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문헌

강경훈·남재현(2009), ｢주요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 

비교 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곽명섭(2010),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관계부처 및 경제교육관련단체 합동(2010),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구본성(2005), ｢통합금융법의 제정논의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09), ｢개인정보보보호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권종호(2006),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 증권선물, 증권선물거래소 제19호

권택기(2009),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 권택기의원실

금융감독원(2010c), 201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기홍철(1997), ｢보험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ADR운동의 전개｣, 보험

감독원, 보험조사월보 통권 227호

기획재정부(2010),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발표 : 학교의 시

장경제 교육 강화 및 정부-민간-지자체 간 수평적·협력적 거버넌스 구

축에 중점｣
김경배(2005),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김대규(2004), ｢금융기본약관의 사전계약편입에 대한 연구: 은행기본약관을 중

심으로｣, 기업법연구 제17집

김병연(2009),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김상조(2009),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금

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기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김석철(2002), ｢소비자피해구제 실태분석을 통한 소비자중재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2권



참고문헌 285

김선정(2003),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손해보험협회

김성태(2007),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인규·최준환·조성민(2010),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한은조사연구 제2010-3호, 한국은행 조사국

김재현·류성경·성주호(2009), ｢주요국 보험판매채널 현황 및 모집조직 자격

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김준호(2007), ｢자율규제기구의 규제업무 수행현황 및 향후과제｣,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20호

김호균·김지은(2009),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김홍범(2009),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미국·영국·EU와 한국｣, 경상대학교 

사회대 경제학과

나석진(2004), ｢한국 증권시장 구조개편에 따른 자율규제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5호

류건식·김해식(200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5-5,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류건식·이경희·김동겸(2007),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CEO Report 2007-3, 보험연구원

맹수석(2008),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박영근·신지선(2008),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과 시사점: ‘진실대부업’

과 ‘Regulation Z’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은행연구팀

박창현(2010),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위상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 한국

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백병성(2002), ｢소비자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

보고서
사법연수원(2008),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 연구｣



286 정책보고서 2011-1

서대교·김미화(2010),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보험산업을 중심

으로｣, 보험연구원

신보성(2010),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및 진입 규제｣, 금융소비자보호

법(가칭)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토론회 자료, 한국개

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안수현(2008),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안철경(2009),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 Weekly Issue, 

보험연구원

안철경·권오경(2009),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보험연구원

양기진(2008),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본 금융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

양석완(2007),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양승규·전우현·류성경(2010),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판매채널 건전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양승규·허연·노일식(2010),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제도 개선방안｣
연태훈(2010),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과 은행의 대응｣, The Banker, 

8월 기획,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제도연구부

예금보험공사(2006),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주요국의 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2007),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공사(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금융분석전략부

예금보험공사(2010), ｢금융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강화조치 현황: 

IADI 및 IMF 보고서(2009년 9월)을 중심으로｣, KDIC 금융분석정보
오성근(2004), ｢증권투자권유에 관한 법적 규제와 책임｣, 법문사

오성근(2006),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오영수·김경환·이종욱(2009),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금융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09-3, 보험연구원



참고문헌 287

원동욱(2009), ｢미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강화｣, ｢금융법제원｣
제23권 제3호 통권38호, 한국법학회

원승연(2009),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

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기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유병현(2004), ｢ADR의 발전과 법원 외 조정의 효력｣, 법조협회, 법조 제53권 

제6호(통권 제573호)

유병현(2006),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22권

이기형(2008),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이민환·원선희·김연경(2004), ｢주요국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이상우(2008), ｢주요국의 보험사품 판매권유 규제｣, 보험연구원

이상환(2007),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완 과제｣,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이순재(2005),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7,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이시윤(2000), ｢조정전치주의의 입법안에 대하여｣, 고시계사, 고시계 제517호

이종한·전창환·송원근(2006),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행정연구원

임기순(2007), ｢한국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전국은행연합회(2008),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전우현(2010),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보험금융

연구, 제21권 제1호

정선주(2008),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9

권 제1호

정성구(2006),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법

연구 제25권



288 정책보고서 2011-1

정성구(2007), ｢현행 소비자금융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고찰｣, BFL 제2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정세창·안철경(2008), ｢소비자보호와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보험업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2008년도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정세창·안철경(2009), ｢판매채널의 발전방향과 소비자보호｣, 보험판매채널의 

진화와 발전 방향, 2009년도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정순섭(2010),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분쟁해결·민사적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토론회
정지만·오승곤(2010),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금융안정

연구, 제11권 제1호

조홍식(2006),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

한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

천규승(2009),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최현자(2010),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한국개발연구원(미발표자료)

최흥식(2010), ｢금융감독체계의 변천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금융

경제연구원, 한국의 금융제도: 주요 이슈의 회고와 과제, 심포지엄자료집

탁진영(2010), ｢과장광고의 설득효과와 제3자 효과｣, 언론학연구
하홍윤·육진관(2007), ｢EU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2010),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의 신설 논

의에 대해서｣, 소비자칼럼 보도자료

한국전산원(2004),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한국투자자교육재단(2009), ｢2008년도 펀드 투자자 실태 조사 요약문｣



참고문헌 289

한기정(2005), ｢영국 통합금융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행위규제를 중심

으로｣, 정책연구자료 2005-1,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한재준·이건범(2009),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한국

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기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허연(2009),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험광고와 판매윤리 비교｣, 리스크관리학회 

정책세미나

금융감독원(2009a), ｢서민금융정보 한꺼번에 제공하는 금융포털사이트 개설｣,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9b),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실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10a), ｢초중고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curriculum) 개발 추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10b),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 확대 실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10c), ｢2010년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보도자료

밴쿠버조선(www.vanchosun.com) 기사 참고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5)

Alberto Dreassi(2010), “The role of market conduct in enhancing financial 

stability and increasing policyholders' protection”, IAIS Annual 

Conference 2010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98), “Enhancing Bank 

Transparency”



290 정책보고서 2011-1

BCBS and IADI(2009),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lack, J. and S.Jacobzone(2009), “Tools for Regulatory Quality and 

Financial Sector Regulation: A Cross‑country Perspective”,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ce, No. 16

Courchane, Marsha and Peter Zorn(2005), “Consumer Literacy and Credit 

Worthiness”, Federal reserve System's Community Affairs Research 

Conference

Demirgüç‑Kunt, Asli, Baybars Karacaovali, and Luc Laeven(2005), “Deposit 

Insurance around the World: A Comprehensive Databas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928, World Bank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Guidance on Financial 

Capability in the Secondary Curriculum: Key stage 3 and 4”

Dreassi Alberto, “The role of market conduct in enhancing financial             

stability and increasing policyholders' protection”, IAIS Annual  

Conference 2010

Financial Stability Forum(2001), “Guidance for Developing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eposit 

Insuranc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FSA & FOS(2004), “Review of cases by external appeal: after an ombudsman 

decision”, Consultation Paper

Garman, Thomas, Jinhee Kim, Constance Kratzer, Bruce Brunson, and So-hyun 

Joo(1999),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Improves Personal Financial 

Wellness”,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Hathaway, Ian and Sameer Khatiwada(2008), “Do Finnaical Education 

Programs Work?”, Working Paper 08-03,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참고문헌 291

Hilgert, Marianne and Jeanne Hogarth, and Sondra Beverly(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vol. 89(7)

HM Treasury(2010),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judgement, focus 

and stability”

IADI(2009), “Deposit Insurance Coverage”, Discussion Paper

____(2009), “Funding of Deposit Insurance Systems”

Joint Forum(2008), “Customer Suitability in the Retail Sale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07),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Ketcha, Nicholas J. Jr.(1999), “Deposit Insurance System Design and 

Considerations”, Policy Paper No. 7,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Lumpkin, Stephen(2002), “Super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OECD Area”, 

OECD

McCoy, P. A.(2006), “The Moral Hazard Implications of Deposit Insurance: 

Theory and Evidence”, Seminar on Current Developments in Monetary 

and Financial Law, Washington D.C.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on Enhanced Disclosure(2001), Final Report

Mundy, Shaun(2008),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in Schools”, OECD            

Consultant Report

OECD(2005),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gulation Taskforce(2006), “Rethinking Regulation: Report of the Taskforce 

on Reducing Regulatory Burdens on Business”,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Treasurer

Schwarcz, Daniel(2008), “Redesigning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 Case 



292 정책보고서 2011-1

Study of the British and American Approaches to Insurance Claims 

Conflict”, Tulane Law Review, Vol.83, No.735.

Siegelaer, Gaston and Pieter Walhof(2007), “Regulatory Arbitrage: between the 

art of exploiting loopholes and the spirit of innovation”

The Central Council for Financial Service Information, Japan(2002),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 on Finance: 2002”

Wedgwood, A.J. et al.(1986), A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 Act, Peat           

Marwick

江澤雅彦(2002), ｢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 생명보험협회, 

월간생협, 통권 제276호

黒沼悦郎(2006), ｢日本の金融商品取引法の概要と示唆｣, 한국증권법학회

潮見佳男(2001), ｢消費者契約法·金融商品販賣法と金融取引｣, 經濟法令硏究會

金本悠希(2006), ｢金融商品取引法制における預金·保険の取扱い制度調査, 

大和総研

독일 보험옴부즈맨(http://www.versicherungsombudsmann.de)

영국 금융감독청(http://www.fsa.gov.uk)

영국 금융옴부즈맨(http://www.financial-ombudsman.org.uk)

일본 금융청(http://www.fsa.go.jp)

호주 금융옴부즈맨(http://www.fos.org.au)

호주 증권투자위원회(http://www.asic.gov.au)

DFI(http://www.dfi.ca.gov)

Unite States Congress(http://www.gpo.gov/congress/icreport/)

日本消費者庁(http://www.caa.go.jp)

日本生命保險協會(http://www.seiho.or.jp)

日本損害保險協會(http://www.sonpo.or.jp)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