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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논의를 중심으로 1)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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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통합감독체제와 소위 트윈픽스(Twin-Peaks)체제 중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트윈픽스체제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
독기구가 동일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감독체제를 말한다. 트윈픽스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트윈픽
스체제 하에서는 각 감독기구가 명확히 정의된 각자의 목표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 논문제출일: 2012. 10. 31. 심사개시일: 2012. 11. 9. 게재확정일: 2012. 11. 16.
*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사)은행법학회가 공동주최한「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
(2012.10.26.,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 PPT의 일부를 논문화한 것임.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gjyang@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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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트윈픽스 감독체제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을 제기하고, 나아가 좀더 개선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는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금융감독체제, 금융감독기구, 통합형감독기구, 쌍봉형감독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

Ⅰ. 머리말
Ⅱ. 금융감독의 책임성․효율성 요건에 비춰
본 쌍봉형 도입논의 검토
1.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상황 및 현행 금융
감독체제 개편의 선택방향

1.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 및 관련 법
안의 동향
2.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Ⅳ. 맺음말

Ⅲ. 통합금융감독기구 하에서의 금융소비자보
호 제고방안

Ⅰ. 머리말
금융감독기구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크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거시건전성에 관한 이슈 및 금융상품
의 판매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의 보호 이슈로 나뉠 수 있다.
2008년 미국에서부터 촉발될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중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때와 달리 거시건전성 문제는 비교적 대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금융소
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근래 문제된 금융소비자
보호실패의 사례로는 현재에도 진행형인 키코(KIKO), 주가연계증권(ELS)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들 수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문제가 거의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원인의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임에서 비롯된 환율과 주가
의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제약조건도 무시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
호의 중요성에 관한 철학 및 분쟁해결방법을 포함한 관련 법적 인프라 등이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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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그간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가 화두가 되었고 이를 위하여 현
행 금융감독체제를 손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는 (i)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기관 간의 권
한·책무의 재검토 문제 및 (ii)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의 금융감독
기구 내부의 구조설계 개편 문제가 있다. 후자의 문제 중 현행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의 기구에 서로 다른
기능, 즉 건전성 감독기능과 영업행위 감독기능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두 기능이 그 유인(誘因)상으로 매우 구별되는 기능이므로 이 두 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1)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입이 주장되는 소위 쌍봉형 접근방식
(twin-peaks approach)은 금융감독기구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로
분리된 형태를 말하며 이 경우 영업행위감독기구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함하
며 단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금융감독개편체제는 매우 방대한 논의이므로, 이 글에서는 협의의 금융감독기구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쌍봉형 감독기구 방식의 타당성 및 그 대안에 한정하
여 검토한다.

Ⅱ. 금융감독의 책임성․효율성 요건에 비춰본 쌍봉형
도입논의 검토
1.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상황 및 현행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선택방향
(1) 주요국의 금융감독기구체제 개편 상황
주요국의 금융감독기구체제 개편 상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예컨대, 전성인, “유인부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방안,” SIRFE Occasional Paper 09-P07, 서울대학교 금융
경제연구원 (20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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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금융감독기구체제 개편 상황2)
국가

2008년 현황

개편 상황

미국

기관 및 기능별 감독체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CFPB) 설립
․거시건전성정책 조정기수(FSOC) 설립

영국

통합감독기구

․쌍봉형 체계로 전환(FSA를 PRA 및 FCA로 분리 설립)
․영란은행이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동시 담당

독일

BaFin에 의한 통합감독
분데스방크가 은행감독

․은행감독권은 분데스방크에 집중될 예정

기능․기관별 감독체제

․통합 건전성감독기구(ACP)의 설립
․ACP 및 AMF(Autorite de Marches Financiers; 금융시장청)
으로 구성된 사실상 쌍봉형체제

쌍봉형감독체제(APRA 및 ASIC)

․불변

뉴질랜드

기능․기관별 감독체제

․쌍봉형감독체제(RBNZ와 FMA로 구성)

스위스

기능․기관별 감독체계

․통합감독기구(FINMA) 설립

캐나다

은행․보험 감독기구의 통합(OSFI)
FCAC는 소비자보호기구

․불변

통합감독기구체제

․불변

프랑스
호주

일본

위 표에서 보이듯이, 호주는 쌍봉형 감독체제를 취하여 왔고 영국은 쌍봉형 감독
체제로 이행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종전에 기능․기관별 감독체제를 취
하다가 이를 통합·개편하면서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를 선택하였다.
반면 일본은 통합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종전의 기능·기관별 체제
에서 통합감독체제로 이행하였고, 캐나다는 감독기구를 통합형으로 유지하면서 소
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감독체제가 매우 복잡한 미
국은 종전의 감독체제를 유지하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과 거시건전성정책 조정기
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였다.3)

(2) 금융감독기구에 관한 개편의 방향
2008년 출범한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정책권을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분
2) 윤석헌 외 5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정책심포지
엄 (2012.6), 22면의 <표 II-1> 인용. 출처: http://www.kmfa.or.kr/ [이하 금융학회 자료].
3) 미국의 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미국이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Fed, FDIC)과 증권시장에 대한 행위준
칙 감독(SEC)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왔고 금융위기 후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성인, 앞의 논문, 18면 각주 14면;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영업행위 규제는 특별히 통
합하지 않은채) 종전의 기관별 규제방식 하에서 각 감독기구에 산재되어 있던 여신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기능만을 통합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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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방
식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적극적․가시적인 금융정책 기능에 보다 소극적이며 비
가시적인 금융감독기능이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는 지적4)을 받아왔다.
또한 통합 감독기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합의제행정
관청), 금융위원회사무국(공무원 조직5)), 금융감독원(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 다층
구조를 갖는 감독기구에서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통일된 정책을 펴기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기구의 누층구조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유지할 것도 감안하여야 한다.6) 구 방송위원회 사례7)
를 참조하면 통합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 현재의 금융감독원 조직
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순환보직을 피하고 충분한 급여수
준 유지에 기한 충원유리 등 전문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현행 금융위원회에서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여 금융감독원 내의 위원
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의 위
원 구성도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선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8)
이상의 검토내용을 고려하면 현행 감독기구의 체제를 다음 [그림 1]와 같이 개편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4) 대표적으로 고동원,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성균관법학」 제24권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9면.
5)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인원이 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인원과 흡수·개편되었는데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므로 행정부 내의 다른 부서와의 인사교류가 가능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전문성의
확보에 미흡할 수 있다.
6)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자는 의견으로, 고동원, 앞의 논문, 460-461면 및 김상겸,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31권 제3호, (2003), 118면.
7)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방송위원회(민간조직)와 (구)정보통신부(공무원조직)가 합쳐져서 2008년2월에
탄생한 조직이다. 이때 (구)방송위 소속직원들(약 150명)의 일반직 공무원 일괄 전환 후 청와대 일일
업무보고 등 독립성 침해사례 속출, 경직된 조직문화, 낮아진 급여 등으로 상당수 이직하였다고 보도
된다. KBS 미디어포커스 2008.5.17. 및 한국일보 2008.5.22 및 이데일리 2008.6.27.(김우찬, “금융감독체
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PPT)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 경실련 및 (사)경
제정의연구소 (2012.6.25.), 15면에서 재인용).
8) 누층구조의 해소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깊이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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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체제 개편(안)9)

[그림 1]에서 제시된 개편안과 같이 금융정책은 새로운 재정경제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협의의 금융감독기구의 구조를 재편할 경우 크게 통합형(제1안) 및 쌍봉형(제
2안)의 선택안이 주어질 수 있다.10) 통합형 유지와 쌍봉형 개편 중 어느 쪽이 금융
감독기구의 바람직한 조직설계방안일지의 판단은 이하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
의 요건에 비추어 검토한다.

(3)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가 갖춰야 할 요건
1)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가 갖춰야 할 요건
Quintyn에 의하면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및 무결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11) 독립성은 규제수립의 자율, 감독상 자율, 기구운
영의 자율 및 예산상 자율 각 측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12) 또한 책임
성은 감독기구 감시 기능의 대중 개방, 감독행위의 적법성 확립, 감독기구의 정치․
9) 원승연,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한국금융학회 2011년 정책심포지엄 (2011.5), 6
면의 그림 1을 축약․수정한 것이다.
10) 외환위기 이전의 기관별 감독체제로의 복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였다.
11) Marc Quintyn, “How Much Independence for Supervisors in Financial Market Regulation?,” QFinance,
available at http://www.qfinance.com/
12) Ibid.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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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기이익에의 포획방지, 유관기구와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의 지속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13) 투명성이란 감독기구의 목적, 구성, 결정내용 및 그 논거, 보유
자료 등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제공되는 환경을 말한
다.14) 그리고 무결성(integrity)이란 감독기구의 임직원이 사익에 양보함이 없이
해당 기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메커니즘(set of mechanisms)
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청렴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Quintyn이 언급한 이상의
4가지 요소에 덧붙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가할 수 있다.
과연 우리 금융감독기구가 이상의 바람직한 감독기구의 전제요소를 구비하였는지
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고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감독기구가
갖춰야 할 이상의 6가지 바람직한 요소 중 감독기구의 조직설계방식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통합형 및 쌍봉형 체제의 논란은 책임성과 효율성 요소와의 관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합형과 쌍봉형 중 어느 방안이 감독기구의 책임성과 효
율성을 확립·유지․강화하는 데에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책임성의 관점에서 감독기관 간 규제중복이나 규제사각이
존재하는지, 효율성 관점에서는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의 두 목적을 한 기구
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기구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경우 어느 쪽이 목적관
련성 관점 및 방법·결과론적 관점에서 효과적일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
서는 쌍봉형 감독기구 체제의 도입에 관련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책임성과 효율성 요
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2) 금융감독의 책임성 요건
Quintyn에 의하면 책임성 구현을 위한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i) 공중
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하고(public oversight), (ii) 감독행위의 적법성
(legitimacy of the agency) 확립을 위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다양한 메커니즘
(accountability mechanism)이 필요하다.15) 또한 (iii) 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대
한 무결성(integrity of regulatory governance) 확보와 관련하여, 정치인이나 피규
제자에 의하여 포획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정치포획 및 산업포획 상태가 아닐 것),
13) Ibid. pp.4-5.
14) Ibid. p.5.
15) Ibid. pp.4-5; 이 점에서 독립성과 책임은 상충이 아닌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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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익 포획(self-interest capture)에서 자유로워야 한다.16) 이 경우 자기이익
포획에는 감독자의 권한 남용은 물론 "내 임기 중에는 안 돼(not on my watch)"와
같이 사태의 수습지연 행위도 포함된다.17) 나아가 Quintyn은 (iv) 감독기구의 성
과향상(agency performance)도 책임성 요소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책
임성에는 통제와 처벌만이 아니라 성과향상도 포함되며 정책기능을 갖는 정부부처
와 감독기구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호 피드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18)
즉 금융감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조정(coordination)은 금융
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이며 사전적인 실책 방지를 통해 성과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19)

3) 금융감독의 효율성 요건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는 판단하려면 감독(규제)에 수반되는 효익·비
용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의 규제비용은 눈에 보이는 비용에 제한
되지 않고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산정되며 다음 [표 2]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2] 규제비용20)

제도적 비용
준법 비용

구조적 비용

규제기관 운영비용
감시비용
피규제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
경쟁의 저해
혁신의 질식
소비자 선택의 강요에 기한 비용초래
묵시적 계약에 기한 도덕적 해이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규제확대(regulatory escalation)
공공선택의 문제(public choice theory problems)

일반적으로 규제비용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견 감독기구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16)
17)
18)
19)
20)

Ibid. p.5
Ibid.
Ibid.
Ibid.
김규영·양채열·이창호·조담 공역, 「금융규제: 이유, 방법 및 방향」, 학지사 (2002) [원저:
Goodhart, Charles, Philipp Hartmann, David Llewellyn, Liliana Rojas-Suarez, and Steven Weisbrod,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1998)], 193면 <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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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비용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피규제회사에 부과되는 규제준수 비용은 물론, 나
아가 도덕적 해이, 규제포획, 규제확대와 같은 구조적 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비용의 산출시에 오히려 가시적이지 않은 준법비용이나 구조적 비용이 지속적
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더 문제될 수 있다.

(4) 쌍봉형 금융감독기구의 특성
현행 통합감독기구의 틀을 유지할지 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쌍봉형 감독기
구 체제로 개편할지의 판단은 일도양단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며 각 형태의 감독기구
의 장·단점을 함께 살피고 비교하여야 할 문제이다.
쌍봉형 접근방식 주장의 핵심 논거는 금융감독의 대상인 각 금융회사의 특성이 다
르므로 금융감독기구도 이에 따라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규제기구로 분리하자
는 것이다. 즉 쌍봉형 감독기구의 도입 찬성론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규제라는 각
감독목적의 차이에 주목한다. 쌍봉형 감독기구 도입론은 비대한 복합 조직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며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목적이 부여된 통
합감독기구에 비하여 오히려 잘 정의되고 잘 이해된 목적이 부여되고 책임성이 부여
된 감독기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다.21)
쌍봉형 감독기구의 도입을 주장한 Wallis 보고서는 이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
하여, (i) 별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개별 기구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최선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ii) 금융시스템과 규제체제에서의 그간 발전과정을 감안
하면 현 단계에서는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규제기구의 기능과 접근방식을 복합
(fusion)시키는 것은 섣부를 수 있고, (iii) 건전성감독권 및 영업행위규제권을 모두
행사하는 통합감독기구는 과도하게 권한이 셀 수 있으며, (iv) 건전성감독기능 및
영업행위규제기능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완전하게 효율성을 갖는 통합기구로 결속
되기가 곤란할 수 있다고 한다.22)
이상을 고려하면 금융감독기구의 형태를 쌍봉형으로 취할 경우 다음 [표 3]과 같
은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다.
21) HIH Final Report, Sec.8.3. 이는 일정범위의 책임성을 갖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조직은 효율성이 떨
어질 수 있고 과도하게 관료적이며 unresponsive해질 수 있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Ibid.
22)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 Report」(Wallis report),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Mar. 1997), p.545, available at http://www.fsi.treasur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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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쌍봉형 감독기구의 장·단점 비교
장점
- 현행 감독기구를 기능별로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로 분리·설치
▪ 통합감독의 포기비용 대비 금융소비자 보
호가 훨씬 제고될 것을 기대
-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독점을 타파할 수
있음
▪ 두 기구 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의 강제는
양해각서(MOU) 등의 대안을 통하여 가능
- 영업행위감독기구에 시장규제 및 소비자보호
를 강화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부여할 수
있음

단점
- 유기적∙통합적 감독의 지속성
▪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간의 유기적∙통합적 감독 가능
성 우려
▪ 통합감독의 포기비용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제고
될지 우려
- 중복규제 또는 규제사각의 문제
▪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
을 경우 규제간섭 또는 규제사각 현상 우려
- 규제준수비용
▪ 감독기구 수의 증가로 피규제대상인 금융회사의 준수비용
이 증가
- 정보교환의 문제
▪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간 원활한 정보교환에
지장이 있을 우려23)

(5) 구체적인 쌍봉형 감독기구 개편(안)의 검토
1) 쌍봉형 감독기구 개편(안)
이하에서는 쌍봉형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제안
된 금융학회의 안에 대하여 소개 및 이를 검토한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쌍봉형 감독기구는 크게 금융건전성감독원(이하 ‘건감원’)
과 금융시장감독원(이하 ‘시감원’)으로 나뉘며, 영업행위 규제는 시감원이 맡되 금융
회사의 재무 건실성에 관한 건전성 감독은 건감원과 시감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 경
우 어느 금융회사를 건감원이 또는 시감원이 담당할지의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소
위 금융시스템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업종 성격상 시스템위험초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
사(significant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Type 1 금융회사로 보아 건감원이 건전성감독을 수행한다. 또한 그 외의 경우를
Type 2 금융회사로 하여 시감원이 건전성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3) 건감원 보유정보 중 부정적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예상치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유정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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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쌍봉형 감독기구로의 개편(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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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준별의 용이성 여부
①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준별 가부
쌍봉형 체제 하에서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소비자보호규제 포함)를 용이하
게 구별할 수 있어야 건감원과 시감원 중 어느 기구가 담당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양자 규제의 구별이 많은 경우 모호한 선상에 있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주택
24) 금융학회 자료, 51면 및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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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비율을 규제하는 LTV 또는 DTI 규제의 경우 과도하게 담보를 잡고 빌려주
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건전성규제가 된다. 반면 LTV나 DTI와 같은 규제는 과열된 담보대출 영업행위를
일정부분 방지하고 장래의 상환능력이 불충분한 차입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영업행위규제에도 해당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금융규제가 어느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즉 두 감독기구가 서로 감독을 하려고 하는
감독중복 또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감독누락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감독중복의 경우 동일한 규제가 시감원과 건감원 모두의
소관이 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회사의 입장에서 규제준수비용(준법비용)이 증가된
다. 오히려 양 기구간의 협의 불충분에 의한 감독누락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
는데 이 경우에 해당 현상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두 감독기구
간의 감독중복이나 감독누락이 발생할 경우 서로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책임성 확보
가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에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감독서
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선의의 규제경쟁이 벌어질 지도 의문이다. 서로 대등한 입장
의 두 기구 간에 사안을 그때그때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의 감독기구에서
한명의 수장이 처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안 대처에 적시성이 떨어져서 그만큼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25)
② 쌍봉형 감독체제 하의 감독실패사례
쌍봉형 감독기구 체제를 채택한 호주의 경우 건전성감독을 담당하는 APRA와 영
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ASIC이 1998년 7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호주에서
도 양 감독기구가 적시감독을 소홀히 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없는 것
이 아니다.
호주의 보험회사 업계 2위이던 HIH 보험회사는 2001년도에 약 53억 AUD로 호
주 역대 최대의 파산규모로 파산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APRA의 적기대응 실패,

25) 건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로 설립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한 건전성감독권
한의 경우 이를 굳이 분리하여 시감원에 부여하자는 금융학회(안)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규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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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A와 ASIC간 의사소통 결핍 및 ASIC의 소비자보호 실패가 거론된다.26) 이에
관한 원인조사를 수행한 HIH 왕립위원회(HIH Royal Commission)는 APRA와
ASIC의 책무와 이해관계가 일정정도 중복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APRA와 ASIC의
각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하여 더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순위의 해결과제
로 언급한 바 있다.27)
또한 호주에서 2009년에 Trio Capital라는 연금운용사가 무너졌는데 피해규모가
약 1억 76백만(AUD)이며 피해자의 수 역시 6,090명에 달하는 호주 역대 가장 대
규모의 퇴직연금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ASIC과 APRA 모두 외부고발이 있기 전에
Trio의 사기행각을 포착하지 못하였다.28) Trio가 다양한 도구(conduit)를 통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연금운용사를 감시하기 위한 회사 내․외부의 다양
한 파수꾼(gate keepers)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APRA
의 적기대응 실패 및 ASIC간 의사소통 결핍이 문제되었다.29)

3) 건전성감독관할 분리의 타당성 검토
① 금융투자업자 등의 건전성감독의 관할
금융학회(안)은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수신기능을
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시스템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서 SIFI가 아닌
경우에는 시감원이 건전성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Type 2로 분
류된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특정 방향성을 띤 집단행동(herd behaviour)을 보일 경
우 금융시스템에 큰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예의 대표적인 경우가 모기지
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과다대출행위, 그리고 이들 모기지를 유동화하여 투
자은행(IB)들을 위주로 너도나도 부채담보증권(CDS)을 발행한 행위는 일종의 쏠림

26) 전반적인 조사에 의하면 당시 APRA는 관련 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였고 적시 대응을 하지 못
하여 HIH 파산에 큰 책임이 있으며, ASIC 역시 HIH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여 금융소비자(보
험계약자 및 HIH 투자자들)를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었다. HIH Royal Commission, 「Report of
the HIH Royal Commission」 (May 2003), vol.I(a corporate collapse and its lessons) available at
http://www.hihroyalcom.gov.au/finalreport/index.htm
27) Ibid. Part III(Directions for the future) Sec.8.3.
28) 예컨대 2004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APRA는 Trio가 운영하는 Astarra Strategic Fund(ASF)에 대하여
적어도 5차례의 건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Parliament of
Australia, 「Inquiry into the collapse of Trio Capital and any other related matters」, (2012.5), Sec. 4.22
29) 자세한 것은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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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미국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것이다.
아래 [표 4]는 재무적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유형에 대해 분
설하고 있다.

[표 4] 시스템 전이효과(systemic spill-over effect)의 4가지 유형30)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어느 특정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 전이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규모는 작으나 특이요인(idiosyncratic factors)에 의하여 촉발될 경우 큰 그룹의 일
부와 마찬가지로 함께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상호연관된 변동성으로 인하여 시스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31)
그다지 레버리지가 높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미시건전성규제가
중요하나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는 필요 없는 경우32)
규모가 작고 레버리지도 높지 않아서 최소한의 영업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한 경우

또한 우리 현실에 특유한 제도로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자금이체업
무를 허용함으로써(자본시장법 제40조제4호)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 접근권을 취득한 금융투자
업자는 시스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3)
② 금융지주회사 건전성감독의 관할
금융학회(안)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건감원이 건전성감독 관할권
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주회사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동법상의 금융지주회사 중 산하에 은행자회사나 보험회사자
회사를 갖고 있지 않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1항제
6의4호). 금융투자업자를 Type 2 금융회사로 보는 금융학회(안)에 의하면 금융투
자지주회사의 경우 SIFI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시스템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금융투자지주회사 역시 Type 2로 분류하여 건감원의 건
30) Markus Brunnermeier, et al,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Geneva Report on the
World Economy -preliminary conference draft), ICMB, 2009, p.24.
31) 예컨대 헤지펀드의 경우 개별 미시건전성 규제는 중요하지 않으나 몇몇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
다. Ibid. p.24.
32) 보험회사나 연금펀드와 같은 경우이다. Ibid. p.24.
33) 한국은행 문건은 금투사의 자금이체 업무는 통화신용정책의 목표(금융안정), 정책의 수단, 파급경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긍정한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조재현(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
사 자금이체 업무의 이해와 주요이슈,” (PPT 자료) 한국은행, (2010.7.2.), 24면. 출처:
http://public.bokeduc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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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감독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시감원의 건전성감독관할로 하
는 것은 의문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감독관할과 그 자회사인 여신전문금
융회사나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감독관할이 분리할 경우, 하나의 지주회사로서 통
합적인 건전성감독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 역시 의문이다.
③ 건전성감독권 배분의 재고(再考)
금융학회(안)은 시스템 위험의 초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감원 및 시감원에
피규제회사를 분류·배정하고 있다. 이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으나 최근의 시스
템 붕괴현상을 감안하면 굳이 건전성감독관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근
래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앞의 [표 4]의 B 타입의 금융회사도 집단행동을 통하여 시
스템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오늘날 특히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시장의 발달에 따라 은행 및/또는 비은행 간에 위 상품을 통하여 복잡
하게 얽히면서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
라 어느 한 금융회사의 재무위기가 일촉즉발로 다른 회사의 위기로 번짐으로써 사실
상 시스템 붕괴에 이르는 것을 지켜본 바 있다. 예컨대,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에서
여러 투자은행들이 동질적인 행보(집단행동)를 보였고 이 현상이 전체 시스템의 붕
괴를 초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속하는
신용카드회사가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하는 바람에 부실여신의 덩치를 키움으로써
전체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우리나
라 모두에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학회(안)처럼 건감원 및 시감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건전성감독권을 배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종전 기관별 감독기구의 통합 이래 통합
감독기구가 이제껏 시도해왔던 규제차익을 줄이려는 시도-같은 이슈에 대하여 가급
적 동질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줄이려는 시도-에 저해가 될 수 있고, 건
감원과 시감원이 별도로 설립될 경우 각각 건전성관할을 갖는 피규제회사들에 대해
규제의 설정이나 규제의 집행이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34)
또한 건전성감독의 적정성은 해당 금융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
호에도 밀접한 관련성35)이 있는데, 두 감독기구 간의 건전성감독의 중복·누락이 예
34) 나아가 피규제회사가 건감원과 시감원에 내용은 같으나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복수로 제출해야
할 경우 그만큼 규제준수비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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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제고 효과도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변
액보험상품이나 은행의 ELS 판매와 같이 여러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복합상품의 경
우 쌍봉형 체제에서도 동질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4) 소결
건전성감독의 목적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다.36)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의 대고객 영업행위37)가 적절한지 그리고
영업관행에 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관련되며 그 목적은 소비자보호에 훨
씬 주목하고 있다.38) 즉 건전성감독이 영업행위규제와 일견 다르긴 하지만 양자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목적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미시건전성 감독 및 영업행위 감독이 모두 원활하여야 하며, 건전
성 감독 및 영업행위 규제는 그 자체가 목적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성을 갖는다.
이상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조직은 어느 하나의 형태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Wallis 보고서를 통하여 쌍봉형 감독체제를 제안한
Taylor 역시 감독기구의 구성에 단일한 해법은 없으며 규제의 구조는 해당 국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9) 오히려 Taylor는 금융감독의 가장 핵심
적인 목적을 “시스템 안정성”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미시․거시건전성감독기구 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피규제회사의 법적 형식에 불문하고 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40) 이처럼 감독기구의 조직 설계에서 시스템위험을 관
35) 예컨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
지에 문제가 없어서 제때에 상환이 가능하였다면 지금처럼 불완전판매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
을 것이다.
36) Christian Hawkesby,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the Question of Institution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Selected Issueds for Financial Safety Nets and Market Discipline, Centre for Central
Banking Studies, Bank of England (May 2000), p.100, available at http://www.bankofengland.co.uk/
37) 고객에 대한 정보공개, 정직성, 무결성 및 공정한 영업관행 등을 말한다.
38) Hawkesby, Ibid. p.100.
39) 심지어 복합금융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기관별 감독기구 구성도 적절할 수 있다고 한다
Michael Tylor, “Regulatory reform after the financial crisis: twin peaks revisited,” PPT presentation for Law
and Finance Senior Practitioner Lectures, (2011.2.16), p.16(lesson 6), available at
http://www.law.ox.ac.uk/event=10961
40) Ibid. p.17(less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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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스템 위험을 어떠한 구조를
갖는 감독기구(통합형 또는 분리형)가 더 효과적으로 인지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바 없다.41)
그런데 쌍봉형체제로 이행하여 현행 감독기구를 건감원과 시감원으로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수평적인 의사소통, 정보의 개방과 운영의 투명 등 제반 환경이 충분
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문화42)에서 양 감독기구 간에 과연 정보를 적시에 충분
히 교류하고 솔직히 현안을 토의하는 감독문화가 정착될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
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통합감독기구 체제에서는 모든 금융감독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수행되므
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규제 간의 조정 문제가 덜 문제가 되며43), 복수의 감독
기구 운영에서 오는 비용 절감은 물론 더 크게는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비용을 줄
임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구현할 여지가 있다.44) 그뿐만이 아
니라 쌍봉형감독체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복 감독 위험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
(regulatory gap)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45) 나아가 다양한 금융부문에
걸쳐서 감독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불균등성(unevenness)에 대하여는 물론, 전
통적인 사업영업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대규모 금융회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이 된다.46)

41)
42)
43)
44)
45)
46)

원승연, 앞의 논문, 7-8면.
김홍범,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지식산업사, 2004), 113면.
HIH Royal Commission, op cit, Sec. 8.3.
Hawkesby, op cit, p.116.
HIH Royal Commission, op cit, Sec. 8.3.
IMF(1999)(requoted from Hawkesby, p.109); 통합적인 건전성감독기구를 둘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감독
을 맡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비하여 중앙은행과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는 소비
자 보호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Ibid.
p.110; Hawkesby는 중앙은행과 별도의 금융감독기구를 두는 것이 감독자원을 보다 효유적으로 배치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건전성감독기구가 소비자보호에 좀더 치중하게 된다면 (금융회사의 효율
성을 저감시킴으로써) 간접적인 감독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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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합금융감독기구 하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제고방안
1.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 및 관련 법안의 동향
(1)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의 배경에는, 현행과 같이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금융
회사와 건전성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
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
적이 있다. 즉,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건전성감독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KIKO(Knock In Knock Out)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불완전 판매 과
정에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서 금융감독원이 피해 발생
확대 저지와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논의배
경이 된다. 이에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
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
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
서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도 그
러한 논의에 힘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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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사례47)
미국

영국

o 2010.7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
법」을 제정,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
하여 은행‧비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o 2012.1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
스법안 의회 제출,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를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는
감독체계 개편 추진

-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
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제정, 감독, 검사․제재업무 수행
-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독립기구 수
준의 독립성 보장

- 건전성 감독은 영란은행 산하에 설치되는 건전성감
독원(PRA)이 담당
- 소비자보호감독은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담당(설립 추진 중)
o FCA는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규제를 수행하
며, 금융상품 개발과정 개입․규제, 부적합 판매행위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제위반시 경고 및 혐의사실 공표 등 권
한 행사

(2) 관련 법안의 동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크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위
원회 설치법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현재 (가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
정(안)48)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는「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금융위설치법(안)’)4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을 판매함에 있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금
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50)
47)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12.9),
5면 수정․인용, 출처: http://likms.assembly.go.kr/
48) 의안번호 1900573 (제안자 정부,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2012.7.6.).
49) 의안번호 1900572 (제안자 정부,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2012.7.6.)의 법안에 한정한다. 현재 금융위설
치법(안)은 의안번호 1901576 및 의안번호 1901537의 두 개의 다른 법안이 계류 중이나 분쟁조정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에 한정된다.
50) 이 글은 감독기구의 조직설계에 주목하기로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좀더 일찍이 도입되었어야 했
었다. 예컨대 현재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필요적으로 분쟁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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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위설치법(안)은 금융분쟁을 담당하게 하고 금융소
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법
(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 분쟁 조정, 금융소
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
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사권 및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의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법(안) 제57조의9 및 제57조의10 신설). 이러한 금융위설치법(안)
(의안번호 1900572)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업무․권한․예산 등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여 준(準)독립
기구화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
을 확보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반면 제18대 국회 의원발의안은 별도의 외부법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에서의 의원발의안과 현재 심의중인 정부
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처리가 중지되도록 되어 있다(금융위설치법 제56조). 이에 따라서 KIKO 분쟁의 경우 원활한 분쟁조
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수가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법정공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KIKO 분쟁현황
은 다음과 같다. 출처: 서울경제, “[파이낸셜 포커스] 소송에 몸살 앓는 은행,” (2012.5.20.)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
주요 시중은행 분쟁조정 신청현황
(1/4분기 현재, 단위: 건)
국민
하나
외환

94
28
29

신한
우리
기업

54
82
20

주요 시중은행 소송현황
(2011년말 현재)
구분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기업

제소건수
86
777
60
583
1006
503

피소건수
172
179
195
136
13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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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18대국회 의원발의안 및 현행 정부안의 비교51)
구분

박선숙의원안
(2011.7.13)

김영선의원안
(2009.9.2)

권택기의원안
(2009.11.9)

계류중 정부안
(2012.7.6)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금융위 설치법

금융위 설치법

금융위 설치법

설치
형태

별도법인

별도법인

별도법인

금융감독원 내
準 독립기구

업무

․불만처리, 피해구제
․분쟁조정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정책연구
․금융상품 내용․거래조건
조사․분석
․금융교육 등

․불만처리,피해구제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정책건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사․연
구
․금융교육 등

․민원처리,분쟁조정
․금융관련 분쟁조정
․금융기관 금융상품 판매
․민원처리
행태 감독․검사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정보 제공
․조사․연구 등
․금융교육 등

임원

․원장･부원장 포함 10인 ․원장, 부원장, 이사 7인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
이내 이사
이내
내
․원장 1인, 부원장 1인
․감사 1인
․감사 1인
․감사 1인

재원

․정부출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운영수입금
․운영수입금

권한

별도규정 없음

․정부출연금
․운영수입금

․업무수행 관련 규칙제정권
․영업행위 감독 및 명령․
지시권
․자료제출요구 및 서면․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
지조사권
출 요구권
․금감원에 대한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요구권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요청권

별도 규정 없음
(금감원 수입으로 충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
출 요구권, 사실확인조사
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사실확인요청권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장에 대한 조치건의권

위 [표 6]에서 보이듯이 계류 중인 정부안에 의하면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은 현행
대로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 및 제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제18대 의원발의안처럼 외부법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의 구성방식, 기관 설립·운영에 소요
되는 재원(財源), 관련규칙 제정권 부여 여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요구)권의 부
여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 권택기의원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나

51) 국회 정무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14면(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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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규칙제정권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
사권까지 부여하는 소위 쌍봉형 체제를 취하고 있다. 권택기의원안은 다른 의안에
비하여 실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하자는 목적으로 이해되나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쌍봉형 체제로 개편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금
융소비자 보호가 그 이상으로 실효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여
겨진다.
또한 단순히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만을 금융감독원 밖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할 경
우에는, (i) 감독기구 이원화로 검사중복 및 분담금의 이중부담에 의한 규제준수비
용 증가가 예상되고, (ii) 금융소비자 보호이슈에 관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입장이 대립할 감독의 혼선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며, (iii)
건전성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업무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보완관계에 따른 시너지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52)

2.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1)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현황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금융감독원 조직도53)

52) 국회 정무위원회, 위의 검토보고서, 11-12면.
53) 금융감독원, “2012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 실시,” 보도자료(2012.5.3.), 5면,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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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대한 질책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조직 필요성을 절감하여
금융감독원은 금년에 조직을 개편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처(처장: 부원장보급)는 다른 감독․검사국처럼 부원장 휘하에 두지 않고 원장
직속 부서로 두고 있다.54)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관장하는 소비자보호총괄국
을 별도로 만들어 민원조사, 분쟁조정, 금융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민원
조사실, 금융교육국, 분쟁조정국을 소비자보호총괄국 내에 설치하였으며 금융소비
자보호실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두고 있다.

(2)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별도기구 설치 여부
앞의 [표 6]에서 소개하였듯이 18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박선숙의원안이나 김영
선의원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감독기구 밖에 설치하고 영업행위
감독권은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협의의 금융소비자보호기능(교육, 민원처리, 분쟁
조정 등)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통합감독기구의
기능에서 협의의 금융소비자보호기능만을 뽑아내어 별도 기구로 운영하자는 것으
로, 호주의 쌍봉형 감독체제와 확연히 다르나 별도기구라는 면에서 캐나다의 감독체
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과 캐나다의 금융소비자청(FCAC)는 자국의
건전성감독기구와는 별개 기구로 설립되어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지만 양자의 권
한․임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ASIC은 금융회사가 대(對)
금융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법규준수 여부의 감시권 외에도 금융시장의 무결성 보장
을 위한 규정 제정권, 허위 공시서류를 제출하여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행위의 중지
권 등을 갖는다. 반면 캐나다의 FCAC는 피규제 금융회사의 연방법규 준수에 관한
감시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FCAC를 쌍
봉형 감독체제에서 말하는 영업행위감독기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55) 캐나
54) 금융위원회 사무국의 경우 금융소비자과를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하에 중소금융과 및 서민금융과와
함께 두고 있으며 다른 국(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과 함께 사무처장 휘하에 설치되
어 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http://www.fsc.go.kr
55) 구체적으로 FCAC의 책무는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 의하여, 연방차원의 피규제
금융회사가 연방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피규제 금융회사가 법규와 영업행위 자율규칙 및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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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은행 및 보험회사에 관한 감독을 연방 건전성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OSFI)56)
에게,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책무를 또다른 연방기구인 FCAC57)에게 배분하면서,
증권회사의 감독은 주(州)당국의 감독관할로 하는 체제(부분통합형)를 취하고 있
다.58)
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 그 취지가 규제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
려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부여된 소비자보호목적의 충실한 수행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기구에 건전성감독기구에 대등하는 독립성과 지위를 부여
하여야 할 것이나, 기구가 일단 설립되면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속성을 가져서 사실
상 검증되지 않은 쌍봉형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기구가 별도로 건전성감독기구 밖에 설립될 경우에는 양자 간의 의견교류 원활
화 장치를 반드시 두고 이행상황을 검증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59) 그러
나 건전성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이 일도양단적으로 구분되기 곤란하다는 점에
서 양 기구 간에 민원 중복제기, 기구간 관할분쟁 및 일부기구로의 민원쏠림현상 등
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56)
57)

58)

59)

수행하기 위한 정책․절차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자율적인 행동강령과 공약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
링하며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시․객관적인 정보
와 도구를 제공하며, 시장의 추세나 돌발이슈가 금융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FCAC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fcac-acfc.gc.ca/; 반면 ASIC의 책무는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의 유지․개선 업무, 투자자와 소비자의 금융시스템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절차규제에 관한 법의 효과적인 준수를 관리하며, 입수되는 정보를 신속․효과적으로 수령․처리․저장
하며, 금융회사에 관한 정보를 집행가능한한 가급적 조속히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
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ASIC이 부여받은 권한은 회사 등의 등록권, 인허가권, 관장하는 법령조
항의 적용배제권, 회사 등의 정보를 대중이 접근가능하도록 유지, 금융시장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규정 제정, 기만적인 공시서류를 제출하여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행위의 중지, 법규위반이 의심스러
울 경우의 조사 및 자료제출권 등,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침해 고지, 법원을 통한 민사제재금
부과 등이다. 출처: ASIC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asic.gov.au/
OSFI는 450개가 넘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감독․규제하며 약 1300여개의 연방등록된 민간연금기금
(private pension plans)도 감독한다. OSFI 홈페이지, OSFI at a glance, available at http://www.osfi-bsif.gc.ca/
FCAC 홈페이지, “Who we regulate”, available at http://www.fcac-acfc.gc.ca/; FCAC는 연방차원에서 규
제되는 금융회사로서 은행, 연방차원에서 설립 또는 등록된 보험회사, 신탁회사, 대출회사, 연방신용
조합 등을 관장한다. 같은 홈페이지.
캐나다가 호주와 같은 정도의 본래적인 쌍봉형 체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협의의 금융소비자 보호기
구인 FCAC를 OSFI와 별개로 설립․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연방제 국가에서 주의 규
제와 거리를 두면서도 이를 절충하면서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양 감독기관 간의 교류가 효과적이어야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간의 환류가 충분할 것이고 감독지
식과 기법 역시 효과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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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제도가 성공하려면 해당 제도가 적용될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어느 제
도를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론에 있어서도
통합금융감독기구 체제 역시 장․단점이 혼재하며 그 운영방식에 따라서 해당 제도
의 장점이 묻히고 단점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근래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현행 금융감독
당국이 건전성감독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현행 감독체계에 관한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많
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후순위채 사태의 이면에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이를 근본적 원인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실패가 빈번히 발생해왔던 이면에는 국내․외 외환
과 금리의 변동성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철학이 무르익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등 제반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적 이슈에
경도되어 끌려 다니느라 저축은행에 관한 건전성 규제시점을 실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60) 퇴출 지연과정에서 행해진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과정에서
후순위채로 인한 발생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저축은행 부실과 그 처리의 지연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이다.61) 그리고 KIKO나 ELS에 기한 피해의 경우 사전적인 건
전성감독에 의하여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며, 우리나라 외환․주식시장의 변동
성 요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적 인프라62)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인식 부족이라고 볼 것이다.
60)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헌으로는, Marc Quintyn & Michael W. Tayl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Financial Stability,” IMF Working Paper No. 02/46 (Mar. 2002) available at
http://www.imf.org/external/pubs/ft/wp/2002/wp0246.pdf
61) 20002년 신용카드 사태의 경우 내수진작이라는 정책기조에 대항하여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
던 금융감독당국은 문제 인식시점부터 본격적인 건전성관련 규제 추진시점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이
상 끌게 됨에 따라 부실을 키우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홍범,
앞의 책, 102-105면.
62) 예컨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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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에 관한 향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
고 궁극적인 주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별도 설치나 쌍봉형 감독체제로의 개편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철학의 변화와 이의 제
도적 반영일 것이다. 손에 만져지지 않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금융소비자는 상품의
내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어서 일반상품의 소비자에 비하여 정보 불균형 측면에서
훨씬 취약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향후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제는 금융회사
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불균형을 최대한 해소할 것을 금융회사에게 의무화하고 이
러한 정보불균형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영업을 한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한 방법으
로 해당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인프라 구축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미리 구축되었다면 KIKO 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하였거
나 비교적 손쉽게 사후 분쟁을 정리하였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판매과정의 정보불균형 해소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실효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구입목적 적합성, 금융소비자의 구입의사에 대하
여 금융회사에게 증명책임을 상당부분 전가하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이행‘능
력’63)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로 제반 인식64)과 법적 인프라
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3) KIKO의 경우 그 설계상 해당 환율이 Knock-in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수출 기업의 부담이 기하
급수적으로 치솟게 되어 해당 기업의 도산까지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KIKO의 구매기업에
KIKO를 매입할 능력(계약의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
64) 예컨대 KIKO 매입을 둘러싼 수많은 법정공방에서 그간 대부분의 법원이 은행 승소일변도의 판결을
내려왔다. KIKO의 손익구조를 들여다보면 해당 상품의 성격 자체가 금융소비자인 수출 중소기업의
환헤지에 과연 적절한 상품인가의 여부 자체가 의문시된다. 자세한 것은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
원회, “전문가가 보는 KIKO”, 출처: http://kiko.or.kr/learn/learn03.jsp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유를
내세워 은행들이 대부분 승소해온 이면에는 법적 인프라 구축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취약한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이해 부족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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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Structural Design of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Focused on Review of Twin-Peaks
approach in Korea
Gi Jin Yang

There is lots of criticism in Korea that our financial customers have been successfully
protected. For recent example, Korean financial customers have been suffered huge loss from
imperfect sales of KIKO, ELS or Mutual Savings banks’ subordinated bonds.
In the other side of these failures in appropriate protection of financial customers, there is
fundamental insufficiency both in the philosophy abou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customer and in the legal infrastructure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costly experience, tentatively named Act on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is in process of
being enacted in the Korean Assembly for more efficient protective mechanism.
Moreover, along with the issue of reforming presen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to
efficient one for stable financial system and better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there are
dispute about which system would be recommendable for Korea among present integrated one
and so-called twin-peaks one. Twin-peaks system means that there are two equally positioned
financial supervisors where prudential supervisor and business behaviour supervisor exist.
Asserters of the twin-peaks system say that this system is more efficient for better protection
of financial customers because it makes each supervisor focus on its own goal.
This paper casts doubt on the issue of whether twin-peaks system would be working
efficiently in Korea and suggests what we really need for this purpose instead of introducing
twin-peaks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of necessity of
independent agency for further improved protection of financial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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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1 ◥

1)김

성 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은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개
혁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는 양호하게 대처하였으나 저축은
행 부실사태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을 계기로 각처에
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2013년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도 중요한 논의의 대
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논의의 토대중 하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금융감독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기구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꼽는다. 이는 다름아닌 정부의 거시금융정책과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의미하
는 것으로 금융감독이 정책이나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거시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고
려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 카드대란이나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도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독립
성과 중립성은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더 강조되어 오고 있다. IMF에 의하면 이를 확보할
구체적인 수단으로 규제제정 권한과 행정부의 감독업무수행상 간섭 배제, 정부로부
터 독립적인 기구설치, 그리고 예산편성과 재원확보의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에 있어 가장 미흡한 부분이 바로 독
립성과 중립성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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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뿐더러 금융감독의 실무집행 기구인 금융감독
원을 예산이나 업무수행상 거의 모든 면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
책의 하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갖추어야 할 것은 책임성(accountability)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독
립성과 중립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책임성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지나치
게 강조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됨과 더불어, 투명한 업무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함에 따라 외부의 개입 여지를 축소할 수 있어 독립성 보장의 또다른 수
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위와 같이 정부기구이거
나 금감원과 같이 금융위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책임성을 강화할 수단을 크
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독립성과 더불어 반드시 강화해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민주성으로, 이는 한마디로 감독방향에 금융소비자나 금융
회사와 같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 취
약계층을 잘 배려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의사 결정과정에 금융소비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민
주성을 높임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효율성인데, 감독기구의 조직이나 인력, 기능 등의 내부
구조가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
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인력이나 인프라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
해서 예산과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기를 전후로 최대 50%에 가까운 인력을 증가시킨 것을 보아
도 잘 드러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급여 등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과의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공무원제도 하에서
는 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둘 때에만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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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효율성을 위하여는 기구나 기능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의 통합을 이룩하였으나 이후
금감위(現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여 세계적으로 특이한 이원적 체
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독립성 문제를 초래함과 동시에 양 기구간의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양자가 진행하는데 따른 혼선을 초래하여 금융소비자
나 금융회사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정보는 금감원으로 집중되는 비대
칭이 발생하는 한편 금융위는 거시정책이나 정치적 입김을 더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마저 있어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기구의 분리보
다 통합을 우선으로 감독기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
되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안정과 소
비자권익을 견고히 지키는 안정적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충분
한 논의를 거쳐 장기 지속가능한 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감독체
계가 확립됨으로써 현재의 글로벌 위기상황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
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원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두 분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우선 두 발제자가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감독기구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산업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정책 및 집행)기능을 이원
화하고, 금융감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일한 기관으로 통합하여 금융감독 기능
과 권한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
감한다. (가칭)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고, 위원 구성이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 및 업계와 금융소비자 단체 등
의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시켜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위원장은 총리 또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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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 금융정책 부서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인사와 운영상의 책임성
을 실현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특히 업계에 의한 포획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부 당국의 간여를 인정하되, 관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세련되고 섬세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원장의 임
기를 보장하면서도, 업무수행의 문제가 있을 때 해임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능한 정도
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담 기구를 두는 쌍
봉형(twin peaks) 감독모델의 경우 기구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어서 상충이나 갈
등 발생 시 이에 따른 혼란으로 감독의 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감
독기관 간에 금융정보의 교환 등 기능 간의 유기적인 협력 역시 어렵게 되어 양 감
독목표를 조화롭게 수행하기 힘들어지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
델로 평가한다.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쌍봉형 모
델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호주나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아직은 실증적 경
험을 통하여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그런데 금융감독기구를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성을
갖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헌법 제66조 제4항 및 제96조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이른바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
감독원과 같은 조직이 금융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나 감독권 행사 등 공권력을 행
사하는 경우에는 위 헌법조항에 따라서 행정각부와 행정기관에게 행정권한을 부여
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현행 금
융감독원이 순수한 민간기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이라는 권한과 기능이 헌법상 행정권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은 스
스로 금융감독이라는 국가적 기능을 행사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침
묵을 지키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금융감독 기능을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사하는
입법이 있다면 이는 위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이상
그 형태나 행사방식에 대해서는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부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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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상하 계층조직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기관을 통하
여 일반적인 행정적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의 직접행정
(staatsunmittelbare Verwaltung)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하여 국가는 특정한 국가
적, 공적 과제를 국가의 직접행정조직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
립한 공공단체나 공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독립적이며 효율적으로 그러한 과제를 수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간접행정(staatsmittelbare Verwaltung)형
태에 해당한다. 입법자인 국회가 금융감독원을 특별법에 의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로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조직이념으
로 하는 국가의 간접행정형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행정이 지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과 재정, 인사 등에 있어서 일
관되게 실현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예산편성이나 회계검사는 당연히 국회와
감사원의 간여가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현행 검사 내지 감독수수료 제도
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담금으로 보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5.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공법인으로서 근거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금융감독이라
는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이다. 물론 업무 수행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인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
나, 그 업무의 성격은 여전히 공적 과제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때 금융
감독원을 ‘공적 민간기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공법상 법인으로서의
성격과 형태를 유지하는 한 ‘공적 독립감독기구’라는 표현이 보다 그 법적 성격에 부
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헌법상 광의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므로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수 없기 때문에 행
정기관이 아닌 단체, 법인, 개인에게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정부조직법 제
6조 제3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금융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
권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은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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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제3항, 제4항),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제15조), 별표
에서는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등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
칙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정책과 관련된 모든 중요
사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형
식으로서 합의제 행정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

7. 이러한 법적 상태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향후 금융정책결
정이 법치주의원리에 합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은
금융위원회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순수한 행정규칙으로 볼 여지도 있
으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규정이 있으며, 위 법률규
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렵
다. 결국 금융정책 및 제도에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로 그치는 것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법률 제16조가 포괄적이기는 하
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임형식이 헌법 제75조
가 금하는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는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나
총리령과 같은 통상적인 위임입법과는 달리 일종의 독립규제위원회에 해당하는 금
융위원회에는 그 자율성을 인정하여 포괄적 위임이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극히 비
정상적이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법적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치주의원칙에 부합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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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2 ◥

2)이

상경

**

1. 금융감독기관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뤄진 매우 시의 적절한 논의라고 생
각합니다.
2. 감독의 중립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의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정책의 일반 경제정책으로부
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양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
다. 금융감독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특히 그
렇습니다. 그러나 자칫 금융감독정책이 경기순행적으로 일관할 때의 문제점도 있습
니다. 경기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순환주기로 인한 금융불균형에 적절하게 대
응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의 중립성과는 꼭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자간에 민감
한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금융감독의 방향에 대하여
규정중심 감독방식에서 원칙중심 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
니다. 물론 후자도 규제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보다는 규제의 성격 등에 따라 혼합적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4. 정권인수위가 금융감독 개편을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정권인수위는 문자 그대로 또 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직, 기능 파악”업무
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정권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주도권
을 쥐고 사실상 개편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계해야할 문제입니다.

** 변호사, 금융법ㆍ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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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논의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논의를 해
야 합니다. 성격상 다른 정부기구개편과 독립적으로 논의해도 될 사안이기 때문
입니다.
6.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시켜서 전자는 경제부처에 후자는 독립적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7. 통합감독이냐, 이원적 감독이냐?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통합적으로 감독할 것인지, 감독기구를 이원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간 정보공유의 문제나 감
독기관간 분쟁발생 우려 특히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통합감독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 감독기구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
(위헌문제 등)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동원교수
의 발제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9. 공적민간구화 한다고 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꼭 용이하다고
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고동원교수의 안을 대상으로 논의함)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0.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외 5인을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문제
금융통화위원회와는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5인 전원을 비상임으로 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외부비상임위원은 금융소비자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자는 구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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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인의 구성문제가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성격상 각계 각층을 대
표해야하는 ‘대표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할지 어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할 지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성
격과 업무의 본질을 감안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공신력있는 기관들, 금융감독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 그러나 감독을 받는 기관들과는 직·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되지 않
는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외부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
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2. 기타: 감독규정의 제·개정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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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3 ◥

3)서

정희

***

이 정부에서 금융은 한마디로 말해 실패다. 그 실패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땅에 떨어졌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산업지원 기
능도 실종됐다. 민영화 실패로 인해 금융 자체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뒷걸음친 것
은 물론이고 4대 천왕으로 일컬어지는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는 계열사 일감몰아주
기 등 재벌 흉내만 내고 있다.

가장 큰 실패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악이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씨앗 싸움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버금간다.

지난 1998년 통합 이후 이미 다섯 번이나 단행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지만 싸움
은 여전하고 싸움의 본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
치며 독립성, 효율성, 책임성 등 원칙이 논의되고 쌍봉모델이 어쩌니 하며 다양한
모델이 거론되지만 정답은 다른 곳에 있다.

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메커니즘 설계의 관건은 결국 모피아 공무원과 감독원 사이
의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솔루션을 찾는 일이다. 그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한국은행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어 공무원을 배제한 공적 민간기구에 권한과 책임
을 몰아주든지 혹은 그게 만만치 않으면 감독원을 이참에 아예 공무원 조직으로, 그
것도 금융위원회 와 동등한 처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리든지.

***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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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4 ◥

4)이

준행

****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논의는 감독기구가 통합된 199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
기되었고 MB정부 들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현재의 구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
나 MB정부의 개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개악이라며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몇 차례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으나 주된 이유는 그동안 학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
었던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그동안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즉 감독기구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금융정
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다.
발표하시는 두 교수님의 제안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산업)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고 또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조직이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데 대해서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
책은 국제금융과 통합하여 기재부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칭) 형태의 의결기구를 두는 2008년 이전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슈는 감독정
책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
져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동원 교수님이 제안한 금감위
의 구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 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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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외부위원을 모두 비상임으로 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한다. 비상임
위원은 정보의 가득성이나 업무의 심도에 한계가 있어 사무국 직원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금감위가 관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 외부위원들도 모두 상
임으로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감독의 독립성에도 중요하다. 또한 금융감독위원
회 산하에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서 운영한
다면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적 구성에서의 독립성이 존재하더라도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나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우려면 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분명히 실행하여 사회적
으로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요
구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감사원의 모니터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
나 이는 적시성이 떨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
수님이 제안하는 민간에 의한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칭)의 평가는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직원의 낙하산인사 관행은 금감원의 인사조직 체계를 바꾸어 해결해야 할 과제
임. 금감원은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조기 퇴직
이 관행화 되어 있고 이를 관계기관에의 낙하산 인사로 보상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
독기구의 내부적인 인사 및 조직 체계가 금융감독업무와 관련한 능력이나 성과보다
는 연공서열과 조직에의 충성도 등에 의존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전문인력의 조기
퇴진은 사회적 낭비이므로 직제 및 직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임직원의 정년을 보장
함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의 쌍봉형 감독체계가 필요한가?
쌍봉모형은 건전성 규제와 행위규제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
다. 금융감독원은 시장행위 규제보다는 건전성규제에 무게중심이 실려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에는 소홀해질 개연성이 있고 실제 과거에 그러한 사례도 있
다. 그러나 이는 감독기관이 가지는 근본적인 이해상충의 문제라기 보다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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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건전성 감독에 경사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
한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고 금
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희생시켜 가
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시켜주려는
시도가 용인되지 않도록 유인적합한 구조를 설계한다면 서로 상충된다기 보다는 협
력체계를 통해 훨씬 더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제안하는 감
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건전성감독에 경사되어 왔던 현상은
개선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포함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면 건전성 감독 때문에 행위규제를 완화(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건전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한다면 쌍봉형 감독체계로 감독기구간의 협력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을 제거할 수 있는 통합 감독체계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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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5 ◥

5)김

효연

*****

2012년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커다란 문제
에 대하여 충실한 발제를 하여 주신 고동원 교수님과 양기진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
를 드린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규모와 방향, 성숙도 등이 크게 달라질 문제라고 본다.
양기진 교수님께서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의 4가지 선결요건으로서 독립성, 책임
성, 투명성, 무결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
독을 분리하여 정부조직인 (신)재정경제부에 통합적인 금융정책을 부여하고, 한국
은행에 통화정책을 부여하며, 금융감독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합의제기구
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할 것으로 제안하
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수
행하며, 건전성 관련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 임직
원의 신분보장 등을 통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의 책임성을 높이
기 위하여 소비자 업계의 의견 반영을 위한 별도의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감
독기구 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자체고발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감독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독관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독, 검사정보의 적절한 공개를
유도하며 자의적인 재량행위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전
문성을 함양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고동원 교수님께서는 현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
행의 분리로 인한 책임성 부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기능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의 상실을 꼽고 있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감독권이 집중됨에 따른 감독권
이 남용되고 있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축소되고 금융분쟁조정기구가 감독기관 내에
존치됨에 따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수적으로는 금융위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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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심의 의결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완전하지 않은 문제와 금융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금융정책기능과 금융
감독기능은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기능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은 통합하되, 금융감독
기구는 정부조직이 아닌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금융
감독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내에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견제와 균형을 갖
추고, 임직원의 신분보장, 정보공개원칙 등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
께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 외부에는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분쟁조
정기구는 독립기구로 만들고 금융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타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의 금융규제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
철한 시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 국내 금융규제체계의 현안
최근의 금융규제의 화두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신자유주의는 규제의 완화, 금융의 세계화라는 흐름을 함께 동반하였다. 이러한 거
센 물결은 세계적인 규제완화를 수반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남유
럽 국가의 재정위기라는 큰 해일을 야기하였다. 세계 각국은 1980년대 이래의 무분
별한 금융산업의 규제완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반성 아래 금융감독
시스템, 나아가 세계 통화질서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
한 기조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 규제체계는 저마다의 금융환경, 각국의 고유한 금융취약성 등에
기반하여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직접적인 규제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금융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규제내용과 목적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정부 주도에 의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수행되어 오
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통해 환율정책의 자유화, 국내 금융시장의 해외투자
자 개방이라는 모습으로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때 통합
금융감독기구가 설치됨으로써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이전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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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부터 제도적인 결함으로 지적되었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로 인한 내부적인 진통 문제, 금융감독이 정부정책에 의존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던 점은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었고, 더욱 악화되었던
측면이 있다.
내부적인 유인이든 외부적인 영향이든, 이와함께 금융의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도 세계화, 정합성을 추구해야 하고, 금융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금
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국
내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자유화된 세계화된 금융의 흐름을 사
각지대 없이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안해내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숙
제이다.

(2)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소위 관치금융1)은 분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금융규제는 시장의 확장기조에서는 시장친화적인 것과 일응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며, 관치금융은 오히려 시장친화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주도에 의한 금융시장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금융회사를 지배하
거나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들에 대한 금융 용역 제공에 관여하였던 역
사적 사실이 존재하여 왔다. 정부의 금융정책 목표에 금융감독 목표가 후순위로 밀
리는 현상도 넓은 의미의 관치라고도 볼 수 있다.
국내에 있어 초기경제발달과정에서 관치금융은 큰 순기능으로 작동하였다. 저소
득-저저축-저투자-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주도
의 경제발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
제력을 구축하였으며,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있어서는 혁혁한 기여를 해내
왔다고 할 수 있다.
1) 소위 관치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금융시장에 개
입하고, 금융기관의 인사와 자금배분 등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광의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금융, 통화금융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고, 협의로는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강제적인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부실기업에 금융회사의 돈을 투입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까지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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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도형 금융시장육성, 금융시장 규제가 이루어지다가 1998년 IMF 이후에 금
융자율화 흐름과 기조에 따라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였고, 보다 다양화된 금융
환경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부터의 독립된 금융규제가 구축되었어야 함에도 현실
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정부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2008년에는 현정
부 들어 아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한 기관에서 수행되기에 이르렀다.
금융은 소위 규제산업에 해당한다. 규제가 없는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
급에 의하여 작동하며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반 시장과 달리 매우 탐욕적인 레비아탄
의 모습으로 흐를 수 있다. 규제에 의하여 적정한 금융의 대가와 금융업무가 수행되
어야 하며, 금융상품 자체가 구조화된 상품으로서 태생적으로 국가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금융업은 일반 산업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순환ㆍ흐름ㆍ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일반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인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여 다시 그 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통한 수익을 창출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예금 등 타인의 자금은 국가적 안전망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그 금융규제체계는
국가가 추구하는 경제질서의 이념에 적합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다.2)
금융규제는 태생적으로 관치로 흘러야 한다. 부정적 의미의 관치금융이 아니라 원
칙과 규칙에 따른 관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기구가 수행하든, 정부조직이 수행
하든 관이라는 옷을 입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가 정부정책으
로부터는 독립성을 확보하여 비금융 시장에 미치는 관치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제
어하여야 함이 현재의 문제점인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보
다 강화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규제의 주체를 공적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 정부조직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데 어느쪽을 취하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공적 민간기구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유연하여 보인다. 그러나 금융규제라는 규제행정권을 합법률적
으로 행사하도록 통제하여야 하고, 과징금의 부과 등과 같은 행정제재의 수익물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정부조직 체계
2) 중국은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우리와 같은 이자제한법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러한 규제의 강도와 규제체계는 해당 국가의 경제질서의 범주내에서 조성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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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합성을 가져가야 하므로 많은 작업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들이 비공무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분보장, 대국회통제 등과 같이 공무원
과 유사한 형태의 책임성과 지위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만일 정부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에 바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
이 흘러가면서 정부조직 내의 비금융전문가들의 파견, 인사유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전문성은 점차 희석되고 금융규제 원칙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잃을 수 있으며,
소위 부정적인 의미의 관치금융의 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개방직위를 확대하고, 금
융전문가를 쉽게 유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공무원조직과 차별화되는 전문교육
등을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통제를 직접 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기구 내
부의 지배구조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시장만능주의로 흐르지 못하도록 규제기관이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수행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나 경제기조를 부양하기 위
한 정부정책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때의 독립이란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부터
의 독립, 경제정책으로부터의 독립, 금융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 금융소비자로부
터의 독립 등 각종 이해관계자가 상호간에 시장적 조화를 이루면서도 상호간에 균형
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책임이란 금융감독기구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규
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정책의 방향 제시, 필요한 규제수준에
대한 연구 등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정도, 방향, 내용이 결과적으로 잘
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한
다. 이에 상응한 정도의 국회 통제와 임직원의 신분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금융감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조직구성이나
독립성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와 금융감
독기구의 감독집행의 효과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전자는 파생적인 효과를 가져옴에 반하여, 금융감독집행의 효과는 특정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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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장을 상대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확보하
는 것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하며,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도, 효과의
독립성이 아니라, 구성의 독립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구축될 수 있
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3) 쌍봉형 감독기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이유
국내의 금융감독기구는 통합형 기구에 해당하고, 2007년 이후에는 금융정책기능
도 금융감독기능에 통합된 거대 금융감독기구라고 특징지울 수 있다. 현재는 규제가
복잡하다거나, 기능이 분리되어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하여 순전히 효율성만으로 무장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금
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정보 비대칭, 반경쟁행위, 시스템 불안정 등에 대한 감
독부분은 정책의 효율성에 후순위로 밀려 있거나 외면되고 있는 상태라고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호주가 쌍봉형 모델을 택하였던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우리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
다. 당시의 호주는 복잡다기한 감독시스템으로 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들을 시정하지
못한다는 진단 하에 권역별로 다기화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여 통합감독기구를
이상적인 모델로 출범시키면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과 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드는 비용이 과다할 것을 감안하여 이행 가능한 쌍봉형 감독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렇게 하여 건전성감독원(APRA)와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설치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영국의 경우에는 1995년 베어링스 은행 파산 이후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통합형 감독모델과 쌍봉형 감독모델을 두고 고심하였고, 이 중 노동당 정
부가 금융규제 통합형 감독모델을 채택하였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노동당 정부의 출
범으로 정부주도의 중앙집권적이고,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하였던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발행권이나 금리인
사권한이 ECB(유럽의회은행)으로 이관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금융안
정성을 위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능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영란은행 산하에 건전성감독청(PRA)을 설치하고, 영업행위감독청(FCA)을 분리하
여 쌍봉형 감독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신자유주의 성향(금융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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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흐름)이 강한 보수당이 집권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FSA가 2013
년초에는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 건전성규제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금융영업행위규제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로 분화된다.3) 이는 쌍봉형 모델을 택한 것으로서 기존
의 통합기구를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한 것이다.4)
위에서도 살핀바와 같이 국내의 현안으로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금융규제 강
화, 금융정책으로부터 금융감독의 분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리스
크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거대 통합감독기구에서 외면되기 쉬운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기능을 부분적으로 쌍봉형 모델을 도
입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는 금융의 세계화, 금융의 자유화로 인하여 대규모 금융자본과 금
융산업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되
어야 하는 변화의 시점이다. 금융감독청과의 금융소비자보호청을 분리하여 금융감
독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규제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사전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영업행
위규제에 활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청과 규제권한의 경쟁구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감독의 이원화로 의도하였던 금융감독의 중첩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
히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책임의 공방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고, 제도가 정착
되지 전까지는 업무교류나 업무의 중복,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의 과중 등의 부작용도
발생될 여지도 있다. 즉 이원화는 금융규제의 강화보다는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현
실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합금융감독청을 설립하되 중립적인 입장
의 금융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분쟁조정원이
3) Laura Cooke, “United Kingdom: Goodbye to the FSA”, CLYDE&CO, 15 October 2012.
4) 거시적 금융안전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부에 FPC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금융안전성에 관
한 권한을 행사하며, 설치목적에는 부차적으로 영국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할 예정
이다. PRA는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저축은행(building societies), 신협(credit unions), 시스템적으로 중
요한 회사(SIFI) 등의 자본건전성을 감독하게 된다. 피감독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감시하게 된다.
FCA는 영업행위질서를 규제하는 기구로서, PRA에 의하여 감독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건전성을 규
제하고, 그 외의 시장질서를 감독하게 된다.(PRA로 감독되는 회사들은 FCA와 중복적으로 규제받게
됨) FCA의 목적에 대하여는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남
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금융영역(consumer credit regulation)의 공정거래
감독은 공정거래청(OFT)으로부터 FCA로 이관되도록 하여 2014년부터는 FCA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양기진 /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 쌍봉형 감독기구의 도입검토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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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방기능을 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이 사용되어야 한다. 동 조정원의 결정에 대하여 그 이해당사자(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가 아닌 금융감독원도 조정결정이나 조정의 취지에 기속되도록 하고 금
융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거래 약관이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금융감독청에 요구할 수 있
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금융이용자가 승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피해자에게 혜
택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금융 관련 공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공개화 등을 제도적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