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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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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금융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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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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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 개혁

상품개발 다양성 확대

보험상품 사전신고 심사기준 명확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표준약관 폐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 단순화

상품가격 자율성 제고

경험위험률 조정주기 자율화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의 단계적 폐지

표준이율 폐지

공시이율 조정범위 단계적 폐지

보험규제 개혁: 사전적 규제 → 사후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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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

상품개발의 다양성 확대와 상품가격 자율성 제고 →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1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함.
2 상품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함.
3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
4 사후적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본고는 1 , 2 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제도를 검토함.1

1본고에서 다루는 공시제도는 보험상품 공시와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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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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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공시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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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상품 공시제도 관련 변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비교공시사이트의 접근성 , 편의성 제고 → 협회 이외 기관의 비교공시
제공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의2)
보장범위 비교지수 개발 → 해당 상품의 보장범위지수를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제시하도록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7항)
온라인전용보험의 사업비율 제시 → 선택사항(보험업감독규정 예고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2016.6.27)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강화(제26조, 제37조)

보험업법 개정안(2016.6.28)
이해도 평가를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제128조의4)

웹사이트

보험다모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2015.11)
FINE: 금융소비자정보포털(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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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상품 공시제도 관련 변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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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상품 공시제도 관련 변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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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 진단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내용, 자료, 설명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보험모집 단계별 제공자료, 설명의무 등(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로드맵 시행 이후, 특히 비교공시가 강화되었는데,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

보험다모아: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가능성 ↑
보장범위지수: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FINE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
FINE에 접속하면 관련 사이트 링크들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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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 진단

공시를 통한 정보제공의 한계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음.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찾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임.
제공하는 정보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무시할 확률 ↑

이해력: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활용도: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어, 변액저축보험 예상수익률 예시에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가정한 사례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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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 진단

보험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접근성 ↓
보험정보 관련 웹페이지들은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공하고 있음.
소비자가 직접 비교공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 간 비교를 하는 사례는
아직도 드문 편

소비자의 상품정보 획득 경로: 설계사 등(62.8 %) vs. 협회
홈페이지(1.0 %) (지범하 외, 2012)

핵심상품설명서: 이해력 ↓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축약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임.
그러나 일부상품(저축성 상품)에만 사용되고,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비교공시 사이트: 활용도 ↓
단순한 온라인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움.
비교공시 사용 실험(김해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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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효과적 공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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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공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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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제고

핵심확인사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거래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제공

NAIC(미국), Money Advice Service(영국), Money Smart(호주) 등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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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제고
FINE, 금융교육센터의 정보제공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움.

자동차보험 관련 핵심사항은 있으나 다른 보험 관련 정보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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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해력 제고
PRIIPs 핵심정보자료(KID: Key Information Documents)

핵심정보자료: 소비자가 구매를 고려하는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제공

소비자의 인지적 편향을 완화시킬 필요
소비자는 비용의 효과보다는 투자상품의 성과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
소비자는 장기 혜택이나 위험보다는 단기 혜택이나 위험을 과대평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소비자의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

EU집행위원회는 EU지역에서 판매되는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PRIIPs)에 대한 핵심정보자료(KID) 규제를 도입

질의응답 방식, 3쪽 이내의 분량, 평이한 단어사용, 비교 용이성을
높이는 주요 지표(위험, 성과, 비용 등) 제시
소비자실험 결과(2014, 2015) → 핵심정보자료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
정책도입 전 사전 실험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교화 과정을 거쳐
정책수단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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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해력 제고
PRIIPs 핵심정보자료(KID: Key Information Documents)

1 1차 실험
핵심정보자료의 요소: 위험, 성과, 비용, 내용의 구성
각 요소에 대해 3-5 옵션, 4 종류의 상품 관련 자료 사용
10 회원국: 대소국, 신구회원국, 회원국에 따라 1000명에서 500명의
샘플, 인구구조적 대표성 고려

2 2차 실험
1차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각 부문 실험 중 효과가 높았던 옵션들을
조합하여 몇 개의 핵심정보자료를 만들고 실험 실시

실험결과

전체적으로 단순한 구성의 자료가 이해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

위험 척도: 간단한 그림을 이용한 7점 척도
성과 시나리오: 단기 또는 다기간의 표를 사용
비용 척도: 일시불 비용, 유지비용, 부수비용으로 나누어 간단한
그림과 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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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해력 제고
PRIIPs 핵심정보자료(KID: Key Informa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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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해력 제고
국내 변액연금보험 핵심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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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 활용도 제고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RECAP(record, evaluate,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s)
상품정보 및 이용정보들을 가공할 수 있게 표준화된 형태로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방식a

에너지, 교육, 금융, 통신 등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할 수 있음.
미국은 스마트공시, 영국은 midata라는 이름으로 동 개념을 적용시킴.

aThaler and Sunstein(2008)

정보를 종합, 선택, 가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검색과 의사결정을
돕는 선택엔진(choice engine) 개발이 촉진됨.

영국 Gocompare.com: 소비자의 실제 거래행태 분석 →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 제시, 상품이동 시 혜택 또는 비용을 추정
미국 BrightScope: 401(k) plan을 분석, 각 상품의 점수를 산출, 펀드의
순위 분포 제공

소비자가 선택엔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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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 활용도 제고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midata에 기초한 Gocompare.com(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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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 활용도 제고
보험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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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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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1

핵심확인사항

공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이해력 제공

FINE 또는 금융교육센터(금감원)에 핵심확인사항을 게시하는 방안
FINE: 금융꿀팁에 상품별, 테마별 분류
금융교육센터: 현재는 연령별로만, 상품별 분류(c.f. NAIC의 다중
분류방식 참고)

보험종류별 핵심확인사항 필요

단순한 레이아웃과 통일된 구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정보제공은 지양

추가적인 정보: 링크나 추가적인 참고자료를 표시

첨부파일 형태보다는 커서를 대면 설명이 나오는 메타설명 형식으로

삽입하거나 추가적인 페이지의 링크로 연결하는 방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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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2

핵심상품설명서

소비자의 주된 정보원천이 판매자 → 핵심상품설명서: 판매자가
상품의 주요내용을 전달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설명서 개선이

필요함.(행태경제학적 고려)

질의응답형 핵심상품설명서의 전면 확대(김해식 외, 2013)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을 따라 내용을 전개
상품구매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균형있게 제시
세부 서술 및 표현방식에서 레이아웃, 글씨 및 색상, 그림 등 시각적
효과 고려(c.f. PRIIPs 관련 소비자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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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2
핵심상품설명서(김해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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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3

비교공시

정보들을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이 개발될 필요

국내에도 선택엔진 개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정부 3.0: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개방·공유 활성화 정책a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인터넷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등 대외에
개방b

상품 계약조건,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집적되어야 할 것임.

정보보안에 관련된 조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c.f. GoCompare 사례)
a2013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b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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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양적 경쟁에 의한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2015년 10월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주요내용 1. 사전적 규제위주에서 사후 감독강화로 전환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표준약관제도 재정비 등

• 상품가격의 다양성 확대: 위험요율 관련 규제 전면 재정비 등

•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사전적, 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 간접적 감독방식으로 전환

•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2: 사후적 감독강화를 통한 보험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제고
• 보험사의 사후적 책임 대폭 강화

•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부분에 대한 표준약관 유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대폭 확대

•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규율 강화

•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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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보험소비자 보호의 내용을 포함
•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가격경쟁력 및 상품의 다양성 제고

• 온라인 슈퍼마켓 등 보험소비자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 확대

• 보험상품 비교공시확대, 보험설계사의 상품 비교 설명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 소비자가 비교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 확충

•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 대비한 보험소비자 편리성 및 효용 제고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사후적 건전성 감독 강화

• 법인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강화

4



미국의 보험소비자 보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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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소비자보호

•Dodd-Frank Act에 의한 보험소비자 보호
• 미국의 경우 보험업에 대한 규제는 일차적으로 각 주(State)에서 행해짐

• 하지만 Dodd-Frank Act의 Title V 에서 Department of Treasury 에 Federal Insurance Office (FIO)를 설립하
도록 함

• FIO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감시(monitor)하는 기능을 가지
지만 감독기능(supervisory role)은 담당하지 않음. 감독기능은 각 주의 Department of Insurance에서 담당

• FIO 의 주요 기능
• 보험규제에서 미국경제에 체계적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나 격차(gap)를 파악

•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상품을 모니터

• FRB의 비은행기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보험회사를 파악

• Terrorist Insurance Program의 관리를 보조

• 국제 보험관련 이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대안 개발

• 국제보험감독기구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에서 미국을 대표

• 주정부의 보험관련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결정

• 중요한 보험 이슈와 관련하여 주정부의 보험감독 당국과 협의

• FIO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보험산업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 수집하여 보고서 도출 (건강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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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소비자보호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of 
Financial Services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내용
• 채권 추심에서의 소비자 보호
• 모기지, 신용카드, 기타 부채의 완화 서비스로 부터 소비자 보호
• Pay Day Lending으로 부터 소비자 보호
• 자동차 판매, 리스, 할부 등을 모니터
• 기타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활동
• 감독 및 조사
• 소비자보호 관련 법 집행
• 불만처리
• 정책대안 제언
• 소비자 교육, 워크샵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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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소비자보호

•연방 정부 규제상(Code of Federal Regulation) 에서 보험판매와 관련된 소비
자 보호 내용 (CFR Title 12 Chapter 1, Part 14)
• 금지행위
• Anticoercion and antitying rules: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것 혹은 다른 관련기관으로 부터 구매하는 것을 조

건으로 대출의 연장 혹은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행위 금지

• Misrepresentation 금지

• Domestic violence discrimination 금지

• 공개해야 하는 정보
• 보험에 대한 정보 공개 (Insurance disclosure)

• 신용 공개 (Credit disclosure)

• 정보 공개 시점 및 방법

• 일반적으로 구두와 서면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초기 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해야 함

• 우편으로 계약하는 경우: 구두로 정보공개하지 않아도 됨

• 전화로 계약하는 경우: 서면으로 정보공개 내용을 제공하는 시기는 계약 개시 3일 이내

• 전자 매체에 의한 계약: 소비자가 이후에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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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소비자 보호

•연방 정부 규제상(Code of Federal Regulation) 에서 보험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내용
• 정보공개의 원칙

• 모든 정보 공개는 쉽고, 이해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제공해야 함

• 공개되는 정보는 의미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써서 소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함

• 글꼴과 글자크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소비자가 일기 쉽도록 함

• 여백과 줄간격을 넉넉하게 하여 소비자가 읽기 쉽도록 함

• 주요어는 굵은 글씨로 하거나 이탤릭체로 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도록 함

• 다른 글꼴과 그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도록 함

•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정보공개 문건이 존재함을 알리거나 요청시 문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두로 설명을 요청받
았는데 구두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의미있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전자매체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소비자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정보가 의미있게 공개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정보공개는 특정 상품에 광고나 판촉물에도 포함되어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소비자 확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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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소비자 보호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보험국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 12개의 Branch 와 4개의 Office 로 구성
• Consumer Services and Market Conduct: 소비자교육, 소비자 불만 처리, 보험관련 법률 집행, 보험회사의 경영

점검
• Health Policy and Reform: 주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개혁 및 건강관련 정책 개발
• Rate Regulation: 재물 및 상해보험 회사의 보험청구 분석, 보험 요율 관련 조사 및 분석
• Enforcement: 법규 위반 및 사기 등에 관한 조사
• Financial Surveillance: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검사
• Legal/General Counsel: 주정부의 보험법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 Special Counsel to the Commissioner
• Administrative Hearing Bureau: Commissioner의 사법적 권한을 돕기 위한 중립적인 청문회 제공
• Legislative: 입법관련 업무 담당
• Community Programs & Policy Initiatives: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 및 정책 입안 활동
• Communications and Press Relations
• Administration and Licensing Services
• Office of Civil Rights, Organizational Accountability Office,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Conservation & 

Liquid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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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험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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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험소비자보호

•Bank of England 
• 영국의 Financial Stability를 위함
• 화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제고

• 재정위기 상태에서 최후의 대출자이자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증진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 (Financial Policy Committee)

•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감독

• 금융사의 실패 시 문제를 해결

• 영국의 다른 금융감독기관과 협업

• Financial Policy Committee 
• 2013년 4월 1일 설치

• 영국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위험대처 능력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감
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영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지원함

•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Financial Stability Report 를 1년에 2회 발간

12



영국의 보험소비자보호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 의하여 Bank of England의 일부로 설립됨

• 목표
• 규제하는 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적절하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

• 효과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건전성 규제 내용
• Threshold Condition: 금융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 모든 금융사는 PRA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의 내용을 지켜

야 함

• Fundamental Rules: 8개의 rule로 기본적인 영업 행위에 대하여 규정. Integrity, due skill, care, and diligence, 
prudent manner,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effective risk strategies and management, maintain 
organization and control rule, disclosure, resolution strategy

13



영국의 보험소비자보호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2013년 3월 1일에 행위와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됨. 독립기구로 규제대상 기관의
기금으로 운영됨. 

• 목표
• 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 보호

• 경쟁 촉진

• 주요 활동
• 경쟁촉진

• 규제 집행: criminal, civil and regulatory enforcement power를 가짐

• 관리감독: Conduct Supervision/ Prudential Supervision 

• 규제 및 정책 제안

• 핸드북을 발간하여 규제와 관련된 주요 행위 원칙들을 제공함

14



영국의 보험소비자보호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ICOBS) 내용

•ICOBS 는 상위 차원의 영업행위 표준을 제공함

•주요 내용

• 적합성 (Suitability):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담(advice)의 내용이 고객에게 적합해야 함.

• 정보 공개 (Product Disclosure):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적합한 시기에 포괄적인 적
절한 정보를 제공받아 충분한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보공개는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적용되며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가격이 포함됨. 

• 불만 처리 (Claims Handling): 소비자가 제기하는 불만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 고위험 상품(Higher risk products): 순수 보장성 보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위험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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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험소비자보호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2013년 4월 6일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수행해
야 하는 의무를 명시함
• 고지 의무 (duty to disclose all necessary information)를 보다 폭넓게 규정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a misrepresentation)

• 소비자가 “합당한 주의 (reasonable care)”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 보험계약의 종류

• 보험회사가 제공한 서류

• 보험회사 혹은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질문을 명확하게 하였는가

• 보험판매원이 계약을 진행하였는가를 평가

• 소비자의 법률 위반은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됨

• 옴부즈만 서비스 제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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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험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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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품 안전, 소비자 기망행위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금융상품, 재무설계 관련 이슈
Money Smart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개인 자산 등기 관련 이슈 Australian Financial Securities Authority 

사기 피해 구제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전반적인 금융감독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통신 서비스 Australian Communications Consumer 
Action Network

개인 재무 정보 보호 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https://www.moneysmart.gov.au/
https://www.moneysmart.gov.au/


호주의 보험소비자 보호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구

• 1998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funding으로 운영

• 건전성 규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ASIC) 
• 금융전문가의 면허 (licensing) 담당

• 금융기관에서 소비자 보호 역할 담당

• 투자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규제

•General Insurance Code of Practice
•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율적 Code 

• 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서 코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과 소비자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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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험소비자 보호

•Financial System Inquiry에서 밝힌
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 프레임웍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in financial services)
•Prudential Regulation – APRA

•Non-Prudential Regulation
• Generic Consumer Regulation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에 근거

• Industry-Specific Consumer Regulation-
Corporations Act 2001 and the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에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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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fsi.gov.au/publications/interim-report/06-
consumer-outcomes/consumer-protection-framework-in-
financial-services/ 2016년 9월 20일

http://fsi.gov.au/publications/interim-report/06-consumer-outcomes/consumer-protection-framework-in-financial-services/


시사점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 각국의 금융 및 규제 환경에 따라 상이

• 중앙기구 존재

•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와 분리된 독립기구 존재

•금융소비자보호 내용
• 사전적 및 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정보제공 및 교육

•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 행위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보험소비자보호 원칙

20



시사점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G20 High Level Principles)
1.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틀

2. 감독당국의 역할

3. 소비자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룸

4. 정보공개와 투명성

5. 금융교육과 인식

6.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책임감 있는 영업행위

7. 사기와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자산 보호

8. 소비자정보와 사생활 보호

9. 피해규제와 불만 처리

10. 경쟁

• 참고: 2014년 World Bank Report “ Global survey on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literacy: Oversight frameworks and practice in 114 economics”에서 위의 원칙에 따라 서베이
결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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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금융소비자보호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언 (EU, 2014)
• 소비자는 언제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과 의사결정 이후에 정확하고 단순하며 비교 가능한 정
보를 제공받아야 함.
•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 단순함, 완전함임.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의무이며 그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완전하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하며 의사결정이 가져
오는 다양한 결과를 설명하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함. 이러한 설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명
확해야 함.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보통(일반) 소비자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으로 증진될 수 있음. 
•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설명적 규범(descriptive norms)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을 제

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금융분야에서도 이러한 설명적 규범의 제시나 최선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 제공이 금융의사결정을 제고시키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사결정(상품 구입)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재무상담
(financial advice)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재무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2



시사점

•금융소비자보호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언 (EU, 2014)
•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pro-active 
approach)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사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거나 미스터리 쇼핑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시

장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상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품이나
일반 소비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시장을 모니터할때, 거래비용이 매우 큰 상품을 파악하여, 금융거래 시 실질적인 비
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상품의 판매자들이 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보다 명확하고 실효가 있어야 함. 

• 소비자들에게 독립적이고, 빠르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분쟁조정 (해결) 방법이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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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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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력

• 금융교육의 핵심내

용 파악

• 전생애에 걸친 금융

교육

• 행동재무학 연구 결

과를 사용 (보통사람

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자문

• 독립적인 금융자문

• 자문이 필요한 상황

을 제시

• 자문을 제공하는 자

에 대한 감독

정보공개

• 정보공개의 시점

• 정보공개의 내용

• 정보공개의 형식

• 정보공개의 범위

• 쌍방향정보공개

의무

상품 규제

• 건전성 규제

• 거래비용 고려

• 문제해결의 방안 및

방향 고민

• 보험소비자 보호의 틀 (Sandlant, 2011 참고)
•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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