의 위

반이 불법행위의 위법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2) 판매업자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대

자본주의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이념 중의 하나로 사

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꼽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하에서 각 개

인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거래상대방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의 귀

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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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책임을 인정하여 그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융산업에서도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책임 규정은 최근 대형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금융

상품판매업자의 배상자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손해의 책임주체의 구분 없이 금

융상품의 부실판매에 따른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항상 금융회사에 부담시키

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금융상품판

매업자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

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귀착되

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형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우선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해외사례

1)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

실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

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 판매자책임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청의 핸드북에 일부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소비자의 손실

은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어 민법상의 책임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시장법｣상 권유규제(제21조)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며(제25조), 권유규제 위반으로 인한 계약은 고객에 대하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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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손해배상(계약에 기하여 지급·양도한 금전·재산의 

회복이나 계약을 해제한 결과 입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2

항).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해 법원이 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10항). 또한 ｢금융

서비스시장법｣은 인가업자의 FSA 금지명령 위반(제56조), 규제대상업무 수행 

시의 주의의무를 해태(제59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위반(제150조), 집합투자기

관의 권유규제 위반(제241조)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은 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공정대우를 위한 판매자책임 가이드라인(RPPD162))’에서는 고객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업자(provider) 및 판매업자(distributor)의 법령

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 시 소비

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업자 자료에 대한 이해,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판매 

후의 계속적 자문과 정보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RPPD 1.22~1.25). 또

한 원칙적으로 금융업자 및 판매업자는 다른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및 관리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RPPD 1.9).

한편, 금융판매회사는 지정판매인(Appointed Representative)163)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FSA Handbook SUP12.3). 동 규정은 법률준수 여부의 판

단 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판매회사에게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

고, 지정판매인의 행위는 금융판매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며, 지정판매인이 금융

판매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영업을 수행할 경우 금융판매회사는 지정판매인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부실판매행위의 책임귀속에 대한 명문화된 규

162) RPPD(the Responsibilities of Providers and Distributors for the Fair Treatment of 

Customers)는 FSMA2000 제157조에 근거해 작성된 지침이다.

163) FSA로부터 인가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알선·중개·자문 등 사실행
위의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가면제업자
(exempt person)의 한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사용
인과 비슷한 모집종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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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없다. 다만, 영국 법무부는 2009년 12월 판매업자의 판매행위가 보험회사

를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 소비자를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판

매업자의 책임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험법｣164) 개정초안을 의회에 제

출한 바 있다. 동 법은 보험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판매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보험회사의 지정판매인인 경우, ②보험판매회사가 보험회사로부

터 고지수령권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그리고 ③보험판매회사가 보험회

사를 대리한 계약체결권이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에서는 소비자보호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계약법｣과 동 법을 

금융분야에 특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판매법｣, 금

융업권별 특별법인 ｢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및 ｢보험업법｣에서 각각 금융

회사 및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계약법｣은 사기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사업자(금융회사)165)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착오, 오인 등

에 대한 권유 및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다(제4조). 다만, 동 법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의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

위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

다(제8조). 무효가 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으로는 (1)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164) “Consumer Insurance Law: Pre-contact Dsiclosure and Misrepresentation”으로 소비자
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소비자, 보험회사, 보험판매회사 간의 책임분담을 규정
하고 있다.

165) 동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업자란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
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에 있어서의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상 
금융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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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에 한함)에 의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 (3)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 채무 이행 시에 행해진 

당해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의 규정

에 의해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 (4)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채무이행 

시에 생긴 당해 사업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항에 한함)에 의

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

는 조항, (5) 소비자계약이 유상계약인 경우에 당해 소비자계약의 목적물에 감

추어진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당해 하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사업자의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다만, (5)에 관해서는 하자

가 없는 대체물의 제공 또는 하자의 수리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당해 사

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다른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또는 하자가 없는 대체물의 제공 또는 하자의 수리책임을 진다는 뜻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상품판매법｣은 예금·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166). 동 법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품판매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함으

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167),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금융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는 원칙적으로 판매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동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제3조)나 단정적 판단의 제공금지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고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168)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민법상의 손해

166) 맹수석(2008), p.130.

167)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의 판매 등을 할 때, 고
객에게 설명을 해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객에게 당해사항을 설
명하지 않아 당해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행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권
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함으로서 고객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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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

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하지만, 동 법에

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

실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는 무과실책임원리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169).

또한 동 법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동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배상할 

손해액은 원금손실액에 한정되며, 원금손실액은 금융상품 판매에 따라 고객이 

지급한 금전 및 지급해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금융상품의 판매에 의해 

고객이 취득한 금전 및 취득할 금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동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제7조)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금융업권별 사업법(｢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에서는 모두 판

매업자의 판매행위에 기인한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소속 임원·모집인·대리업

자·금융상품거래업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이들의 선임 및 고용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를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가한 손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

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금융상품

거래법｣에서는 이외에도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불법행위의 종류별

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168)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의 판매 등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 “금융상품의 판매 등”이란, 금융상품의 판매 또는 대리 또는 매개(고객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1호).

169) 이기형(2008), p.9.



224 정책보고서 2011-1

구분 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사용자
책임

판매자 은행업 대리업자 금융상품거래업자 임원, 보험모집인

책임귀속 은행 금융상품중개업자 보험회사

입증책임 은행 금융상품중개업자 보험회사

근거규정 제52조의59 제66조의24 제283조

불법행위
책임
(금융
상품

거래법)

∙ 신고의 효력발생전 유가증권의 거래 금지 위반자의 배상책임(제16조)
  - (준용) 공개 매입 개시 공고 및 공개 매입 신고서의 제출(제27조의3)
  - (준용) 공개 매입 신고서의 정정 신고서의 제출(제27조의8)
  - (준용) 공개 매입 설명서등의 작성 및 교부(제27조의9)
∙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등을 사용한 자의 배상책임(제17조)
  - (준용) 허위기재가 있는 공개매입설명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제27조의5)
∙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 자등의 배상책임(제18조)
∙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제출 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제20조)
∙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회사 임원 등의 배상책임(제21조)
∙ 허위기재 등이 있는 신고서의 제출 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제22조)
  - (준용) 내부통제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제24조의4의6)
∙ 공표 등의 불실시, 허위 공표 등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제27조의22의4)
∙ 허위의 특정 증권 등 정보에 관계된 배상책임(제27조의33)
∙ 외국 증권 정보에 관계된 위반 행위자의 배상책임(제27조의34)
∙ 시세 조종 행위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160조) 등

<표 Ⅵ-2> 일본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라. 규제 개선방안

1) 금융회사 손해배상책임의 명시 및 금융권역 간 차이 해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

을 입었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관계법률에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소

비자의 거래안전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효

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1) 의무위반행위의 포함, (2) 손해액 추정 

규정의 신설, (3)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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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 행위에 불법행위 이외

에 의무위반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의무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손

해배상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이해상충의무 위반, 정보보호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부당권유의 금지 등 모집준수행위 위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순섭(2010)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

하여 모든 영업행위규제의 위반행위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금융소

비자 전체가 아닌 고령자나 투자무경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시키고, 입증책임의 전환 및 완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증책

임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상품이 최근 매우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복잡다

단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소비자의 경우 이해가 쉽지 않으며 입증과 관련

한 자료를 대부분 금융회사만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로서는 그에 대

한 입증이 실제로 용이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명확화를 통한 불완전 판매 제거

현재 금융 관계 법률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

여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융상품의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회사에게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제거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

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완전판매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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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제조자보다는 판매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본

인-대리인 관계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제조자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170).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

를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에게 2

차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판매업자에게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배상능력을 갖춘 금융상

품 판매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1) 판매액이나 종사자 수, (2) 전속판매업자인지의 여부, 그리고 

(3) 판매업자가 법인인지의 여부 등이 판매업자별 책임귀속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판매업자의 전속 여부와 법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

상품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단계별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171). 판매업자가 금융회사에 전속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판매업자를 대

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

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인 판매업자는 

개인인 판매업자에 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그 판매액이나 종사자의 수도 많

아 배상자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사자의 수

나 판매액의 크기에 따라 책임 여부 및 그 책임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 Ⅵ-1>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인 판매업자로서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인 판매업자와 법인으로서 금융회사에 

170) 정순섭(2010), p.81.

171) 이외에 정순섭(2010)은 당해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당해 금융상품이나 업무의 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
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사항까지도 금
융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바,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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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되어 있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업자에게는 영업보증금 

위탁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Ⅵ-1>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확대 방안

구 분
전속 여부

전속 독립

법인
여부

법인
판매회사 책임

(2단계)
판매회사 책임

(1단계)

개인 금융회사 책임
판매회사 책임

(2단계)

3. 분쟁해결172)

가. 현황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겸업화·대형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금융상품도 복잡·다양해지고, 이로 인하여 

금융민원과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 상품은 전문성이 매우 강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대

한 소비자의 불만의 강도 및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표 Ⅵ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이후 금융업권별 금

융분쟁 발생 건수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2) 오영수·김경환·이종욱(2009)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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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금융업권별 금융분쟁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비은행 3,861 2,154 2,020 5,200 5,574

금융투자 424 470 561 1,163 1,872

생명보험 7,631 8,681 7,603 7,393 11,193

손해보험 6,766 7,084 6,895 7,269 10,349

합    계 18,682 18,389 17,079 21,025 28,988

자료 : 정순섭(2010), p.69.

분쟁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정

확·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는 크게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과 재판외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선진 제국에서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재판

보다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관련 분쟁은 대부분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

결되고 있으나, 재판이 금융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절차

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KIKO 

(Knock-in, Knock-out)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융위기 초기에는 여론의 힘

을 얻어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소

송이 장기화 되면서 전문성 및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재판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로는 화해(settlement),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알선(conciliation) 등이 있으며, 금융산업 내

에서는 분쟁조정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중재제도도 일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조정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

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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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7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법｣이라 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정 대상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관한 분쟁으로 국한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

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

으며, 구성 및 운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하다. 중재는 주로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개별 계약자에 의한 소비자

중재는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금융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금융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

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분쟁처리담

당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처리부서, 담당자 직함·성명, 전화번호 등을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사실조사 또는 위원회 회부 등의 사유

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지연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

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73)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의해 자율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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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금융분쟁 조정 절차

조정결정 통보

조정서 발급

조정 성립

수     락

재의 요구

심의·의결
(인용, 기각, 각하 결정)

위원회 회부위원회 회부전 처리
(직접처리, 이첩)

사실조사 및 검토

분쟁 접수

조정 불성립

불수락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그림 Ⅵ-2>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금융관련 분쟁을 처리

한다. 먼저,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정한 기준(제17조 제1항 1호부터 9

호까지)에 부합할 경우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

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

한 경우 혹은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 조정신청의 취하 혹은 당사자 간 합의권고 등을 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

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231

검토하여 동 의결사항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

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금융관련기관은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1)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미흡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

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 관련 분쟁의 경

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분야

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그 비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FY'09의 민원제

기 건수가 40,936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6,155건임을 볼 때, 금융감

독원의 민원·분쟁제기건의 6.6분의 1에 상당하는 건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

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가 하면 금융감독원의 민원·분쟁해결제도

상 소비자의 수용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도 금융소비자들이 소송을 빈

번하게 제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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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연도별 보험계약 관련 소송 추이
(단위 : 건, %)

구  분 2006.3.31 2007.3.31 2008.3.31 2009.3.31 2010.3.31

전  체
10,270
(-0.6)

8,217 
(-20.0)

7,319 
(-10.9)

6,211
(-15.1)

6,155
(-0.9)

보험사 원고
1,225
(9.2)

1,319 
(7.7)

1,339 
(1.5)

1,328
(-0.8)

1,463
(10.2)

주 : 1) 소송건수는 연도 말 시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심급별로 계산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이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은 결국 소송에 의존하게 되고, 분

쟁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금

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다. 특히, 금융회사는 자신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수락을 권유받게 되

므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 분쟁 초기단계에서부터 법원에 민

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소비자에 의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조정안의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

단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174).

이 때문에 금융계약관련 전체 소송건수 대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매우 적어지고, 분쟁조정제도의 존재의의가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분쟁

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174) 2009년 이후에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
며, 그 결과 2010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 제기 건은 전년 동기 
37.6% 감소한 545건(전체 분쟁접수건의 4.2%, 금융회사 소 제기 507건, 신청인 소 
제기 3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한 507건 중 분쟁조정 신청 
전 소 제기 건은 460건(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이고, 분쟁조정 신청 후 소 제
기 건은 47건(전년 동기대비 83.3% 감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금융감독원 20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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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분쟁조정기관의 독립성 미흡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서 민원처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처리전문기관이나 준사법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본

질적인 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이며, 민원 및 분쟁조정업무는 행

정법규인 ｢금융위법｣에 의하여 부과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업무담

당자들도 민원 및 분쟁처리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분쟁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순환보직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어

진 민원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보험소비자측에서도 보험 등 금융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기관이 감독

기관에 속해 있다는 점을 들어 분쟁조정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으

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분쟁조정 결정의 신뢰성이 평가절하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분쟁조정 대상의 누락과 분쟁해결기구의 다원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분쟁기구 간에 연계가 미

흡하여 금융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분

쟁의 해결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분쟁조정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정보교류 및 

분쟁처리원칙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금융분쟁

의 처리에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를 따라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원적인 조정제도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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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분쟁조정결과에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의 문

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학계 및 실무

계의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분쟁조정기구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희소한 전문가 자원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제도운영에 비효율

성을 야기할 뿐이다.

다. 해외사례

1) 영국175)

영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각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을 개별적으

로 운영해왔다. 보험업의 경우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체제 이전에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임의단체로서 보험옴부즈맨, 개인보험중

재서비스, 개인투자위원회(PIA)옴부즈맨이 운영되었다. 이들 금융분쟁조정기

관은 금융기업의 가입 여부가 임의적이고, 제도의 내용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컸던 바, 이와 같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

기 위하여 2000년에는 8개의 금융 옴부즈맨 기관을 하나의 단일 옴부즈맨 제도

로 통합하였다. 

현재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직면한 영국의 금융소비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는 (1) 적절한 민원처리절차에 탄원하는 방법, 

(2)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시정(redress)을 촉구하는 방법, (3) 중재(arbitration) 

또는 조정(mediation)을 통해 분쟁해결을 꾀하는 방법, (4) FSA가 투자자를 대

신하여 소송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5) 일반적인 민사소송

(court action)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175)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하의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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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SA의 금융회사 분쟁처리절차 규제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지도

할 일반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핸드북에는 금융회사들이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마련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FSA의 규제목적은 공정하

고 즉각적인 처리를 통해 분쟁이 초기에 해결되도록 하여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 이관되는 미해결 분쟁의 수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FSA

가 정한 절차에는 분쟁에 대한 보상, 시간 제한,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조항이 포

함되어 있으며,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FSA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

나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도권을 발휘하도록 되어있다. 

FSA가 정한 내부분쟁 처리절차의 특징은 FOS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의 선행절

차로서 금융회사의 내부 분쟁해결수단을 통한 민원해결이 실패한 경우에만 

FOS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FSA는 접수된 민원의 건수 및 

종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된 분쟁의 실적 등을 공시사항에 포함되도록 함으

로써 금융회사의 내부민원처리절차가 규제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

독하고 있다.

나) 옴부즈맨제도

영국의 옴부즈맨제도는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소비자가 소송을 수

행할 자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정착되어 왔다. FOS는 FSMA에 따라 FSA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비

정부기관이며, 구제도와 달리 신제도에서는 모든 인가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되어 있다176). 고객과 금융회사의 문제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

을 경우 고객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76) 기존의 옴부즈맨제도는 ｢회사법｣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험옴부즈맨국
(Insurance Ombudsman Bureau)을 설립(1981.3.30.부터 업무 개시)하여 임의로 가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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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고객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금융회사는 이 제도

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고객은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는 소위 편면적 구속력

이 부여되어 있으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FOS에 의한 분쟁처리의 효력은 관할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

할 대상은 강제관할과 선택관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관할은 FS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기존의 영역별 분쟁해결기구들이 행사하던 관

할권을 FOS가 담당하게 된 것을 말하며, 강제관할에 관한 FOS의 결정에는 편면

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에 반해 선택관할은 FSA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회

사에 대한 관할권으로 FSA의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금융

회사가 FOS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FOS 

결정의 효력은 FSA가 지정한 약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옴부즈맨 기구는 민원이 FSA의 규제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피신청인이 

당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강제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강제적 권한이 부

여된 경우 옴부즈맨이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일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당사

자가 있다면 누구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FSA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FOS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FOS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옴부

즈맨 제도가 FSA의 소비자보호 목적과 통일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FSA의 FOS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 FSA가 FOS에 대해 우월적으

로 가지는 대표적인 권한은 FOS 이사회 의장과 이사진의 임면권(의장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 FOS의 예산 승인권, FOS의 강제관할에 관한 규칙제정권(청원자

의 자격 및 화폐적 보상의 최대 금액177)을 정하는 것을 포함), FOS와 대표옴부

177) 옴부즈맨이 강제할 수 있는 최대의 화폐적 보상은 10만 파운드인데, 공정한 보상
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제의 금융회사에 대해 이
를 권고할 수 있다.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237

즈맨에 대한 보고서 요구권, FOS가 만든 기타 규칙에 관한 승인권 등이 있다.

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신청적격 심사, 화해 혹은 조정, 그리고 옴부즈

맨에 의한 재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FOS는 민원신청을 받으면 신청의 적

격요건을 심사하는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 만일 각하(dismissal)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적격성이 확인된 민원 혹은 분쟁에 대해서는 FOS가 나서서 양 당사

자의 교섭에 의한 화해를 모색하며, 일반적으로 조정(mediation)과 조사

(investigation)를 활용한다. 조정은 분쟁을 평가(assessment)하여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해결하는 비공식적 수단이며, 조정에 의한 초기단계의 해결이 실패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사 단계로 이행한다.

만일 조정과 조사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옴부즈맨은 최종결

정(裁定, determination)을 내린다. 옴부즈맨에 의한 재정은 관련 법령, 규칙과 

규정, 가이드라인 및 관련 업계의 상관행(good industry practice)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한다. 재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되고, 신

청인이 수락하는 뜻을 옴부즈맨에게 전하면 재정의 결과는 양 당사자를 구속하

게 된다. 재정의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법원에 의한 금전지급 강제집행절차(대

상 : 손실 등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와 특정조치에 대한 강제 실행절차

(injunction)에 의해 보장된다.

2) 호주

호주 금융 ADR의 제도적 특징은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FSRA가 등장하기 이전인 1990년대의 호주 금융 

ADR 제도는 소비자와 금융회사와의 직접적인 분쟁해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 업

계단체형 ADR기관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FSRA의 도입을 계기

로 호주의 금융 ADR 제도는 규제당국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FSRA는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자의 경우 사내민원처리절차(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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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Resolution Procedure)의 설치와 감독당국에 의해 승인된 외부분쟁해

결기구(Exter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에의 가입을 금융업 인가의 필

수요건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단체형 ADR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독립법인, 이사회 구성 등)이 마련되었고, 금융ADR제도의 본격

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가) 사내민원처리절차(IDR)

IDR절차는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소매고객(retail customer)’에 의해 

제기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소매고객이라 함

은 특정 금융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와 전문투자가에 의한 경우, 그리고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178)가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79).

ASIC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설치한 IDR절차를 적

법한 절차로 인정한다180). 첫째, ｢호주 표준규격(AS4269-1995)｣상의 “효과적인 

민원처리의 필수요건(Essencial Elements of Effective Complaints)”181)을 충족해

178) 1998년 7월부터 기존 ASC(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의 업무에 추가하여 연
금, 보험, 수신(은행)에 대한 규제기능을 인수하여 확대 개편되었으며, 그 이후 
2002년부터는 여신에 대한 규제도 담당하고 있다.

179) 제조업의 경우 10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는 20인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
에 대해서는 소매고객으로 인정된다.

180) ASIC는 IDR표준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IDR의 처리기한, 민원(complaints)의 정
의, 보고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업계에 적합한 IDR표준의 작성을 자신의 
과제로 하고 있다.

181) 약속(commitment), 민원처리의 공정성(중립적 직원에 의한 조사, 결정 이유 명시 
등, fairness), 사내자원의 충분한 배분(resources), IDR정보의 획득 가능성(IDR절차
의 존재와 민원해결 방법을 소비자가 항시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visi-

bility), 접근수단의 용이성(access), 민원 신청에 도움을 주는 체제의 구축(assistance), 

분명한 민원처리 기한의 설정(responsiveness), 비용무료(charge), 구제수단의 공정
성(remedies), 기록의 보존관리(data collection), 구조적·반복적 민원에 대한 대응
(systematic and recurring problem), 보고·설명체제의 구축(accountability), 주기적 
또는 외부에 의한 검사(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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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둘째, 민원처리의 절차와 정책(접수, 조사, 기한 내 처리, EDR기구와의 

제휴방법, 관련 정보의 기록구조적 문제의 처리 등에 관한 것), IDR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종류, 그리고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구조와 보고체계에 대한 문

서화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들 문서를 관련 직원에게 배포하고 소비자가 

민원을 신청할 때 또는 요구할 때 이용하기 쉽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IDR절차는 EDR기구와 제휴를 맺고 있어야 한다. IDR절차에 의해서도 민원이 

처리되지 않거나 주어진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IDR직원은 소비자에게 EDR기

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외부분쟁해결기구(EDR)

외부분쟁해결기구는 감독기관의 인가가 요구되는 모든 금융서비스와 관련하

여 ‘소매고객’에 의해 제기된 금융회사와의 분쟁(기업연금분쟁심판위원회에 의

해 처리될 수 있는 분쟁은 제외)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해결하

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회사법｣에 의하여 ASIC의 인정을 받은 기구들이다.

ASIC가 EDR기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으로, 그 존재의 홍보에 의해 소비

자의 접근과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둘째는 독립성(independence)으로, 

기구의 운영과 분쟁해결과정에서 회원금융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

다. 셋째는 공정성(fairness)이다. 즉, 분쟁해결에서 기구의 결정은 절차적 공정

을 준수하고, 내용 측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준과 정보에 근

거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으로, EDR기구는 분

쟁에 관한 결정사항 등을 공개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계의 주의를 환

기시켜야 한다. 다섯째는 효율성(efficiency)으로, 기구의 운영은 분쟁의 전개상

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적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보증하고,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효

성(effectiveness)이다. 즉, 기구는 적정하고 포괄적인 업무규정을 갖고 수행결

과에 대해서 외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유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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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옴부즈맨(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운영 사례

FOS는 ASIC에 의해 승인된 비영리 유한책임회사이다. FOS의 이사회는 9명

의 이사(director)로 구성되어 있으며182), 그 이사회가 임명한 4명의 옴부즈맨

(대표옴부즈맨 1명과 분야별 옴부즈맨 3명)이 활동하고 있다. FOS가 담당하는 

분야는 은행업(banking and finance), 손해보험업(general insurance), 금융투자

업, 생명보험업 및 퇴직연금업(investments, life insurance & superannuation)으

로 구분되며, FOS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연회비

(annual levy), 특별회비(extraordinary levy), 그리고 수수료(fee) 등을 통해 조

달된다. 

호주 내의 모든 금융회사는 FOS에 가입할 수 있으며, FOS는 은행, 신용, 대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무설계, 투자, 주식거래, 펀드, 퇴직연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편리한 분쟁해결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분

쟁이 IDR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FOS는 화해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사한 후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구속하는(binding) 서면결정183)

을 내릴 수 있다. 현재 FOS는 호주에서 발생하는 금융분쟁의 약 80% 가량을 처

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SIC에 대한 자문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182) 2008년 FOS로 통합된 Insurance Ombudsman Service, Banking and Finance 

Ombudsman Service, Financial Industry Complaints Service 등의 전직 이사가 현 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부터는 FOS의 정관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8명의 이사와 이들이 임명한 1명의 의장
이 현 이사회를 대체한다.

183) 신청인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241

3) 일본

일본은 2002년 4월에 ｢금융분야 업계단체·자주규제기관의 민원 및 분쟁 해

결지원 모델｣을 만들어 민원 및 분쟁 해결지원절차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 4

월에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DR촉진법’이라 

함)을 시행하여 ADR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ADR촉진법｣은 법무성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조정자를 인정하는 인증제도를 통하여 조정자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시키고, 시효의 중단 및 소송절차의 중지 등과 관련된 특례를 제도

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가 ADR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금융청에서는 금

융서비스이용자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융청의 행정에 관한 민원처리 및 문의 관

련 정보제공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청은 이용자와 금융기관 간 개

별 분쟁에 대한 알선·중개·조정 등 ADR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금융거래

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또는 협회 등 금융관계단체의 민

원상담창구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6월 금융트러블연락조정협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의 자율적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은, 실

시주체의 중립성·공정성 및 실효성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민원을 충분히 소화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2008년 금융심의회 보고서｣는 

금융ADR제도의 개선 및 충실을 위한 구체적 방책을 제시하기에 이르 다.

이에 일본에서는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관련 재판외분쟁해결(금융ADR) 제도

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동 개정 법률은 금융ADR 관련 사항을 ｢보험업법｣ 등 16개의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의 지정,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 ｢금융상품거래법｣은 보험이나 은행 등 금

융권역별로 고충처리·분쟁해결 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지정분쟁해

결기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고충처

리, 분쟁해결 절차의 수락, 사정 설명,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하여진 바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동 계약불이행시 해당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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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ADR제도에서는 ｢ADR촉진법｣의 내용을 수용하

여 시효의 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제도를 도입하여 ADR절차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있다. 이는 분쟁당사자가 ADR절차의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분쟁해결절차의 청구시부터 시효의 중단을 의제하고,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중지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Ⅵ-5> 일본 금융 분야별 지정분쟁해결기관

단체명 업무의 종류 등

(사)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업무, 외국 생명보험 업무

전국은행협회 은행 업무, 농림중앙금고 업무

(사)신탁협회 수속 대상 신탁 업무, 특정 겸영 업무

(사)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업무, 외국 손해보험 업무, 특정 손해보험 업무

(사)보험옴부즈맨
손해보험업무, 외국·특정 손해보험업무, 보험중개인 보험
모집

(사)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소액단기보험 업무

일본대출업무협회 대출업무

자료 : 일본 금융청(http://www.fsa.go.jp)

라. 규제 개선방안

1)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가)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

함으로써 사회적 분쟁해결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 관련 분쟁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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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제도

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 전 분쟁

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4).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쟁

조정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앞

서 이러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으며,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을 통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한 분쟁조정 결정이 향후의 소송에 대

한 예측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분쟁당사자의 주관적 승률을 현실화 

하여 소송의 발생을 억제하므로, 소송 전 분쟁조정은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

용의 지출을 제어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

화는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나 정보력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남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소송 전 분쟁조정의 의무화는 소관법률인 ｢금융위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

능하겠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 즉, 금융약관에 의무화 조항을 삽입하여 시행하

는 방법도 가능하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

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만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

치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상 조정전치주의는 가사조정이나 

노동쟁의조정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일

정 소가(訴價)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

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185), 우리나라 민사법원도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자 

184) 영국에서 옴부즈맨에게 인가업자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부여한 것이 소송 전 분
쟁조정을 의무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185) 독일은 1999년 법원 외에서의 분쟁해결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가 
1500DM (750EUR) 이하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 상린관계에 기한 이웃 간의 분쟁,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등에 관하여 승인된 분쟁기관에서 반드시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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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바가 있다186). 사전적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강제될 

경우에는 금융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전적 분쟁조정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한

다. 먼저, ADR의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ADR의 이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불

필요한 시간 소모만을 초래할 뿐이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187)이 있다. 더불어, 또한 증가한 분쟁조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

범위한 규모의 조정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업무에 능통한 학계나 법

조계 인사의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

히 높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의 제도 도입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판청구권 침해의 문제

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분쟁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직행하게 되므로 오히려 조정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한편, 정순섭(2010)은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결정 시까지 절차

로부터의 이탈을 금지하는 정도로 기존의 금융분쟁조정절차를 정비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방안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결을 먼저 시도하도록 하여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를 소의 적법요건으로 하
고 있다(유병현 2004, p.45).

186) 이시윤(2000), pp.2-3.

187) 유병현(2006),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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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금융위법｣ 제55조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

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

면,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분쟁조정은 본질적으로 진실의 추구나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한 결정

보다는 당사자 간의 과실 정도를 참고하여 일정부분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

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분쟁해결방법이다. 여기서 법과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실제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다. 또한 조정안의 수용 여

부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자의 경우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 자신이 직접 소송을 통하여 권리

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불리

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다른 대

안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188).

또한 분쟁조정에는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는 바, 분쟁조정 과정 진행 중 일방당사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시점

에서 분쟁조정이 중단되어, 그 동안의 분쟁조정업무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어

렵게 작성된 조정안이 활용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 

보호와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많이 작용하는 것이며, 이러

한 취지하에서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가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여기서 ‘편

면적’이란 구속력이 금융회사에게는 적용되나, 금융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188) 백병성(2002),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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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은 금융회사

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편면적 구속력이 사전

적 분쟁조정과 연결될 때 금융회사는 분쟁발생 시 무조건 조정으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는 비난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

는 것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위원회의 기능 강

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89).

분쟁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

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정신청인인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

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

차를 거쳐 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

해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

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거부의 의사

를 표명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재판청구권 침해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여타 선진국의 사례190)에서처럼 일정 금액(예를 들어 1천만 원191)) 이하

189) 영국의 경우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FSMA나 FOS의 절차는 
영국의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t)｣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관련 규정과 충돌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FSA & FOS(2004), pp.27-31).

190)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FOS의 조정결정서를 수락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0만 파운드(약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며, 독일의 경우에
는 5,000유로(약 900만 원), 호주의 경우에는 28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옴부즈맨이나 ICS의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191) ｢예금자보험법｣상의 예금보험금액(5천만 원) 또는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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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만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는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소비자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192). 

이 경우 구속력 부여 대상을 현실적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불만

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 사안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

서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지원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게 한다. 한편, 소송지원비용은 종국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연결

되므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소송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사례와 같이193) 조정안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

나 조정진행 중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중

재를 선택하면 금융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스

스로 소송의 비효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94).

한편, 정순섭(2010)은 중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즉, 분쟁해결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에

기준금액(2천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금융권역별로 그 금액을 달
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192) 그러나 소액의 분쟁조정에 대하여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할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의 침해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관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3) 미국 BBB의 경우는 조정실패시에 소비자가 BBB의 중재합의에 서명하면 사업자
는 중재합의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BBB는 사업자가 중재합의에 동의하지 않
으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으며 또한 당연히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김석철 2002, p.231).

194) 이는 기홍철(1997), 김경배(2005) 등이 제안한 조정·중재(med-arb) 제도와 유사하
다.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의 혼합된 형태인 조정·중재(med-arb)제도
는 분쟁발생 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주어진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
우 중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중재의 전형적인 단점은 
양측이 자신이 원하는 합의 가능금액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
로 조정을 담당하는 제3자가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중재의 담당자가 되기 때문
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중재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조정
에서 자신의 진실된 의중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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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

건으로 금융분쟁해결기구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

과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

권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의 강제중재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제도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입에 앞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중재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

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195). 그리고 중재절차는 심급제도가 없고 단심으

로 분쟁이 종결되기 때문에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법원의 소송에 비해 소비자로

서는 보다 진지하게 중재합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필수적 중재조항에 의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도 불

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196). 따라서 

금융분쟁해결에 중재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소비자’의 경

우에는 중재제도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소비자

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중재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그 활용을 늘려 나갈 

195)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도 소비자 분쟁에 대한 별도의 프
로그램이 없으며, 상사중재라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
을 뿐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중재를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기관은 없다
고 해도 무방하다(김석철 2002, p.220).

196)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031조 제1항에서 소비자보
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중재합
의는 일방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서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를 체결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권리가 포기됨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더불어 영국에서는 청구금액이 5,000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재합의
를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정선주 2008,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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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소비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 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

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분쟁 발생 후에 비로소 중재합의를 체결하도록 한

다면, 소비자는 중재합의에 의해 이제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중재합의의 체결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사후

적 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197).

2)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대

분쟁조정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쟁조정기구의 신뢰성 및 독립

성이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

속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업무에 있어서는 분쟁조정

결정 자체의 독립은 물론 절차상의 독립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관을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최근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다198). 가장 큰 장점은 분쟁해결과정의 

독립성이 두 기관의 분리를 통해 향상된다는 점이다. 감독기관의 최우선 업무

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필연적으로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산하에 있

는 분쟁해결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또한 감독기관 하부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스스로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조직

의 목표가 다르다. 감독기관은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추상

197) 정선주(2008), p.238.

198) Schwarcz(2008), pp.799-8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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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는 조직인 반면, 분쟁해결기관은 과거에 발생

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둘째, 감독기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분쟁해결기관의 직원들이 금융소비

자, 금융회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FOS는 FSA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FOS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FOS의 목표는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지 범법행위를 한 금

융기관에 대한 처벌이 아님을 오랜 기간 설명해왔다. 즉, FOS 스스로가 자신이 

감독기관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FOS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업

계와 긴 하게 연결된 FSA가 임명하는 산하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조직의 독립성은 분쟁해결기관이 다른 정책목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분

쟁해결기관은 그 기능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독

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분쟁해결을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

사는 감독기관에 소속된 분쟁해결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감독기관의 또 

다른 감사나 조사활동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회사들

의 두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개별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실례

로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감독기관에 소속된 분쟁해결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금융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독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

다는 인식 때문에 분쟁해결기관의 이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금융위법｣에 따라 금융사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설치(제51조)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겸임하고, 조정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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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제52조 제2항)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금융

감독원장이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53조 

제5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제54조 제3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의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분쟁조정위

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의 단순 민원처리기구화 되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

쟁조정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현행 조정제도의 기능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

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한다199).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

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

락을 권고하며,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

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분쟁조정

위원회가 사적 계약에 대한 순수한 사법적 심사·의결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00).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서 복잡다단한 금융분쟁을 재판외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

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

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업무를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운영하여 독립성을 확대

하거나, 민원 및 분쟁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

199) 헌법재판소가 행정형 ADR을 평가하면서 주목한 것은 ADR을 주관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지 여부, 절차가 공정하고 신중한지 여부, 당사
자의 동의가 진정이었는지 여부 등이다(조홍식 2006, p.56).

200) 영국의 경우 FOS는 FSA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FSA는 FOS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FSA가 여러 가지 경로
를 통하여 FOS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FOS의 독립성에 대한 비
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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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기구의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분쟁조정 업

무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분쟁처리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분쟁조정기능의 통합

현재 금융감독원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공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분쟁이 단일한 금융분쟁조정제도하에서 해

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금융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을 이

들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개선이 당장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금융소비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201).

또한 금융계약 관련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수행

할 수 있는 바,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정의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폭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

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60조). 따라서 금융계약 관련 분쟁조정업무도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

원의 수행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모두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

201) 어느 방안이든 ｢금융위법｣과 해당 유사금융기관의 소관법률을 모두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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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서는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동 법 제31조 및 제35조),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분야의 경우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전담기관에 분쟁조정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이들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업무에서 금융관련 분쟁을 제외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당해 예외사유

를 중복신청한 경우만으로 좁게 규정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법령상 금융분쟁조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대적으로 전

문성이 취약한 한국소비자원이 금융에 관한 분쟁조정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것

은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제시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불만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업무 적용제외대상(제

28조)을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단체의 적용제외대상(제25조)과 수준을 맞춤으로

써 ｢소비자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예금자보호

가. 현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예금에 대한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1995년에 제정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

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6년에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

지를 위해 예금보호공사가 설립되었다. 1998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 보

험, 금융투자업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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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다. 국내외 총 금융회사 322개가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은행이 54개, 보험회사가 43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118개, 종합금

융회사 1개,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106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표 Ⅵ-6> 참조).

<표 Ⅵ-6>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단위 : 개)

구 분 국 내 외 국 계

은행 17 37 54

보험회사
생명보험 15 7 22

손해보험 14 7 2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 49 13 62

자산운용 43 7 50

선물 2 0 2

기타 4 0 4

합계 98 20 118

종합금융회사 1 0 1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6 0 106

계 251 71 322

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
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료 : 예금보험공사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255

<표 Ⅵ-7>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추이
(단위 : %)

구 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1997.11 이전 0.02 0.10 0.10 0.08 0.15

1997.11~1998.7 0.03 0.15 0.15 0.12 0.15

1998.8~2000.7 0.05 0.15 0.10 0.15 0.15

2000.8~2009.5 0.10 0.30 0.20 0.30 0.30

2009.6~현재 0.08 0.15 0.15 0.15 0.35

2003.1~현재 특별기여금 0.10 추가

주 : 보험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은 1998.10.9 이전 수입보험료, 1998.10.10~ 2000.8.4 책임준
비금, 2000.8.5 이후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

자료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를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

권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로는 차등화 하지 않는다. 현재 은행

은 0.08%, 보험은 0.15%, 증권은 0.15%, 종금사는 0.15%, 저축은행은 0.3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표 Ⅵ-7> 참조).

예금보험공사가 정하고 있는 보호상품202)에는 예금을 비롯한 원본손실 가능

성이 적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보험상품은 개인이 가입

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

인퇴직 계좌 적립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다. 그러나 보험상품 중 예

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이다. 2010년 8월 현재 금융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변액보험의 일반보험분을 예금보호상품에 포함시

키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말까지 예금 전액보장(full coverage)제도를 운영하였

으나 2001년 이후 원금과 소정의 이자203)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

202) 자세한 예금보호상품 내역은 <부록 1>을 참조.

203)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
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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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보장(limited coverage)제도로 전환하였다. 보호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은 

외화예금을 포함한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

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204)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예금자에

게 분배된다. 또한 예금자가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예금액에

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제도에서 예금보험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인가취소·해산·파산의 경우, 계약 이전205)의 경우 및 합병의 경우 예금자에

게 지급된다. 부보금융회사의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

월 후에 예금보험금 지급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절차 및 관련 규정은 

<표 Ⅵ-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4)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205)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
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
채가 반드시 포괄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되
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진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회사의 예금 중 일부
가 다른 금융회사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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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 및 관련 규정

D-2개월
∙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실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평위

의 사전심의
감독규정§53
감독규정§49

D-day ∙ 부실금융기관 결정 / 경영개선명령 금산법§2,§10

D-day
~ 

D+2개월

∙ 최소비용검증을 위한 재산실사 
   - 영업정지 전일 기준(계약이전기준일)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
   - 정리방식별 소요비용 비교, 자금지원방식·규모 확정을 통한 

처리 방안 마련
   - 계약이전명세서 작성

예보법
§38의4

∙ 보험금조사
   - 지급보류 여부 조사(부실관련자 및 차명예금)

 -

   - 가지급금 지급 예보법§31

∙ 가교은행 설립(금융위 승인)
예보법
§36의3

∙ 예보위 의결
   - 계약 이전 결정 조건부 자금지원 결정
   - 계약 이전 결정 조건부 보험금 지급 결정
∙ 금융위에 계약이전 등 조치 요청

예보법§38
예보법§34

예보법§36의2

D+2개월 ∙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  -

D+2개월

+α개월

∙ 금융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 행정절차법§21,§22

∙ 인가요건 충족을 위한 가교은행 자본금 출자 저축은행법§5

∙ 금융위의 행정처분
   - 가교은행 영업인가
   - 계약이전 결정 / 영업인가 취소

금산법§14

∙ 예보의 자금지원 / 가교은행 영업개시(예금인출) -

∙ 계약이전 사후정산 
   * 계약이전기준일과 계약이전결정일 간의 자산·부채 평가액 

변동분을 사후정산
-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정지만·오승곤(2010), p.165. 재인용

나. 문제점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예금

보호제도가 부분보장을 하면서 그 한도인 5천만 원을 모든 보호상품에 일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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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 파산 및 경제

위기 시 금융소비자의 예금인출 쇄도(bank run), 보험계약해지 쇄도(insurance 

run) 등을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위기 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예

금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예금인출을 시도하여 예금인출 쇄도가 발생할 경우 건

전한 금융기관도 함께 영향을 받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한도로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 파산 시 모두 

지급해야 함으로써 이는 금융고객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해당 상품에 대

한 이해 없이 거래를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다. 해외사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에 따

르면, 2010년 10월 현재 OECD 30개 국가를 포함하여 106개 국가에서 예금자보

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보호제도는 스위스, 터키, 멕시코, 

뉴질랜드를 제외한 26개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캐나다, 한

국 등 9개국이다.

<표 Ⅵ-9>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 도입 현황

국 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 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미국 ○ ○ 일본 ○ ○

영국 ○ ○ 프랑스 ○ -

아일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한국 ○ ○

캐나다 ○ ○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6) 재인용; OECD(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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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한 기구에서 통합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업무를 개별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은행에서 예금업무와 투자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벨기에 등 유럽 11개국의 경우 예금자보호업무와 투자자보호업무를 한 기구에

서 담당하고 있다.

<표 Ⅵ-10> OECD 주요 회원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운영기관

구분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예금보험제도 투자자보호제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미국
주 생명보험 

계약자보호기구
주 손해보험 

계약자보호기구
FDIC SIPC

영국 FSCS

일본
생명보험 

계약자보호기구
손해보험 

계약자보호기구
예금보험기구 증권투자자보호기구

한국 예금보험공사

벨기에 - - 중앙은행

프랑스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 예금보험기금 -

아일랜드 - 손해보험기금 중앙은행 투자보호공사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6)

1) 미국

미국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

하 FDIC라고 함), 증권, 보험, 신협 등은 민간조직 형태인 증권투자자보호공사

(SIPC: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생명·손해보험보증기금, 전

국신용협동조합출자보험기금(NCUSIF: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등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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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금자 보호

1933년 대공황으로 인한 금융산업 붕괴를 계기로 예금자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FDIC가 설립되었다. FDIC는 예금수취 금융회사에 대한 예

금보험업무와 관련된 포괄적 권한 보유하고 있다. 

FDIC에서는 ｢연방예금보호법｣상 예금으로 규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인당 보호한도는 10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MMDA, 정기예금, 기명식CD, 

퇴직계정, 송금환,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환어음, 보증수표, 신용장, 취소불가

능신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금 등이 보호대상 금융상품이다. 단, FDIC 가

입 금융회사 외국지점의 외화예금, 투자신탁, 주식, 채권, 재무성증권, 뮤추얼펀

드, 기타 비예금성 투자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에서 제외된다.

FDIC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계약을 타 금

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FDIC에서는 계약자가 보유한 상품에 대

해 온라인 상으로 적정 예금 보험 운영 여부의 확인할 수 있는 EDIC(Electronic 

Deposit Insurance Estimator)를 운영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파산 시 주 감독당국, 통화감독청, 저축기관감

독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폐쇄조치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저축 및 대출을 타 금

융기관에 이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부보금융회사를 자본비율 및 감독등급을 

고려하여 4개 등급으로 차등하고 8~77.5bp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예금보험기

금을 적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DIC 이사회는 ｢연방예금보험법｣에 의해 매년 

보호예금의 1.15~1.50% 사이에서 다음 해에 적용할 목표적립률을 결정하여 발

표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자 보호

전미보험감독협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가 주축이 되어 각 주별로 설립된 생·손보별 보험보증기금을 통해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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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한다. NOLHGA(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s)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명·건강보험보증협회로서 보

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 보호기구를 지원하고 있고, 손해보험보증기금

(NCIGF: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은 각 주의 손해보

험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모든 보험회사는 인가받은 

주의 보증기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별로 상이하다. 

보증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연금이 있으며, 비보증 

보험증권이나 연금,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

한 이들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만 보호하고 있으며, 생명건강보험보증기

구는 개인 보험계약자 및 그 수익자와 단체생명보험 또는 단체건강보험에 의해 

발행된 보험증권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을 보호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생명보험

의 1인당 보증한도는 30만 달러이고, 이보다 더 높거나 낮은 주도 일부 있다.

주법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불능 및 청산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

사의 잔여자산이나 감독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법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불능 또는 청산에 대한 결정 → 보증

기금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자료 이전 → 파산 보험사의 잔여자산 또는 

주 감독당국의 기보유 현금 등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여 조달하는 사후분

담방식을 채택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호기구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가입비는 보호기구의 운영비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의 파산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주보증기구가 보험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자금규모

를 감안하여 사후적으로 분담한다. 이 때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해당 주에서 수

취한 수입보험료에 기초해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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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자 보호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제정을 계기로 

1971년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가 

설립되어 투자자 보호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호상품은 SIPC 회원사 고객소

유의 현금 및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며, 증권구입을 목적으로 고객 증권계

좌에 남아있는 예탁금 및 회원사에 예치한 유가증권 등이 보호상품에 해당된

다. 현금과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1인당 50만 달러(현금 10만 달러)까지 보호하

고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 적격증권의 형태로 별도의 예치금융회사에 예치되나, 회원

사의 파산으로 투자자들이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SIPC가 

보호한다. 대부분의 보상금은 파산한 회원사 임직원의 사기나 횡령 등으로 투

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된다.

SIPC는 금융기관의 파산 시 수탁자를 지명하거나, 해당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

촉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IPC는 금융기관 파산 시 회

사의 청산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법원을 상대로 수탁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게 

되며, 소규모 중개회사 파산의 경우에는 고객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계약자를 보

호한다. 

10억 달러를 목표기금으로 사전적립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금 잔고 및 총수

입 규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분담금을 정한다. 각 회원사의 순영업이익에 분

담률을 곱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1996년 이후 기금적립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해 최소분담금인 150달러만 징수하고 있다.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263

<표 Ⅵ-11>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구 분 보험계약자 보호 예금자 보호 투자자 보호

운영기관

주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주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

FDIC SIPC

보호대상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연금

연방예금보호법상 예금으로 
규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SIPC 회원사 고객소유의 
현금 및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보호한도
생명보험사망금: 

US$300,000
(해약환금금: US$100,000)

US$100,000
US$500,000

(현금: US$100,000)

적립방식 사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보험요율
기금손실발생 후 

수입보험료의 1~4% 범위 
내에서 분담금 부과

위험에 따라 
0.04~0.31%+조정률(±0.05%)

기금잔고 및 지급금의 
규모에 따라 순영업이익에 
분담률을 곱하여 분담금 

징수

 

2) 영국

영국의 경우 1979년 4월에 ｢은행법(Banking Act)｣ 제정을 통해 예금보호제도

가 도입되었으며, 1982년 2월에는 예금보호위원회(Deposit Protection Board)와 

예금보호기금(Deposit Protection Fund)이 설치되었다. 제2금융권의 경우 1975

년에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PPB: Policyholders Protection Board)가 설립되고, 

1988년에 투자자보호기구(ICS: Investors Compensation Scheme)가 설립되었다. 

그 후 주택금융조합투자자보호기구(Building Societies Investor Protection 

Scheme), 우애공제조합보호기구(Friendly Societies Protection Scheme) 등 금융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금융권역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0년 6월 금융회사의 규제·감독과 금

융소비자보호제도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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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동 법에 의거하여 모든 금융회사의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통합금융감독

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설립되고, FSA는 통합금융서비스보호

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설립하였다.

FSCS의 부보 대상기관은 FSA의 허가대상 금융회사로서, FSA의 규제·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다206). 금융기관의 파산이 발생할 경우 FSCS에서

는 계약자의 예금보험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계약자 청구액 지급이 의문시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 금융기관의 파산

여부 선포 → 계약자의 신청서 제출 → 계약자의 예금보험금 청구액 검토 → 서

면상 결과 통보”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가) 예금자 보호

영국 또는 EEA의 영국지점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지

정되어 있으며, FSA 핸드북상 비보호예금으로 열거되지 않는 예금은 모두 보호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내 은행, 주택조합, 신협(북아일랜드 제외) 등 예금

수취기관의 예금과 EEA 지역의 영국은행 지점에 예치된 예금(외화예금 포함)은 

보호대상예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금수취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해

당 기관의 자본에 포함되는 채권, 담보예금, 주택금융조합이 발행한 후순위주

식, 무기명예금 등은 비보호예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1인당 최대 보호한도는 31,000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다. 이중 2,000파운드까

지는 100% 보장, 2,000파운드에서 33,000파운드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206) FSCS의 권역별 부보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

① 예금 :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수취기관 
② 보험 :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우애공제조합 

③ 투자 : 투자회사로 FSA 규제대상이거나, 투자관리규제단체(IMRO), 개인투자협
회(PIA), 증권선물협회(SFA) 등의 자율규제기관 및 공인전문가협회
(RPBs)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 

④ 일반보험중개 : 보험중개인, 손해보험 중개업자 
⑤ 모기지 : 모기지자문 및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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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 1인당 최대 31,700파운드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호대상 예금 중 보험

금 계산 시 동일인 명의의 예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합산하며, 공동명의계정은 

예금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조합계정으로 분리계정으로 간주한다.

FSCS는 기금적립방식에 대해 사후분담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부

족 가능성에 대비한 수단으로 일부를 비상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투입자금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며, 매년 필요한 운영경비와 예상 

보험비용을 예측하여 부보대상 금융기관에 최소한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년 부과금 징수한도는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보호예금의 0.3% 이하로 설정되

어 있다.

나)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상품의 경우 재보험, 해상·항공·운송보험, 신용보험 및 EEA(European 

Economic Area) 외에서 발생된 위험과 관련된 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 및 장기

보험상품 등이 보호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과 생명

보험은 보호되나, 보험증서발행사와 보험의 목적물(보험의 대상 물건이나 피보

험자 등)의 위치207)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예금과 투자에 대해서는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보험은 한도 설정 시 

보험수익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 보호한도를 설정

하지 않고 있다.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연금 또는 생명보험)은 최초 2천 파운드

까지 100%를 보호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및 해약환급금의 90%까지 

보호한다. 강제보험의 경우는 전액 보호된다. 

재원의 조달은 개별 회사들이 매년 출연하는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운영

경비와 1년 동안 소요예상 자금을 예측하여 산정된다. 보상금이 예상치를 초과

207) 건물은 소재지, 차량은 등록지, 그 외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 
당시 거주지, 개인이 아닌 경우는 계약 당시 등재지를 기준으로 보험대상물의 
위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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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추가 분담금 징수가 가능하며, 연 분담금 한도는 부보기관의 연중 수입

보험료의 0.8%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투자자 보호

투자자보호는 영국의 투자회사 또는 EEA에 설립된 영국투자회사의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보호대상은 유가증권, 계약형 투자신

탁, 선물 및 옵션, 개인연금,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장기보험계약 등이다. 투자회

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 또는 투자에 대해 지급할 수 없

거나 지급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잘못된 투자조언 또는 투자운영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일 현재 미종료

된 금융거래 관련 청구권, 적정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투자의 손실, FSCS에 의

해 투자상품의 약정 또는 지급불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청구액 중 3만 파운드까지는 전액보상, 그 이후 2만 파운드까지는 90%가 

지급되어 총 보상한도는 최고 4만 8천 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다. 재원의 조달은 

취급주체 및 상품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여 적용되어 이루어진다. 투자회사들

이 매년 출연하는 분담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운영경비와 1년 동안 소요예

상 자금을 예측하여 산정하고 보상금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분담금

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 분담금 한도는 4억 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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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2> 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구 분 보험계약자 보호 예금자 보호 투자자 보호

운영
기관

FSCS

보호
대상

∙재보험, 해상·항공·운
송보험, 신용보험 및 EEA 
지역 외에서 발생된 위험
과 관련된 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상품

∙영국 내에 설립된 법인에 
예치된 예금, EEA 권역 국
가 내에 설립된 영국법인
의 지점에 예치된 예금

  - 단,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담보예금, 건설조
합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 
주식, 무기명 예금계좌 
등은 제외

∙ FSMA에 의거하여 인가
받은 투자사업기관의 잘
못된 투자자문이나 투자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상환받지 못하게 된 투자
자산 및 투자액

  - 유가증권, 계약형 투자
신탁, 선물·옵션, 개인
연금, 투자회사가 취급
하는 장기보험계약 

보호
한도

∙장기보험(생명 및 연금)
  - 최초 2천 파운드: 100%
  - 초과부분: 90%
  ·일반보험
  - 강제보험: 100%

∙예금 
  - 최초 2천 파운드: 100%
  - 2천~3만5천 파운드: 90%

∙투자
  - 최초 3만 파운드: 100%
  - 초과 2만 파운드: 90%

적립
방식

사후적립

보험
요율

수입보험료의 0.8% 보호예금의 0.3%
납부그룹별로 펀드규모 등의 
개별지표 적용

3) 일본

일본의 경우 예금보험기구, 보험계약자보호기구, 투자자보호기금, 농수산협

동조합보험기구 등 독립적인 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

간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

며, 일본우정공사의 우편저금 및 간이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지급을 보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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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금자 보호

예금, 정기적금, 부금, 원금보전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등이 보호 상품으로 지

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금, 정기적금, 부금, 원금보전 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금융채 및 상기예금 등을 이용한 적립금, 재형저축상품, 확정갹출식 연금의 적

립금 운용과 관련된 예금 등이 보호대상 상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은행, 신용금고, 신용금고중앙회, 신용조합 등이 부보대상 금융회사이

며, 외국은행 일본지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 특별국제금융거래계정에 있어 계산되는 예금, 무기명 예금, 타인, 가공명

의의 예금, 도입예금,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금전신탁, 보호예치 전용상품 이외

의 금융채를 제외한 예금 등이다.

보통예금 등 결제성 예금208)은 전액 보호되며, 나머지 일반예금에 대해서는 1

천 만 엔까지 보호된다. 보호대상 예금 중 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에 대해

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보호하며, 기타 예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자 

1인당 원금 1천만 엔과 그 이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 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구에서는 계약이전이나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수행한다. 예금보험기구에서는 계약자 보호를 위

해 파산 금융회사의 계약을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고 재정

적 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예금보험기구에서 예금보험금 적용 대상 계약자

들에게 신청서(request form for purchase of deposits and other claims)를 접수

하는 과정을 거쳐 직접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한다. 

예금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정부보증의 채권발행 및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전액 보호되는 결제성 예금과 1천만 엔 까지 보호되는 일반예금

에 대해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된다. 보험료 수입 이외에도 정부보증의 채권

발행 및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8) 결제성예금은 무이자, 요구불,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예금으로 부분보호제 전면실시에 따른 지역금융기관의 경영위기를 해
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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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보험회사 파산 시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원조

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구제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시 업무가 재개되는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모든 보험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생명

보험의 경우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모든 보험상품이 속하

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계약자가 개

인·중소기업 등의 경우에 한함),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등이 보호대상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

업자 또는 맨션관리조합의 경우에 한해 보상이 된다. 손해보험 중 자동차배상

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은 책임준비금 전액을 보호하며, 기타 손해보험 및 생명

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하고 있다. 

보험회사 파산 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경우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 이전하고 계약자보호기구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금지원, 계약승계회사의 경영

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 지원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의 

매수를 행한다.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한다.

기금의 재원은 각 사의 보험료수입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립한다.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간부담액과 사전적립

한도액은 각각 400억 엔, 4,000억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계약자 보

호기구의 연감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50억 엔, 500억 엔으로 설정되

어 있다. 한편, 적립한도에 달하기 전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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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자 보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고객으로서 예치한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이 반환되지 못할 경우에 보상한다. 국내 증권회사 

중심의 일본투자자보호기금과 외국계 증권회사 중심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 

2개가 존재하였으나, 2002년 7월 양 기금이 통합되어 현재 일본투자자보호기금

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표 Ⅵ-13> 일본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구분 보험계약자 보호 예금자 보호 투자자 보호

운영
기관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예금보험기구 증권투자자보호기구

보호
대상

∙생명보험: 개인보험, 개인연
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손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
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
험(개인·중소기업 계약자),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예금, 정기적금, 부금, 원금
보전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금융채 및 예금 등을 이용
한 적립금, 재형저축상품, 
확정갹출식 연금의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예금

주식·채권 등의 매매나 보
호 예탁 등에 수반되어 일
반고객이 증권회사에 맡긴 
유가증권 및 금전

보호
한도

∙자동차보상책임보험, 가계지
진보험: 전액보상

∙생명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책임준비금의 90%

∙보통예금 등 결제용 예금: 
전액보호

∙일반예금 등: 1천만 엔

∙고객 1인당 1,000만 엔 

적립
방식

사전적립

보험
요율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규모 
반영

∙일반예금: 0.08%
∙결제성예금: 0.11%

∙ 500억 엔의 목표기금중  
20%는 각 증권사가 균등 
부담, 40%는 영업수익에 
따라 나머지 40%는 보유
고객의 유가증권 및 예탁
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
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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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투자자보호기금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상품으로는 주식·채권 등의 매매, 투자신탁의 

판매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치된 유가증권, 신용거래의 위탁증거금 등이 있다. 

또한 파산한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자산 가운데 원활히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인정된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호기금을 통해 보상한다. 기본적으로 유

가증권, 주식 및 채권 등의 매매, 투자신탁의 판매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치된 유

가증권, 신용거래의 위탁증거금(대용 유가증권 포함)이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고객 1인당 1,000만 엔을 한도로 고객자산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다. 실제 보상액은 보상대상 채권의 금액으로부터 (1) 보상대상 채권 

중 담보권으로 제공된 부분과 (2) 파산 증권사 고객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무

(차입 등)를 공제한 금액이다. 보호대상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

상이 공고된 날의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불한다. 

투자보호기금에 필요한 경비 등 재원 마련은 각 증권회사로부터 사전적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증권거래법｣상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출액과 운영경비

의 예상액을 추정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분담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500억 엔을 목표기금으로 하여 20%

는 각 증권사가 균등하게 부담하고, 40%는 영업수익에 따라, 나머지 40%는 보

유고객의 유가증권 및 예탁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된다.

라. 개선방안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기관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의 신

축적인 운영과 공동보험제 도입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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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한도의 신축적인 운영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상품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한도 금액은 

예금보험 금융상품의 종류와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다른 주요국들과는 달리 보호한도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47개 국가에서 예금자보호 강화 조치를 실시하였고 

예금전액보장은 19개 국가에서, 예금보호한도 증액은 28개 국가에서 실시하였

다209). 예금보호한도 증액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국가는 7개이며 영구적으로 실

시한 국가는 21개이다. 예금보호한도 증액 규모는 국가에 따라 75~400%로 다양

하다.

<표 Ⅵ-14>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예금자보호 강화 조치(설문)

예금전액보장
예금보호한도 증액

합 계
한시적 영구적 소 계

19개 7개 21개 28개 47개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0)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와 채권자의 전액을 보호하는 전면보장, 예금자의 예

금만 보호하는 전액보장, 예금자 예금의 일부분만을 보호하는 부분보장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전면보장 및 전액보장의 경우 은행인출쇄도 방지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시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209)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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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5> 보호한도의 분류와 기능

전면보장 전액보장 부분보장

∙ 금융위기 시 도입
∙ 보호대상: 예금자 및 채권

자
∙ 보호한도: 전액 
∙ 목적
  - 금융시스템 신뢰성 제고
  - 은행인출 쇄도 및 자본도피 

방지 
  - 정리제도 실행 이전 시간적 

여유 제공

∙ 금융위기 및 은행인출 쇄도 
발생 시 도입

∙ 보호대상: 예금자
∙ 보호한도:  전액
∙ 목적
  - 은행인출 쇄도 방지
  ·예금자의 예금인출 유인 

감소
  ·소액예금자 과대응 방지
  - 부실조치 실행 이전 시간적 

여유 제공

∙ 일반적으로 도입
∙ 보호대상 : 예금자
∙ 보호한도 : 일부
∙ 목적 
  - 은행인출 쇄도 방지
  - 시장규율 유지

자료 : BCBS and IADI(2009); IADI(2009); 예금보험공사(2010) 

IADI,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등도 보고서210)

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를 효과적인 예금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원칙

(core principles)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핵심원칙 9는 예금보호 한도에 관한 

원칙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을 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호한

도의 경우 타당하면서 부분적이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호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하면 대다수의 예금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금융시스템을 비롯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핵심원칙 10은 전면보장(blanket coverage)에

서 부분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으로 전환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고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면보장을 장기간 운영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의 역효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금보

호제도를 위해 보장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위기 시

에는 다른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이 예금자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예금보호한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확대 규모는 경기위기 상황에 적절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0) BCBS and IADI(2009)와 IADI(200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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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보험제

공동보험(coinsurance)이란 보험계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손

해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보험계약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보험제는 사적 보험계약(private insurance contract)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보험자의 위험유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예를 들

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주의한 운전 등으로 인한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

고자 공동부담제(자기부담금제도·deductibl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에서 공동보험제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금보호한도의 일부를 부

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금융회사 선택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금

융회사에게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공동보험제는 일반적인 공동보험제와는 달리 파산위험이 없는 금융소

비자가 파산위험이 있는 부보금융회사와 함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특징

을 지닌다. 세계은행 보고서211)에서도 예금보험제도와 함께 공동보험제를 도입

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공동보험제 없이 예금보험제도만을 도입한 국가보다 은

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2).

2003년 기준으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공동보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소

비자 부담비율은 대체로 10~25% 사이이다213). OECD 회원국 중에는 오스트리

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독일, 헝가리, 폴란드, 영

국 등 10개국이 공동보험제를 시행 중이며 예금자는 예금보호 한도의 10%를 부

담한다214).

211) Demirgüç-Kunt, A., B. Karacaovali, and L. Laeven(2005)

212)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되는 주장이다.

213) Demirgüç-Kunt, A., B. Karacaovali, and L. Laeven(2005)

214) 예금보험공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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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6> 주요국의 은행 예금 보호한도 및 공동보험 비율

국  가 보호한도(공동보험비율)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
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20,000 유로(10%)

독일
민간은행: 은행자본금의 30%
국영은행: 20,000 유로(10%)

헝가리 6,000,000 포린트(10%)

폴란드
1,000 유로까지 100%
1,000~22,500 유로는 90%(10%)

영국
2,000 파운드까지 전액,
2,000~35,000 파운드까지는 90%(10%)

주 : 2003년 기준임.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7) 재인용; World Bank(2005); Table A.1.2. 및 EFDI(2006) 등을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고객예탁금이나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공동보험제를 운영한다215).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

아, 헝가리, 폴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 9개국이 투자금액 손실의 90%를 보상하

고 있다.

<표 Ⅵ-17> 투자자 보호한도 및 공동보험 비율

국  가 보호한도(공동보험비율)

오스트리아1), 체코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2만유로(10%)

헝가리  HUF 6백만(2만 4천유로)(10%)

폴란드  2만 2천 유로: 3천 유로까지 100%, 7천 유로까지 90%(10%)

영국
 48,000파운드: 3만 파운드까지 100%, 나머지 2만 파운드까지 

90%(10%)

아일랜드  2만유로(10%)

주 : 1) 일반개인투자자는 한도까지 100% 보호받으나, 소형기업은 한도의 90%까지만 보호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7) 재인용; Oxera(2005); 하홍윤 등(2006) 참조

215) 예금보험공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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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동보험제 도입이 금융시장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공동보험제는 금융소비자

가 금융회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회사 위험에 대한 평가를 내

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216). 또한 공동보험

제가 예금액의 일부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예금인출 쇄도를 유발할 수 있다

고 덧붙이고 있다217).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동보험제의 공동보험비율은 역진적

(regressive)이므로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소액예금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동보험제 도입국가는 2004년까

지 24개국으로 늘어났지만 2008년 모든 EU 국가들은 공동보험제 시행을 중단

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보험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위에서 논의한 동 제도의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216) IADI(2009)

217) Ketcha, Nicholas J. J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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