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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서비스 등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것으로서금융감독원의공식적인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발간사

금융감독원은 1999년 설립 이후 한국 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공정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2010년을“금융소비자 보호 원년”
으로 삼아 관련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후 피해구제 중심의 패러다임을‘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는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금융소비자포털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금융교육을 체계화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소송현황을 공표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소제기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에는 민원발생과 금융회사의 소제기 건수가 감소하고 금감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행 제도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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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깊게 되짚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 보호
백서』
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현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은 최대한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백서가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훌륭한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4월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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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개요

Ⅰ

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제2장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감독체계
제4장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주요 해외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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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제1절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는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금융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계약 체결 등의 거래를 하는 상대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예금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신용카
드사의 신용카드이용자 등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는 각 법률상에서 제정 목적이나 취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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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자 또는 거래자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
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
융
소
비
자
보
호
개
요

법률상의 (금융)소비자
구분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구분
소비자기본법

은행법

·예금자(제1조), 은행이용자(제5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자(제1조), 일반·전문투자자
(제9조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계약자 등(제1조)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거래자(제1조)
·금융이용자(제18조의3조)

·신용카드회원등(제12조,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제24조)

내용

·소비자(제1조)

·소비자(제1조), 고객(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소비자(제1조)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금융이용자(제1조)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해관계인(제1조)

* 할부금융이용자(제39조), 금융이용자(제54조)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제2조)

신용정보의이용및
·신용정보주체(제2조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주 : 1) ( )은 관련법령사의 해당 조문임
2)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소비자기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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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상의 이용자나 거래자의 개념에는 최종소비자로서 상품에
대한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고 상품에 대한 지식습득,
분석, 비용 등이 제조자 또는 판매자보다 열등한 거래 상대방으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공급자인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에 비해 교섭력
과 정보력이 부족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입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평등
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일련의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상품의 제조자
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이고 판매자는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제
1
장

해당되며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소비자는 대개 국가, 공공기관 등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보통의 금융거래 당사자를 의미한다.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의
의
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의 교섭력은 상품 선택의 다양성, 가격흥정
가능성, 거래교체 용이성, 정보의 대칭성 등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금융상품
의 경우 대체로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금융회사는 표준화된 상품을 만드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부족하게 되어 금융상품을 선택의
여지 없이 구매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상황도 매우 제한적이고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에는 소비자가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상품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는 그 거래되는 상품과 계약의 복잡성·전문성 등
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존재하는 정보력 차이에 의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
제가 실물상품을 거래할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두
당사자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통해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부족한 교섭력을 지원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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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정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금융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소비자 보호는 금융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
스를 금융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분쟁으로 인한 평판리스크
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최적의 자원배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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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

최근 금융시장은 금융업권간 경계를 넘나들고 구조가 복잡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금융상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
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이른바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 동안 부족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감독당국에 대하여 금융회사
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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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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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도모
•조기경보시스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방지

금융회사 부실 방지

공정 금융관행 및
건전 신용질서 확립
•약관·공시·광고
•회계, 기업공시
•불공정·사기조사
•소외자지원·사금융피해 예방

피해구제 및
금융이해력 증진

•자기자본규제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경영실태평가

•분쟁조정 등 피해규제

•적기시정조치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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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건전성감독과 공정한 금융관행의 확립 등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감독을 수행하고 소비
자 피해구제와 금융교육의 실시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은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후술하게 될 약관, 공시, 광고,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통해 금융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사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전
금융감독원은 설립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중심의 사고를 최우선 비전
으로 설정하고 고객지향,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5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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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등 3대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금
융
소
비
자
보
호
개
요

금융감독원 비전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서비스 실천

3대비전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세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감독역량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육성

재탄생

5대 핵심가치
고객지향
(Customer-Oriented)
•금융소비자 존중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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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Professionalism)
•선제적 대응
•현장 중시
•금융 역량 개발

공정성
(Fairness)
•일관성 유지
•엄정한 집행
•균형감각

투명성
(Transparency)
•소통과 협의
•정보 공유
•윤리 준수

책임성
(Accountability)
•소명 의식
•관계기관 협력
•실행력 제고

러한 비전의 달성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체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소비자서비스본부와 은행 및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등 권역별 서비스 본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금융권역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넓은 의미의 금융소비자 보호로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등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자본규제,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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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 이른바 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감독업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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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이성
적인 금융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금융교육, 당사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확보를 위하여
거래약관 심사하는 업무, 금융회사로 하여금 경영상황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업무, 공정하고 진실된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감독업무 등
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업공시 및 회계감리, 증권 불공정 및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 및 보험계
약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지원 및 사금융피해 예방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업무로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구제 등을 위한 금융상담, 신속·공정한 금융민원 및 분쟁의 해결과
조정, 피해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원발생평가제도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소송현황 공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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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거나 감축하고, 무분별한 소제기를 억제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부터 일반 금융이용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감독·
검사업무에 반영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소비자보호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
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각 금융권역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감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고 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고 각종 영업
행위감독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점검·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검사필요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민원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중소서민·금융투자·보험 등 금융권역별 부서와 회계·기업공시·자본시장조사부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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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시너지 극대화

은행·
중소서민

금융투자

금융소비자
보호
보험

기업공시·
회계조사

피드백
(유기적 연계)
건전 영업
소비자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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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재산 보호

시장투명성 제고
거래질서 확립

사금융피해 예방
금융교육

피해 구제

•약관, 광고, 설명의무

•인·허가

•회계, 기업공시

•사금융피해 최소화

•금융상담

•공시 등 정보제공

•부실방지(건전성감독)

•서민금융지원

•민원처리·분쟁조정

•금융관행·제도개선

•전자금융

•보험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교육

•의견수렴

그리고 소비자전담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긴밀
히 유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제4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실천
금융감독원은 감독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철학
및 마인드를 정립하고 임직원이 이를 항시 실천하기 위하여『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을
제정1)·운영하고 있다. 동 헌장은 금융상담 및 금융분쟁서비스의 기준, 제공절차 및 방
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
속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상담 및 금융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에서 문의·불만사항을 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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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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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최우선인 금융감독원

기 본 철 학

이행지침
민원상담서비스

금융분쟁조정서비스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주1)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
9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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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최우선인 금융감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제5절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영
금융감독원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적극 실천하는 한편, 대외적으
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등 체계를 정립하도록『소비자보호 모범규
준』
을’
06.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설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리더쉽, 나아가
소비자보호 관련 철학의 함양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 최고경영자의 소비
자보호 관련 철학 및 리더쉽, 조직문화 정착,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표준화, 소비자정보
제공 등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등 모범규준의 이
행을 지속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2)함으로써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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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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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산업 육성

금융회사 CEO의 소비자보호 경영철학, 내부통제체계 구축 유도
인적자원 조직관리

민원예방시스템 등 체계 확립

소비자정보 제공 및 교육

주2) 동 모범규준에 따라 소비자보호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우수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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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금융과 소비자기본법상 권리의 관계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상 권리에 비추어 이해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용할 권리 등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적 소비자 보호 업무로 분류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진입·퇴출규제, 건전
성·영업행위·시장 감독을 통해 안전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약관·공시·광고
등 영업행위와 회계감리, 증권 불공정거래 및 보험사기 조사 등 시장감독을 통해 알 권
리와 선택할 권리도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통해 이용할 권리를, 금융소비자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
을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사후적 보호업무인 금융상담·민원처리, 분쟁조정 등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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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의견
수렴 채널은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
융소비자의 7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교섭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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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융소외자의 접근성 제한 등 금융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과 소비자기본법상 권리의 관계
사전적
소비자
보호

진입·퇴출

건전성 감독

(안전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시장감독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사후적
소비자
보호

금융상담·민원처리
(알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보호

영업행위 감독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금융교육
(교육을 받을 권리)

분쟁조정

소비자의견수렴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주 : ( )은 소비자기본법상의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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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영업행위감독)와 건전성감독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상환부담이 큰 금융상품을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등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부각
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금융위기
의 예방 및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하나
로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기구를 분리하려는 이른바 쌍봉형(Twin-peaks) 감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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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를 Twin-peaks 모델의 우
월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Twin-peaks 모델이 미국과 영국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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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개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통합 감
독모델에 비해 우수하다거나 발전된 감독모델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Twinpeaks 모델은 오히려 일련의 금융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강화를 염두에
둔 모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그 역사·정치·문화·경제규
모·발전정도·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고 하나의 이상적인 감독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금융시장별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시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건
전성감독과 영업행위(소비자보호) 감독의 목표상충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이 건전성감독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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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감독·검사 업무는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는 영업행위감독과 건전성감독의 개요와 감독업무간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은 크게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영업행위감독과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건전성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건전성감독은 다시 거시 건전성
감독과 미시 건전성감독으로 구분된다. 거시 건전성감독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감독행위를 말한다. 개별
금융회사에는 유리한 영업행태가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고 성숙하지 못하
다면 외부의 투기세력에 의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시장은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거시 건전성감독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금융시장을 지켜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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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와 이러한 금융회사의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감독의 초점을 두게 된다. 이에 비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
인 감독으로 주로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solvency)에 중점을 두고 개별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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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규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급불능사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미시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진입·퇴출 제도, 자기자본 규
제, 자산 보유·운용에 대한 규제,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영업행위감독은 금융회사의 지급능력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불공정
한 영업관행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영업행위감독은
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지켜야할 정직하고 성실한 영업관행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
행위 감독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정보의 공시,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정직성
(honesty), 순수성(integrity),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역량
(competence), 금융상품의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정
의할 수 있다(Llewellyn, 2000). 영업행위감독에는 금융시장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시·약관 규제,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지도와 모니터링 업무, 고객 불만의 처리,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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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영업행위감독은 주로 법률, 규정, 기준, 규범의 해석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
규 중심적인 감독행위로 볼 수 있다.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감독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행위감독과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관계라기 보다 상호 보완적이며 필수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즉 영업행위 감독과 건전성 감독의 1차적인 목표에만 주목하여 양자의 관계가
상호 대립되어 두 개의 감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면 다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
거나 희생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관점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금융소비자는 효용
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는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며 시장에서의 평판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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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소비자 효용의 증대와 금융공급자의 리스크 감소는 결국 전체적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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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건전성에 기여하게 된다. 즉 튼튼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건전성감독의 강화는 금융회
사의 파산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감독 수단으
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채무부담능력 악화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비자 보호는 건전성감독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 다른 감독기능과 충돌
되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감독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건전성 감독 등 여타의 감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고 동시에 다른 감독목
표를 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고
건전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
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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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합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러한 관점은 금융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가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금융감독기구와 별개로 운영된다면 기
존 금융감독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데 소홀하기
쉽다. 또한 소비자 보호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관행상의 문제점 등을 건전
성감독업무 수행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의 경영관리
와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감독행위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게 되고 깊이 있고
종합적인 감독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별도의 소비자 보호 조직을 설립하게 되면 조직, 인력과 시스템 등 추가적인 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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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비
용을 금융회사의 분담금이나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보고서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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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감독분담금 증가 등 이중규제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
호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별도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게
되면 중복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증가는 말 할 것도 없이 건전성감독 기관과 소
비자 보호 감독기관의 사이에서 감독·검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각 감독기구는 경쟁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감독기구 운영의 효율성은 낮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Twin-peaks 모델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네덜란드
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Twin-peaks 모델 전환 이후 2009년말 현재 호주의 감독
담당 인력은 2,312명으로 1998년 도입당시 보다 약 42% 증가하였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감독인력은 914명으로 2002년 도입당시 보다 127% 이상의 감독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기능을 가진 감독기구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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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기구가 수행하는 경우 감독·검사업무를 통해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
융소비자의 입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축적된 감독정보를 활용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제4절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통합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감독기구는 금융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 파악이 용이한 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금융감독
이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감독체계이다. 지금은 이러한 통합감독
기구의 장점을 살려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도모함이 바
람직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감독당국·중앙은행간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
적 관계의 유지, 효과적이고 사전예방적 금융감독 등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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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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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도입은 금융위기에서 막 회복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시스

로운 감독모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없다. 섣부른 Twin-peaks

템리스크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재의 통합감독기구 내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감독모델을 실험
하기보다 현재 감독모델의 장점을 충분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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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해외동향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복합금융그룹 출현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심화되었다. 이에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
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국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접근하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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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전후로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관련법을 통합·정비하였으며, 미국은 주로 소비
자 민원 등을 통해 쟁점화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대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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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의
취약점이 노정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
한 영업행위 감독 실패가 모기지 대량부실, 소비자의 재정파탄, 금융회사의 연쇄도산을
불러와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
요 금융감독 이슈로 대두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기지, 신용카드 등 소비자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영업행위감
독을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정비하는 등 금융소비자
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
리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처리기구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한도금액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독체제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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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업행위감독 강화
미국은 모기지 대출업자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연방 규정화하고
과도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고금리 모기지와 관련하여 상환금액이
과도하게 점증하는 구조의 상품 설계를 금지하고 무책임한 대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
(2010년 7월)하였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금리 등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2009년 7월)하고,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금리·수수료 인상 금지 등 불공정한 거
래관행을 개선(2010년 1월)하였으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수수료 부과를 금지
(2010년 6월)하였다. 또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대
부업(payday loan)에 대하여는 州별로 영업금지 또는 금리상한 설정이 추진되고 있고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대체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모기지대출건에 대해 적합성 테스트(affordability test)를 실시하고 차주의

Ⅰ

소득을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연체
수수료 산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금수취 및 연관 업무에 대한 FSA(Financial

금
융
소
비
자
보
호
개
요

Services Authority)의 영업행위규정인 BCOBS(Banking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를 개정하여 대고객 일상업무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은행권역
협회 산하의 자율규제설정기구인 BCSB(Banking Code Standards Board)가 자율규
제(Banking Codes)를 집행하던 체제를 폐지하고 예금수취 관련 영업행위기준을
BCOBS로 단일화(2009년 11월)하였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보수를 금융상품공급자가
상품판매액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문업자 스스로 서비스에 상응하는 보
수를 책정하도록 관련 규정(COBS;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을 개정(2012년
말 시행)하였다.
호주는 州정부의 소비자신용 규제권한을 연방정부로 이관하기로 결정(2008년 11월)
하고, 소비자신용 부문의 개혁을 위한 종합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차적으
로 책임성 있는 대출행위요건, 소비자신용기관에 대한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포괄적인 인허가 및 제재권한 강화 등 통합·강화된
영업행위기준과 제재·조치 근거 등을 마련(2009년 12월)하였고, 최근에는 중소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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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역모기지, 소액단기대출, 소비자리스, 신용카드 등의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는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권역별 차입비용 규정(Cost of Borrowing
Regulations)을 개정(2009년 9월)하여 약관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
라도 금리 인상시 소비자에 대해 사전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비자신용 관
련 영업행위규정(Credit Business Practices Regulations)을 제정(2009년 9월)하여 신
용한도 증액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카드
가맹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해 신용·직불카드 영업준칙을 마련(2010년 4월)하였으며,
은행의 온라인 보험상품 판촉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대금업자에 대한 출자법상 최고금리를 연리 29.2%에서 20%로 인하하였고,
대금업자로부터 차입 가능한 금액을 연간수입의 1/3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대금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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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법령준수의 조언 및 지도를 행하는 국가자격을 득한‘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배치
를 의무화(2010년 6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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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금융역량 강화
미국은‘금융역량 및 교육 위원회’
(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가‘금융역량전략 2011’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11)
을 마련(2010년 9월)하고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할 계획이
다.‘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안녕(well-being) 유지’
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개인 및
가계가 잘 알고(informed) 재무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교육·관행·연구·조율
(coordination) 부문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영국은‘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 발표(2003년 11월) 이래 금융역량 강화 전략을 지속 보완·수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선제적·예방적 접근을 위해 개별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Moneymadeclear money guidance service)의 전국 확대실시를 추진중이다. 한편,
호주는 금융역량 강화업무 추진주체를 영업행위감독기관인 ASIC으로 일원화(2008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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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였고, 캐나다는 금융역량 T/F를 구성(2009년 6월)하고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제4절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미국의 자본시장 자율규제기구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판정부의 패널을 전원(3인) 非업계인사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며,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위원회
(Investment Advisory Committee)와 투자자변호국(Office of Investor Advocate)을
설치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 FSA는 금융소비자들이 개별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현황 등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회사가 접수·처리한 민원의 회사별 데이터를 최초로 공개(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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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하였다. 통합민원처리기구인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가 접
수·처리한 민원도 2009년부터 반기별로 금융회사별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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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위임원을 선임토록 하고 민원의 근본원인 분석 등에 대한 지침 마련(2011년 8월
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FOS의 편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정금액 상한을 10만파운
드에서 15만파운드로 상향조정(2012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호주는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COSL(Credit Ombudsman
Service Ltd) 등 민원처리기구의 처리대상민원의 상한(보상요구금액 기준)을 28만달러
에서 50만달러로 상향조정(2010년 1월 1일 시행)하여 민원처리기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을 제고하였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각 금융업법을 개정(2009년 6월)하여 금융부문 재판외분
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업법상의 제도로 정비하고 2010
년 10월부터 지정분쟁해결기관과 절차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금융상품거
래법 등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분쟁해결기관은 이를 공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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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조정
미국은 1930년대 이후 복잡·다기화된 감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감독중복과 감독사
각지대가 발생하여 금융위기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였다. 특히 연준은 감독당국으로서
금융회사의 방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업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회사 부실화를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의
편제 조정이 이루어졌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해 예금 취급기관 및 소매대출상품 취급
기관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제
4
장

Bureau) 신설을 법제화(2010년 7월)한 것이다. 그러나 CFPB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는 하나 기존의 은행권역 감독기구인 연준 내에 설치되고, 감독대상이 은행, 저축조합,
신협 등에 한정되며, 검사·제재도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에 대하여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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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완전한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국에서도 노던락은행의 뱅크런 사태 발생 이후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고조되었고, FSA의 감독권한 강화를 지지하는 노동당과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한 감독체제 개편을 지지하는 보수당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선거 결과 보수당
이 승리함에 따라 FSA의 감독권한을 기능별로 신설 감독기구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
최근 영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2010년 7월)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FSA가 보유하
고 있는 영업행위 감독규정 제·개정 및 집행 권한을 영업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이관하고,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을
영란은행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한편, FSA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신설될 경제범
죄조사기구(Economic Crime Agency)로 이전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관련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인데 최종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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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시사점
금번 위기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영업
행위감독 강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요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감독원은
2010년을‘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
으로 삼고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을 독립본부로 확
대개편하였으며 영업행위감독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감
독·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 보호 측면의 취약점을 적기에 시정조치하는 등 선제
적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금융회사의 총체적인 영업행
위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 여러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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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교육, 금융소비자정보 제공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조정·조율하는 컨
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원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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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지속 검토하고 민원 부문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규제·감독 방향을 조정
하는 환류(feed-back) 기능의 원활화를 도모 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 감독실패로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감독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통합감독기구 체제하에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조사·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가 상호 환류
와 보완을 통해 감독중복이나 감독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독비용과 감독부
담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다. 또한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 스위스, 일본 등 통합감독체제를 채택한 다수 국가
에서는 통합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
스의 경우 기존의 기능별·권역별 감독체계를 조정하여 은행·보험권역의 건전성 감독
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감독기구가 담당하는 부분적 통합체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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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영 체제개편의 배경과 본질,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 독립된 기구의 설
립과 운영에 따른 규제중복 및 과다비용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시점에서 긴요한 사항은 실제 금융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1.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현황
구분

한국

영국

미국
·은행·비은행 : FRS, OCC 등

기관명

FSA(FCA 설립 관련 법제화를

금융감독원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

(CFPB 설립추진중)
·증권 : SEC
·보험 : 州보험청

기능
법적형태

감독·검사, 민원처리,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분쟁조정 등
공적민간기구

규정 제·개정, 감독·검사
공적민간기구

규정 제·개정, 감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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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소비자교육 등
정부조직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설립근거법

금융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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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CFPB(설립시한 :

설립연도

1998년

1997년

2011년 7월 21일)
·FRS(1913년), SEC(1934년)

구분

독일
BaFin (the Federal

기관명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기능
법적형태
설립근거법
설립연도

호주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캐나다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규정 제·개정, 감독·검사,

감독·검사, 민원상담,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민원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정보제공 등

불공정거래 조사 등

감시 등

정부조직

공적민간기구

공적민간기구

Finanzdienstleistungsauf
-sichtsgesetz
2002년

Australian Securities and Financial Consumer
Investments Commission Agency of Canada Act
Act 2001
1998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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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민원처리기구 현황
구분

한국

영국
FOS(Financial

기관명

금융감독원

Ombudsman
Service)

법적형태

공적민간기구

은행
FRS, OCC,
CFPB, AAA 등

공적민간기구

·CFPB : 정부조직

(FSA산하)

·AAA : 사단법인

미국
증권

보험

SEC, FINRA

州보험청, AAA 등

·SEC : 정부조직

·州보험청 :

·FINRA :

정부조직

자율규제기구

·AAA : 사단법인

증권거래법 등

州보험법

·SEC : 1934년

·州보험청 :

은행법, DoddFrank Wall Street
설립근거법

금융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Financial

Reform and

Services and

Consumer

Markets Act 2000 Protection Act,
Federal
Arbitration Act 등
·FRS : 1913년

설립연도

Ⅰ

1999년

2001년

·CFPB:설립추진중 ·FINRA : 2007년
·AAA: 1926년

구속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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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 없음

편면적 구속력

1859년
·AAA : 1926년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

100,000 파운드
금액한도

없음

→150,000 파운드

-

(2012년 1월 1일 시행)

직원의 신분

민간인

민간인

재원

금융회사 분담금

금융회사 분담금

·CFPB : 공무원
·AAA: 민간인

민간인

·CFPB :
금융회사 분담금

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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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민간인
·주보험청 :

금융회사 분담금

·AAA : 수수료
감독당국의

·주보험청 : 공무원

州 재정
·AAA : 수수료

설립인가,
-

규정제개정권,
임면권, 정기보고

-

규정제개정권

-

구분

독일
·은행 및 증권 :
연방은행연합회(BdB)

기관명

·보험 : 보험옴부즈만
¨
(Ombudsmann fur

Versicherungen)
법적형태

사단법인

호주

캐나다
·OBSI(은행·증권),

·FOS(전 권역)

OLHI(생보), GIO(손보) 등

·COSL(신협, 건설조합,

세 개 기구가 네트워크 형태로

모기지회사 등)
·SCT(연금)

연결된 FSON(Financial
Services OmbudsNetwork)를
구성

사단법인

사단법인

Corporation Act 2001,
설립근거법

은행법 등

Financial Services

은행법 등

Reform Act 2001
BdB : 1992년
설립연도

¨
Ombudsmann fur

2002년

2002년

Versicherungen : 2001년
구속력이 없으나
구속력 여부

편면적 구속력

편면적 구속력

금융회사가 옴부즈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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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외에 공표 가능

$280,000→ $500,000
금액한도

5,000유로

(2010년 1월 1일)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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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T는 금액한도 없음

직원의 신분
재원
감독당국의
통제 여부

민간인

민간인

민간인

금융회사 분담금

금융회사 분담금

금융회사 분담금

정기보고

설립인가, 정기보고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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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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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금융회사 건전영업 및
소비자정보 제공

제1절 불공정약관 및 부당광고 시정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유통 방지
약관은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
정 종류의 거래에 적용할 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로, 금융회사는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미리 약관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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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거래상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는 그러한 약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소
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약관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약관
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면책조항·손해배상·계약
해제·채무이행 및 고객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하고
(6~14조)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17조) 규정하고 있다.
각 금융업법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
회사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약관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
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
감독원 또는 금융협회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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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요약)
구분
은행

근거 법규

제출

심사권자(심사위탁)

약관의 시정

은행법 §
52

은행은 약관을 제정·변경 금융위는 약관 보고의

금감원은 건전한 금융

은행법시행령 §
26의2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접수 및 심사를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금감원에 위탁

약관내용의 변경 권고

은행업감독규정§
86, §
87 (10일전) 금융위에 보고
보험회사는 약관 작성·
보험업법§
127~§
129, §
131
보험업법시행령 §
71, §
100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7-82~
§
7-86

변경시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신규 도입상품,

금융위는 약관 작성·

법적 가입의무 상품,

변경 신고의 접수 및

방카슈랑스상품 등)에

심사를 금감원에 위탁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감원은 약관이 계약자
이익 침해 우려 등‘기초
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배시 변경 권고

(30일전) 금융위에 신고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
56,

금투협회가 표준약관을

자본시장법시행령 §
387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

-금융위는 약관 보고의
접수 및 검토권한을
금투협회에 위탁
-표준약관은 금감원에
위탁

저축은행이 약관을, 상호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
18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26

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 금융위는 약관·표준약관
약관을 제정·변경하고자 보고의 접수 및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금감원에 위탁
신고

여전법 §
54의3
여신전문금융 여전법시행령 §
23의2
여전업감독규정 §
40

여전사는 약관을 제정· 금융위는 약관 보고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 및 심사를 금감원에

미리 금융위에 신고

위탁

금투협회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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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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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금감원은 금융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변경
명령

은행
가. 약관심사제도 운영 및 현황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
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보고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보
고한 약관을 심사하고 은행 이용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변경을 은행에 권고할 수 있으며, 다른 은
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약관내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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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약관변경 권고를 받은 은행은 변경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해 권고
의 수락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상기 수락여부를 보고한 날로부
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해야 한다.
약관심사 절차

은행
약관 제정·변경(안) 마련

⇩

⇨

금융감독원 보고

⇩

⇩

금융감독원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

⇩

심사결과 통지
(변경 권고)

금융감독원
변경 권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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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통보

금융감독원 앞
필요조치 요청

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약관 제·개정
금감원은 2006~2010년 기간중 총 3,457건의 은행약관을 심사하는 등 매년 700여
건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2010년 11월 은행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
호 강화를 위해 은행의 약관 제정·변경시 은행 자체적인 약관의 작성·운영에 관한 기
본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약관작
성 및 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은행약관 제정 및 변경심사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계

711

697

746

620

680

3,457

* 신용카드, 신탁 약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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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금융투자
가. 약관심사제도 운영 및 현황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
는 약관내용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금융
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약관 내용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은 모든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이므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정보전달의 즉시성과 대중성을 감안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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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
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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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되는 약관을 제정·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미
리 신고한 후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
는 표준약관의 제정이나 변경은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
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약관 제·개정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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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맞춰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 14개 표준약관3)을 마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8차
례에 걸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있다.

표준금융투자약관 제·개정 현황
제·개정 시기
2008.12.30 (2009. 2. 4 시행)
2009. 2.26 (1차 개정)
2009. 4.24 (2차 개정)
2009. 8.28 (3차 개정)
2009. 9.25 (4차 개정)
2009.11. 4 (5차 개정)
2010. 5.26 (6차 개정)
2010. 6.25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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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내용
14개 표준약관 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약관 등 중요사항변경시 고객 통지의무 강화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 게시→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 게시) 등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 등 전용계좌를
폐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 약관 변경시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의무 부여 등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세금정산 목적의 환매·재매입에 대해서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면제 등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신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HTS 외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코스피200선물 거래방법 개선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공정위 요구사항 반영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만기별 국채선물의 거래·결제제도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10년 국채선물 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 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

보험
가. 약관심사제도 운영 및 현황
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보험상품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가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부합되
는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주3)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증권대차거래약관, 대
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외
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 약관[중개용], 해외파
생상품거래계좌설정 약관[일반수탁용],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
에 관한 표준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 약관[중개용],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 약관
[일반수탁용],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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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가 보험상품의 약관 및 기초율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98년 4월 보험업
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심사업무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보험상품 심사업무에 변화
가 있었다. 우선 그동안 보고불요(要)상품 및 보고상품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하여 심사하는 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4월 신고사항 및 보고불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보고
사항으로 운영하는 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었다. 2001년 10월에는 보고불요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단지 예정이율을 변경하거나 참조위험율의 변경에 따라 보험요율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보고상품에서 보고불요상품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세제와 관련된 상품
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신고상품 및 보고상품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 상품 심사제도는 현행과 같이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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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후 일괄제출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의 제출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건별로 사후 보고하는 대신 매 분기별로 기초서류를 일괄 제
출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상품의 경우 3중 확인절차 즉, ① 선임계리사 확인, ② 보험개

금
융
회
사
건
전
영
업
및
소
비
자
정
보
제
공

발원 확인, ③ 금융감독원 심사를 사전에 거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제출상품은 ⓛ 선임
계리사 확인만 거친 후 판매하고 분기별로 ② 보험개발원 확인, ③ 금융감독원 심사 절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는「신고상품 - 제출상품」
체계를「신고상품 자율상품」
체계로 전환하고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되, 부실상품에 대한 보험회
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원칙에 따라 보험상
품을 자율적으로 개발하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선임계리사의 권리·의무를
보장함으로써 자체 검증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신고·자율상품간 구분
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신고·자율상품 구분을 방지하였다. 신고
상품 이외의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감독 기능
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대행기관이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여 공시함으로
써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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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심사현황
(단위: 건)
건수

’
07

’
08

’
09

’
10

계

3,774

4,984

5,789

7,763

22,310

주 : 신고·제출상품 합계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요

현행

개정 보험업법

제출상품 개발기준

제출상품 개발기준

YES
제출 대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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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상품

YES
NO
신고상품

회사내 선임계리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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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NO
자율상품

신고 대상 상품
신고상품

기초서류 관리 기준
판매

보험개발원 확인

선임계리사의
부실상품
보고 의무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
법인 확인

금융감독원 확인
금융감독원 확인
판매

금융감독원
선별심사

판매

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약관 제·개정
금융감독원은 그간 약관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
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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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보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문구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
2008년 4월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격한 사망에 이르러 MRI, 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임상학적 진단(예: 치료기록)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
의 진단을 의무화하여 가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소비
자가 혼동할 수 있는 보험약관 조문내용 및 용어도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였
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보상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혼유(混油)사고
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명확히 정하였고, 보험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을
야기하는‘치매상태’
의 용어 및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12개 사항을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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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구성이
복잡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하여 보험약관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하고 상품설명서에‘보험계약자 권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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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의사항’
을 추가하는 등의‘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
을 마련하여 2009년 4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하여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 가
능성을 높이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기간을 확대하고, 보험계약 청약단
계에서 약관이 전달되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였다. 또한 보험사의 악의적
인 소송으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지속
개선·정비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41

최근 보험약관 개선내용 요약
시기

구분

주요 개정내용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 질병이 보험기간중 재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
- 수술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입원조건을 폐지

2007년 4월

개별약관 개선

- 의료기술 발전에 부합하도록 수술의 정의를 변경
- 상품명 및 보장 명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
으로 명시 등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확정시 임상학적 진단 인정
- 새로이 악성으로 분류된 신생물(암)에 대한 보장 확대

2008년 4월

개별약관 개선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시 회사 지정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는 절차 삭제
- 갱신형 보험의 갱신제한 사유 등 명확화 및 안내·설명 절차 강화
- 책임개시 이전의 장해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 배상책임특약에서 '혼유(混油)사고' 보상 명확화
-“법령위반”
의 범위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2009년 4월

개별약관 개선

-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명확화
-“치매상태”
를“중증치매상태”
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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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등
- 개정된 감독규정을 반영하여 보장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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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입·통원의 최고 보장한도 설정
- 회사별 보장방식의 각 장단점을 조합하여 보장을 확대하고 개인·단체보험에
공통으로 적용
- 상품개발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기본적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화는 최소화
-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
- 보험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시에서 청약시로 변경

생명보험, 질병
2010년 1월

상해보험(손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진단일로부터 180일) 설정
-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
-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
의 배우자도 포함 등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2010년 3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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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의 보험회사 면책사항 축소 및‘귀중품’기준 상향
- 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지급요건에서 보험회사 사전동의
의무 삭제
-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의 보상범위 명확화 등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책사항
삭제 등

상호저축은행
가. 약관심사제도 운영 및 현황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여·수신 등에 관한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여 왔으
며(약관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4) 등 참고),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등에 의거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만을 심사하여 왔으나, 최근 개정 상호
저축은행법에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전반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2010년 9월 23
일 시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에 대한 통제기능이 강화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앙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저축은행이 개별약
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권한위탁)에 관련서식에
따른 약관 제·개정신고를 하여야 하며5), 금융감독원은 미리 마련한 약관심사기준에 따
제
1
장

라 약관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법령위반·금융이용자 이익침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공
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변경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
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약관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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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약관심사 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이 약관
제·개정 신고전 자체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담은 업
무매뉴얼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6)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저축은행의
제·개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표준약관 신규제정 필요사항을 발굴
하여 저축은행 중앙회의 제정을 유도하고 기존 불합리한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저축은행 거래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주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비은행업무- 비은행약관란 등 참조
5) 권리의무와 관련없는 사항 등일 경우에는 10일이내 사후보고
6)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비은행업무자료 - 35.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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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거래약관 심사절차7)

저축은행 약관 제개정(안)
공정위와 협의 후
변경명령

필요조치
금융감독원앞 요청

⇩

←

↑

금융감독원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Y

⇩

금융감독원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법령 등
위반여부

약관법
위반여부

↘

N

Y

↙

신고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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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약관 제·개정
2010년 11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일부 불합리한 자동이체서비스를 개선
하고자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등 관련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소비자
가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위해 계좌간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동이체계좌
에서 이자납입일에 잔액이 납입 이자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기 입금된 금액도 이체되지
아니하여 차기 이자납입일에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기 입금액은 부분이체토록 하고
같은날 여러건을 이체하는 경우 거래자가 미리 선택한 합리적인 출금우선순위를 설정
하는 내용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연체금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보호를 강
화하였다.

주7) 금융위원회의 약관 제·개정 신고(보고)의 수리 및 변경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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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6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개시에 따른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뱅킹 이용약관』
제정 신고안을 심사·수리하였다. 약관에서
정한 이용수수료, 자금이체한도, 저축은행의 손실부담 등 당사자 권리의무 사항에 대해
법령위반 및 소비자 이익침해 여부,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의 보안성 심의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심사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문구를 개선하였다.

최근 저축은행 약관 정비사항
항 목

내 용

자동이체서비스 관련

대출계좌 등의 부분이체를 실시하고, 동일자에 다수건 출금시 합리적인 출금 우선순위

표준약관 개선안 마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연체금 부담을 경감

스마트폰뱅킹 이용약관

저축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개시에 따른 약관 제정안을 심사하여 소비자의 권익

(개별약관) 신고안 수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소지를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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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관심사제도 운영 및 현황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
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고(또는 사후보고8))한 약관을 심사하
고 있다. 약관심사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업무였으나 금융 관련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인정받아 2009년 8월 7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협회가 신고(또는 사후보고)해야 할 약관에는 특정 여
신전문금융업 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
별 금융회사별로 운영하는 금융약관, 기타 상품설명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표준
약관은 여신금융협회가 제·개정하고 있다.

주8)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거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 기존 신고된 금융약관(상품설명서 포함)과 같은 내용의 약관일 경우
3. 변경명령에 따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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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고(또는 사후보고)받은 약관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이용자
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 변
경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고(또는 사후보고)받은 약관을 공정거래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내용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제·개정 업무의 편의를 돕고, 공정하
고 객관적인 약관심사를 위해‘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심사 업무매뉴얼’
을 작성·운영
하고 있다. 주요 약관심사기준으로는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지, 상당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 있는지, 소비자의 해
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Ⅱ

2009년 8월 7일 이후 2010년 12월말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664건의 여신전문금융회
사 약관을 신고(또는 사후보고) 수리하였으며, 이 중 신용카드사 관련 약관이 616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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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관련 약관은 48건이다. 동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은 신고받은 약관 중 소비자 권익 침해우려가 있는 조항(2개 여신전문금융회
사, 4개 약관, 7개 조항)에 대해 변경명령을 하여 약관내용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약관심사 현황

(단위: 건)

‘09년1)

‘10.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신용카드사

135

99

130

133

119

616

기타 여전사

10

5

17

8

8

48

합계

145

104

147

141

127

664

주 : 1) ’
09.8.7.~’
09.12.31. 기준

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약관 제·개정
2010년 7월 2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안을 수리하였다. 약관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업자, 한국소비자원, YMCA 등으로 구성된 T/F에서의 논의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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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우선,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큰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부터 우선 결제되도록 하였으며,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6개
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약관 및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 고지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연체일수 계산시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중 하루
만 포함하여 연체이자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2010년 7월 29일에는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금융업자에 적용되는 4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 제정
안을 수리하였는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회
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반환 자동차의 잔존가치 평가시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필수로 규
제
1
장

정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였다. 둘째,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중도 상
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등 채무자의 비용 부담
을 완화시켰다. 셋째, 자동차할부금융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미지급 금액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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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격의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부가하고 고정금리로 변경 가능한 사유를
한정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였다. 넷째,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절차를 필수로 규정하고 여신조건의 사전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여
전사의 통지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연대 보증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여신 만기 연장시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
무를 규정하여 연대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2010년 5월 11일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체크카드 약관, 카드론 약관, 리볼빙 서비스 약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
도록 명령하였다. 회원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예금 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
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카드론 선결제시에도 취급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신용
판매대금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변제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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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카드업자,
가맹점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위원
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 표준약관 제정안을 수리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항 목

내 용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 우선 결제

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큰 순으로 함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제한 및 변경시
고지 강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일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

약관 및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 고지

약관 변경시 및 할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시 적용예정일로부터

기간 연장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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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 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하도록
근거조항 마련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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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

권리행사비용의 회원 부담 조항 신설
카드 위·변조 사고조사시 회원의
협조의무 조항 신설

1개월 전(현행 14일) 회원에게 고지
각종 수수료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에 준해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 행사
비용을 회원이 부담
회원은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카드사
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여신거래기본약관·자동차할부금융약관·자동차리스약관·신용대출약관 주요내용
항 목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 개선

내 용
일반적으로 리스사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리스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채무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부담내용 명확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구하는 회사가 있었으나 이를 면제하도록 명시

여전사의 권한남용 방지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종전의‘할부금 2회이상 연속 미지급’뿐만
아니라‘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초과’조건을 부가

여전사의 통지의무 강화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하도록 명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및 취소권 보장
연대보증인 보호 강화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을 금번 표준약관에 전면적으로 도입
연체,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연대보증인 앞
서면 통지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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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약관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신협중앙회 공제상
품의 경우 신협법에 따라 약관을 포함한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은 보험사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공제상품을 심사
하여 필요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 및 설명의무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가. 핵심설명서 제도 등 설명의무
각 금융권역별 감독법규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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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에서 상품설명서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
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한「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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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핵심설명서의 형식은 모든 권역별 금융상품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동일한 로고(열쇠모양) 및 안내문구 기재, 용지의 크기 및 분량(A4 2페이지
이내), 용지의 색상(노란색) 및 글자크기 등 형식요건을 통일하여 활용하고 있다. 핵심설
명서의 기재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과 당해 금융상품의 위험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토록 하고 있다. 고객이 부담할 비용 및 위험요인 등은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고, 수익성보다는 투자시의 위험, 금융상품의 제한사항(연체율, 중도상
환수수료 등) 등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구 분
주택담보대출상품
보험상품
주식연계증권(ELS)

내 용
대출·연체금리, 수수료 및 중도상환 조건 등
해약환급금·주요보장내역 등 분쟁발생이 잦은 사항 등을 반영
수익률 범위, 상환조건, 중도환매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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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적용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변액보험 등 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하는 금융상품으로, 최초 도입 이후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감안하
여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핵심설명서 교부 실태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정착을 유도해 왔으며 향후에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핵심설명서 적용대상 금융상품
권 역

금융상품

은행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금융투자

주가연계증권(ELS), 신용융자거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개인용 보험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예적금담보대출,

비은행

주택자금대출, 외상채권대출,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구입자금대출(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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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금융상품 설명제도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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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금융거래조건 공시(은행업감독규정 §
89조, 시행세칙 §
70조~§
80)]
◇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

은행

- 이율, 수수료, 상환기간 등 필요 공시사항 및 거래조건 표시방법 규정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타 상품 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등을 금지
[금융거래조건 공시(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
42조)]
◇ 중앙회장이 정하는‘상호저축은행통일공시기준’
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

저축은행

- 이율, 수수료, 상환기간 등 필요 공시사항 및 거래조건 표시방법 등을 규정
-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
[설명의무(자본시장법 §
47)]

금융투자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내용, 투자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상품설명제도(보험업감독규정 §
4-34, 시행세칙 §
5-11, 별표20)]
◇ 보험계약의 필수 안내사항(보장기간, 특약 등) 중심으로 간소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보험

불리한 사항(보험금 지급면책사항, 지급제한사항 등)을 집중 안내
◇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고,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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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11월 은행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서 은행상품의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은행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 중요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가 도입되었다. 또한 은행이 고
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9)을 마련토록 하였다.
은행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 은행이
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
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
음을 확인받아 관리해야 하고 저축상품, 대출상품 및 복합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
거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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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10)로 구분하여 투자자보호 규제를
차등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전문투자자의 자율성을 확대하
였다.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적용하
는 반면, 전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전문투
자자 중 전문성이 낮은 투자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
융투자상품11)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주9) 이자,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및 은행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기재
10)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사 통지 요) 등
이 전문투자자에 해당
11) 금융투자상품은 i)증권과 ii)파생상품으로 구분 가능(자본시장법 제3조), i)증권은 채무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 지분증권(주권,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증권 등),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4조), ii)파생상품
(선물,옵션,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자본시
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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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
항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12)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투자권유준칙
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금융투자회사 공통으
로 사용할 수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자 정보 파악 등 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
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
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
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은 알리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설명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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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의 설명에 있어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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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 손
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본결손액을 손해
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나(상법 제638조의3), 무형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불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누락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되
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12) 투자권유라 함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
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를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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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
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등을 포함하여 보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
든 문서·도화 등을 보험안내자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보험회
사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상호, 보험가입에 따른 주요 권리·의무, 보장내역 등
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 등을 기재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
자는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에는 가입설계서,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모집종사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 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
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 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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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수정, 폐기, 정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4월부터 보험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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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하고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상품
설명서를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상품설명서 제도를
시행하였다.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
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적인 보험용어, 의학용어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상용어를 부기
하고 필요시 용어해설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른 1부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내용
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받아 보험회사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취급 상품의 복잡성, 창구직원의 설명
미흡 또는 자료 미제공 등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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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저축은행이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방식
으로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충분히 해당
상품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거래에 응하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는 상품판매자인 저축은행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서는 저축은행 등 금융
회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동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등)
나아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가 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핵심설명서제도」
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별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을 저축은행이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금융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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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핵심설명서제도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설명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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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핵심설명서 제도를 2007년 4월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일부에 대하여
최초 도입하였고, 이후 그 적용대상을 일반자금대출 외 4개 대출상품(2008년 1월), 후순
위채권(2009년 8월), 예금보장한도 초과예금(2010년 9월) 등으로 순차 확대하였다. 핵
심설명서에는 판매상품의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사실, 후순위 특약조건, 투자위험의 투자자 귀속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들에 대
해서도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직원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
및 설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 등의 방법
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유의사항을 지도하는 한편, 핵심
설명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
하여 2010년 3월부터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있다.
「미스
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이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상품
거래과정상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불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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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현황

매 예방을 위해 지도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제
1
장

금융감독원은 특히 투자 위험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하여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3번의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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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핑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그 동안의 창구 지도와 지속적인 미스터리쇼핑 실시 등
으로 후순위채권 청약 과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주요 고객층이 상대적으
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적극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점 등이 많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달리 영업점이 제한되어
있어 모집인 또는 제휴점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비대면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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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거래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신차 할부금융상품에 시범적으로 핵심
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년여의 시범도입 결과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2010년 5월 동 핵심설명서 제도를 중고차 할부금융상품 및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이하‘오토론’
)에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중고차 할부금융상품의 경우 상품 취급 조
건의 표준화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데다 전국에 산재한 다수의 할부제휴점의 중개를 통
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신차에 비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으며, 오토론의 경우 취
급경로가 자동차할부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할부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
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핵심설명서에는 대출금리(취급수수료 등을 감안한 실질금리 포함), 근저당설정관련

Ⅱ

비용, 대출금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시 불이익, 기한이익 상실사유 등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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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유 및 항변권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차

기재하고, 오토론 핵심설명서의 경우 이에 부가하여
「할부거래법」
상 규정된 기한이익 상

할부금융상품에 적용되는 핵심설명서 역시 빈번한 다툼의 요인이 되는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관련 사항과 인지세 등 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그 양식을 개선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 전 유선으로 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녹취하여 보관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핵심설명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에 계약 체결전 유선 설명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을 표준 스크립트 형식으
로 작성·배포하여 계약 체결 전후로 소비자가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중 장치를 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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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호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미리 정해진 약관 및 약정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나 일
부 판매직원들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약시 제공하는 상품안내장
(리플렛)도 상품광고 목적으로 작성되어 금융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데는 미흡한 것
이 사실이었다. 타 권역의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약정서)과 별도로 상품설
명서 및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상호금융기관은 아직까지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상품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이 반영된 상품설명서 제
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산규모 및 직원수가 적은 상호금융기관에 일반 상품설명서 도입시 운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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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 등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커 제도 운영상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상
품구조가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일부 여신상품에 한
해서 핵심설명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핵심설명서에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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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식,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상품별 주요 거래조건, 연체이자율, 기한이익
상실관련 주요사항 등 상품관련 리스크, 개별상품 거래와 관련한 기타 중요사항 등을 기
재하도록 하였고, 핵심설명서의 교부근거를‘여신업무방법서’
에 규정하여 교부를 의무
화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분쟁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상품계약 체결시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상품 이해 미흡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
로도 금융감독원은 핵심설명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금
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의 권유 (적합성 원칙)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거래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
라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또한 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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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면담, 질문 등을 통한 거래목적, 재산상황, 위험성향 등에 대한 고
객정보 확인절차(고객알기의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때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음으로써 사후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합성 원칙은 원본손실 가능성의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금융 관련 법규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보험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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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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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
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투자권
유준칙에서 예시하고 있는 투자정보 확인서에서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이외
에도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가족관계, 과세형태, 연령, 취약투자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
인서를 마련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
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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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 확인서 중 질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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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기준(예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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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회사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을 일정한 유형13)별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확인한 투자자
정보의 내용 및 분류한 투자자성향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주13) i)고위험-고수익형/중위험-중수익형/저위험-저수익형, ii)파생상품형/주식선호형/성장형/이자배당형, iii)위험선호형
/적극형/성장형/안정성장형/위험회피형, iv)공격투자형/주식선호형/주식펀드선호형/고수익채권형/혼합투자형/안정
투자선호형/이자소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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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
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고, 투자자로부터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예시)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
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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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1년 1월 24일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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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객의 재산상황, 가입목
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계약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는 고객으로부터 연령, 월소득 및 월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가입
목적, 변액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적합성 원칙 적용에 따
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보험협회는 이와 관련된 표준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 과도한 위험을 가진 상품 등의 판매 제한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금융상품을 가입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에 알맞
은 상품을 안내하여야 하며, 만약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 등이 적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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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투자권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합성 원칙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파
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가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위험 등을 안내하고 확인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사후 발생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본인의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등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금융회사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투자권
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는 자율적 판단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경험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파생상품 등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내역이나 투자에 수반되
는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에 따라 투자
손실 등 책임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본인에게 있고 특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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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정성 원칙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투자상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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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파악 및 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
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금융투자상
품 판매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은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 등(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에
는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후 해당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한 경우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헷지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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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예시)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
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
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어야 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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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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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권유 금지
부당권유 금지란 금융회사가 각종 상품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등 거래과정에서 소비
자가 권유받은 상품 등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권유하거나, 약관 등 핵
심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중요 상품내용 등에 대해 거짓·과장되게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제반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당권유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건
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설명이나 투자상품의 경우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권유 등 불
공정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금융 관련 법규상『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권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63

은행
은행법 등 관련법규에서는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은행은 금융거래 단계별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
약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공해야 하
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
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이러한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
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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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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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자본시장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
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
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
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
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투자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불초청권유금지). 그리고,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
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재권유금지). 다만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거부의
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
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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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신용공
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
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
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
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과당매매 권유 금지).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
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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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할 수 없다(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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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도 아니된다.

보험
1) 보험모집 관련 금지행위
보험 모집의 경우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 부실하게 안내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모집종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 모집종
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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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셋
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을 만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체
결시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아니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보험계약이 해
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하는 행위(부당한 계약전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
자 구제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불건전한 보험 모집행위를 방지하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특별이익 제공)하는 행위 및 보험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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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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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보험대
리점 등 보험 모집조직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불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부당한 계약전환을 권유하는 등 보험업
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 24일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
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전대
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불건전 모집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었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무분별한
전화,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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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평온
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자 등 일정한 자로 제한
하고 있다.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
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보험계
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음성녹음 내용을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모집종사자는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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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를 위
한 무분별한 전화 및 개인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미흡한 안내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불만
이 지속되고, 보험소비자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불충분하게 상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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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을 마련하여
2010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보험계약 권유, 청약, 체결 등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보험
안내자료 제공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
하는 경우 고객 접촉단계에서 계약자에게 통신판매 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
하도록 하고,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
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설명하는 속도가 보험계약자
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경우 설명 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통화 또는 청약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
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1월 24일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 내용
의 확인·정정을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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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
우에 한함)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불완전판매 실
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판매채널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금융상품 완전 판매
판매채널이란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의 모집이나 권유업무 등을 위탁받아 상품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금융회사가 직원이나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와는 다른 점이 있으며, 대
표적으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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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보다 먼저 접하는 이들이 바로 판매채널이며 금융소비자가
이들을 금융회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판매채널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판매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 불법수수료 징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충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
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령 또는 모범규준에 따라 금
융회사가 판매채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행실태 점
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대출모집인 제도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상품의 소개 및 상
담, 서류전달 및 접수 등을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와 다수의 대출상담사가 모여 설립
한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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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소매금융 부문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
자권유대행인 및 보험설계사 등 타 금융상품 모집인과 달리 종전 대출모집인은 법적근
거 없이 각 금융업협회의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정보 유출, 허
위·과장 광고, 불법수수료 징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대출모
집인의 전문성 결여 및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업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을 마련
(2010.4.26 시행)하였다.
권역별 대출모집인 현황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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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조합은 모범규준 시행 전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
‘10.6월말 388명이 2개 모집법인에 소속)

이에 따라 우선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체제가 대폭 정비되었다. 금융업협회가 주관
(금융연수원 및 보험연수원에 위탁)하는 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한 자만이 대출모집인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각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는 관련법
규, 대출상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해서 정기교육도 실시토록 하였다.
둘째, 대출모집인의 금융업협회 등록 및 취소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금융회사는 등
록교육 이수여부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업
협회에 등록하는데, 금융소비자는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
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의 의무사항 위반 등으
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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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부적격 전단지 배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의 부당영업이 금지되고,
대출모집인간 고객정보 공유 및 불법거래, 대출모집인의 금융회사 고객 DB접근 등의 정
보유출 소지가 있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또한, 표준명함 사용, 대출모집인임을 알릴의무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되었다. 금융회사가 자체
적으로‘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대출모집인 관리 담당자’
를지
정하여 정기점검토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등록·취소관리, 대출모집행위 모니터링, 대
출모집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금융회사는 대
출모집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였으며, 금융회사는‘손해배상예치금 제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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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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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증금 예치제도 개요
·(손해배상 대상) 대출모집인의 불건전영업행위(불법중개수수료 등)로 인한 고객의 손해
·(예치방식) 보증금(정기예금 등), 사고담보예치금(수수료의 일정비율), 이행보증보험 등
·(예치규모) 대출모집인의 재무상황, 평판, 과거 피해신고 건수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2010.9월「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 제도 시행 이후
불법수수료, 고객정보 유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감하는 등 대출모
집질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나. 신용카드모집인 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금리·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한 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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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이용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 중요한 내
용을 충분히 알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신청
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용카드 모집인 및 대출상담사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도는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 문제가 되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 모집인(전업 모집
인) ③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제
휴 모집인)으로 제한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실형 집
행 완료 또는 집행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모집인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모집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카드사는 모집인 등록 시점 직전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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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동안(모집인 경력자의 경우 등록 전후 1개월 이내)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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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모집인이 적법한 모집인인
지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refia.or.kr/) "여신금융협회>조회 및
신고>신용카드 모집인 조회" 메뉴에서 모집인의 모집인 번호, 성명 등으로 확인하거나
모집인이 패용하고 있는 모집인 신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모집인 웹페이지> <모집인 조회시 조회내용(샘플)>

<모집인 패용 신분증(샘플)>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
여 왔다. 2008년 7월부터 여전협회 내에「합동기동점검반」
을 구성하여 신용카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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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에 대한 점검반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주요 행사의 개최
장소 등에 미리 출동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2007년
9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코너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 운영현황
- 불법모집 신고건수

- 조치 내역

Ⅱ
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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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종사자를 통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 보험상
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로서 동 모집종사자의 자질이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보험법규 등에서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자의 모집행위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보험모집
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모집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보
험모집을 할 수 있다.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보험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
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금융감
독원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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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금융감독원에
보험중개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14)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및
보험중개사 시험 관리를 통해 부적격자에 의한 보험모집을 차단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
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모집종사자 등록제도 외에, 금융감독원은 우수설
계사 인증제도 도입, 보험설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등을 시행하여 모집종사자의 자격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효율성 제고 및 보험
상품 완전판매 유도를 위해 2008년 5월 우수설계사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보험설계사 등의 근속기간, 보험계약 유지율, 모집실적, 완전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5월 우수설계사 자격을 부여하며, 동 자격은 6월부터 1년간 유효하다. 우
수설계사에게는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부착하여 보험영업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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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
는데, 그간 보험협회는 시험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면서, 동 문제은행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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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공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제은행 공개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보험협회에 요구하였으며, 보험협회는 공개비율을 점차적으로 축
소하여 2012년경에는 전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은행 공개비율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의 전문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종사자 자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보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시
행된 개정 보험업법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주기적(예 : 2년)으로
교육받도록 정하고 있다.
모집종사자 등록제도와 더불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우선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모집종사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주14) 본 문단의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제도는 2010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정 보험업법 시행(2011년 1월
24일)에 따라 일정 부분 변경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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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의 손해배상 능력이 충분치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모집종사자가 손해발생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우선
배상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라. 방카슈랑스 제도
금융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에서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제도를 2003년 8월 도입하였다. 방카스랑스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담당자의 보험업무 금지, 방카슈랑스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신계약비 일정
비율 제한, 모집수수료율 공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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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대출신청시 은행 대출담당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 가입
을 권유할 경우 대출을 신청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대출담당자의 권유를 거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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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령에서 대출 등 불공정모집 우려
가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보험판매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가입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
험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예정신계약비를 일반보험상품 예정신계약비의 70%
를 넘지 않도록 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율을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는 보험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
개 이상을 비교·설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함은 물론, 보험협회로 하여금 전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보험가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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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격15)을 갖춘 자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으
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 곧 투자권유대행인을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기 위하
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투자
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직접 금융투자업자의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상 (펀드)취득권유자 제도를 전체 금융투자상품(다만 파생상
품 등은 제외)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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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제3자로서 투자권유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투자권유
대행인의 투자권유 대행 행위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위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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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규제는 원칙적으로 대행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금융
투자업자에게 부여되는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대행인의
고객으로부터의 금전 수취행위, 계약체결 행위, 고객으로부터 매매권한 위탁행위, 과당
매매권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권
유대행인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검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대행인의 위법한 투자권유행위에 대하여 대행인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15)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전문인력시험(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에 합격한 자 또는 보험설계사(집합투자증
권 투자권유 대행만 가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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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주요 규제

4.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일반적으로 광고란 신문, 방송, 견본,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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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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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광고규제는 소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
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 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상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권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및 이자 산정방
법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조건만을 부각하는 등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가 우려되어 ’
10.11월 은행법령 개정시 은행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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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은행광고에 대한 규제는 은행상품 광고시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고사항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
러일으키거나 분쟁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광고에 대한 준법감시
인의 심의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은행상품 광고에는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상품 광고시 이자율, 가입조
건, 대출부대비용, 수익률, 상품에 내재된 위험 및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되, 인쇄물에 의한 광고게재면적 또
는 방송에 의한 광고시간 제약 등으로 필수 광고사항들을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생
략된 내용에 관해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을 안내토록 하였다.
최근 들어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가 상품 특성을 정확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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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과장 및 오인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은행광고 규제에서는 소비자의 오해
유발 또는 분쟁야기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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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광고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심의 의무를 부여하고,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은행은 광고 제작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내
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이에 따라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광고내용 및 준법감시인의 심의기록 등을 해당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보존·유지해야 한
다. 또한 과장광고 및 오인광고 등의 소지가 있는 실체적 내용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벌(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되, 광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위반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광고규제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금융투자
대중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투자권유에 있어서 일반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의 정확
한 내용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힘든 경우가 많다. 자본시장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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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광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와 투자광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투자광고’
(
)를 의미하고,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투자업 관련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 투자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의제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업자가 아닌 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
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설명의무에 따른 충분
한 설명을 듣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Ⅱ

사전확인과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광고에는 금융투자상품 투
자관련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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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이전에도 증권업협회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에서 광고와
관련된 자율규제사항이 있었으나 규제의 집행력이 약하고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그에 대한 구제수단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자본시
장법에서는 투자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여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의 투자자 보
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보험
홈쇼핑, 케이블TV 등 보험 통신판매 채널의 경우 보험 광고이후 고객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상담원의 상담 및 상품설명 과정을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
재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는 보험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보험광
고는 광고가 실시되기 전에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쇼핑 보험방송은 생방송으로 진
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광고가 실시된 이후에 심의를 실시(변액보험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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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극단적·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고액 보장내용 및 저렴
한 보험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만 안내하는 등 보험 과장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
해 2010년 1월부터 보험협회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였다. 주
요 내용으로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험료 등 보험 광고시 필수안내사항을 명확히 하
였으며,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자막크기
를 확대하고 음성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 사용 및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 삽입 등을 금지하고,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현행 TV, 신문 등을 통한 광고에서 인터넷, 포스터 등을 통한 광고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10년 4월부터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
의 청약철회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보험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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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1
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보험업법에 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신설하
고,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근거를 마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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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험 과장광고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감독·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금융회사·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리 보장
1. 경영공시를 통한 금융회사 선택정보 제공
금융의 자유화·세계화와 금융공학의 발달, 규제회피 노력의 확산 등으로 인해 금융
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도 금융회사의 설립과 영업행위에 대한 인허가와 자
산운용상의 제한 등 전통적인 금융감독의 규제수단이 갖는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어 시
장의 감시 및 견제, 즉 시장규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란 금융회사를 포함한 자금차입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금자, 주주, 채권자 등 시장참가자들이
취하는 일련의 견제 및 통제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시장참가자들은 자금차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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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주가, 채권가격 등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신속히 반영하
거나 예금 인출, 보유주식 처분, 추가적 신용공여 제한, 경영진 교체 요구 등 실력행사를
하기도 한다. 각 금융업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예금주,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통해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공시제도는 조직·인력·재무상황·경영방침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에 대해 분
기별로 공시토록 하는 정기공시와 거액의 부실채권이나 금융사고의 발생 또는 적기시정
조치 부과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시토록 하는
수시공시로 나뉜다.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협회장이 정하는 업권별 경영
통일공시기준을 따른다. 한편, 이러한 경영공시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권역별 협회 또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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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경영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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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은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하여 결산결과 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여야 하고 상반기 또는 분기 가결산 결과의 공시자료는 가결산
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자료를 주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각 영업점에서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일로부터 2년간(상반기 또는
분기 공시자료의 경우 당해 회계년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 비치하거나 고객전용 단말
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 공시자료 및 수시공시자료를 당해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자료를 작성하는 일반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 주주 및 기
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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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해치
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공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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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
여야 한다.
은행의 경영공시(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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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젤Ⅱ Pillar3에서는 은행이 자기자본 산출에 대한 양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동시에 공시토록 하여 시장참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용이토록 하고 은행
간 위험수준을 편리하게 비교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도입 추진중인 바젤Ⅲ에서는
자본비율 세부항목 및 작성기준에 대한 공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시장참가자가 은행
자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은행간 비교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
소비자(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 및 영업실적 등일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손실 또는 금융사고 발생내용, 적기시정조치, 영업용순
자본비율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금융투자자의 관심사
항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관련사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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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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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
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일로부터 1년간
업무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
“영업보고서”
)를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수시경영공시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보고서 또는 수시경영공시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사
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나 재
공시 등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투자자)는 이러한 경영공시 사항을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 금융투자업자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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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경영공시(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

보험
보험상품은 은행, 증권 등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비해 계약기간이 장기인 특징이

제
1
장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까지 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인 상품이 많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
회사의 재무상황, 건전성 및 장래 보험금 지급능력 등 중요한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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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
도록 하고 있다.
경영공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공시와 공시사항 발생시 공시하는 수시공시
로 구분된다. 먼저 정기공시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재무 및 손익, 자금조달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상황 ②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의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③위험관리세부기준 설정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점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정기결산 외에도 분기별 임시결산
의 경우는 임시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①적기시
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③거액의 부실
채권·금융사고 발생, 해약의 쇄도, 노사분규 등 긴급조치 발생시 ④기타 보험회사의 재
무구조·경영환경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등 발생시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
야 한다. 이를 정기공시와 대비하여 수시공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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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중요한 경영정보가
적시에 충실히 공시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와 투자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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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경영공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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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에 의
한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이와 같이 공시된 정보를 통해 거래할 저축은행을 선택함에 있어 BIS
비율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내용은 결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
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산공시사항은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리스크 관리, 기
타 경영현황 등의 중분류와 이에 대한 56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
자는 매년 결산일인 6월말 기준의 결산공시정보를 9월말부터 개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비치된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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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반기인 12월말 기준의 가결산 공시정보는 결산공시보다는 다소 축약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익년 2월말부터 개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
지와 영업점에 비치된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무상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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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미치는 사항 등 41개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소비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항목으로 보아 해당 내용 발생시마다 저축은
행이 수시공시사항으로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소비자는 해당 내용의 발생일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1개월 이상 개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비치된
수시공시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 기한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2002년 4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수시공시 내용을 상장 및 등록법
인 수준으로 강화(2004년 2월)하는 등 저축은행의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개선
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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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경영공시(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www.fsb.or.kr)

여신전문금융

Ⅱ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태
를 알려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 현황을 공시(정기공시)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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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시해야 할 항목은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자금조달 및 운용, 경영지표 등이
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회사의 건전성 상태를 적기에 알 수
있도록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공시(수시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
생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패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
주요 공시사항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시한 내용은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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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회사의 경영공시(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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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호금융기관은 신협법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상반
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영현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정기공시) 공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보는 조직 및 인력에 관
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건전성·수익성·생
산성 관련 경영지표, 상호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사항 등이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공시항목은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장이 정하
는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은 거액16) 부실대출, 거액 손실을 유발하는 금융사고 또는 민사소

주16)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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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고(수시공시) 1개월 이상 객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현
재 경영공시는 조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객장에 공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인터넷으로 주요경영공시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
을 추진 중이다.

2. 상품정보 공시 강화로 금융상품 선택능력 제고
금융상품 공시제도(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는 금융상품의 정보를 공개
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선택을 돕고 공시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는 그 내용
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
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상품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
품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금융회사의 상품공시는 크게 개별 금융회사의 공시와 각 금융협회의 비교공시로 나
눌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등을 통해 자세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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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예금·대출 등의 금리·수수료 비교, 보험상
품비교공시, 펀드공시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금리, 수수료율 등
비교가능한 계량적 정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상품 공시제도

또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는 금융상품안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계산기
및 금융상품모집인조회 등 금융상품 선택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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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감독원은 이러한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금융상품공시 이용매뉴
얼’
을 금융회사의 상품공시실 첫 항목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전 업권에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금융상품 공시자료 5단계 활용법’
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금융상품 공시자료 5단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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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
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모집인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내역은 다음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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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의 비교·조회서비스

Ⅱ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한편,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비교공시의 법적 근거 및 주요항목, 공시 장소(각 금융
협회의 홈페이지 주소) 등 금융권역별 상품공시제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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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상품공시제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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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 약관, 수수료, 약정이율 등 거래조건 공시
은행이용자가 예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은행과 거래할 때 은행이용자 스스
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에 대해 이해하고 은행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를 확보
하는 등 은행이용자의 은행상품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 금융거래조
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저축상품, 대출상품, 복합금융상품 등 상품 종류
별로 이자율, 부대비용,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금융거래조건을 공시할 때 해당상품 거래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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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기타 은행이용자의 오해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
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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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월 은행법령 개정을 통해 은행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조건의 시행
일, 변경 전·후 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다.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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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 비교 공시내용 조회(비교공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관한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
건을 한자리에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
하여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영국 등 주요 금융선진국보다 앞선 ’
02.3월부터 은행연합회 홈
페이지(http://www.kfb.or.kr)를 통해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많
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공시항목을 세분하고, 만기 및 금액 등 고객의 Needs
에 맞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별·상품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렬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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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 비교공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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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비교공시 화면(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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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 신탁상품에 대한 약관 등 거래조건 공시
신탁은 신탁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신탁업자)가 개별 계약으로 필요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각각 보고한 약관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업자가 신탁 계약조건 등을 공시하는 경우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
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
는 행위,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상품안내장 등을 배포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
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및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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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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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의 개별성과 함께 집합투자·운용이 금지되는 신탁의 특성상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펀드비교검색 화면(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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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공여 이자율 비교공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의 하나가 신용공여 상품의 이자율일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별 주요 수
수료율(수탁수수료, 거래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반
면, 신용공여 이자율은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가 신용공여 이자율이 낮은 금융투자회사
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별 신용공여 상품의 공정한 금리 경
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금리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3월 금융투자회사별·상
품별로 신용공여 이자율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010년 6월부터‘신용거래융자’
와‘예탁증권담보융자’이자율을
기간별·고객등급별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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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별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금리
선택폭이 확대되고 금융투자회사 간 공정한 금리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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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별 신용공여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공시 화면(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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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 약관, 수수료, 약정이율 등 거래조건 공시
2001년 1월 보험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 안내서, 보험약관, 그리고 보험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정보인 예정이율 및 예정위험률을 공시하게 되었다. 2002년 1월에는 또 다
른 가격정보인 예정사업비율도 업계평균 사업비와 비교 가능한 사업비 지수방식을 이용
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보험회사가 홈페이지에 보험가격산출시스템
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산출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보험상품임에도 실적배당 등 투자형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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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투자부문 투입금액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의 변
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그간 일반 펀드로 오인하여 유발되었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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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방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2007년 4월과 6월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이어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원금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가지수
연동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의 이율 적용방법에 대한 공시를 각각 강화하였다.
특히, 2009년 4월에는 예정사업비지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투입 원금 공시뿐만 아
니라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시 발생하는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
업비의 세부내역과 계약해지 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함으로써 소
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민원 예방 및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사업비 공시대상을‘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
과‘보장성 보험’
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보험료의 내역 및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
품공시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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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 비교 공시내용 조회
이와 같이 개별 보험회사 스스로 자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 생·손보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보험회사의 가격정보 등을 비교 공
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눈에 비교·평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2001년 5월 변액보험상품의 기준가격, 운용수수료 등
을 비교 공시한 데 이어, 2002년 5월 연금보험, 퇴직보험의 예정이율, 이자율차배당율
등을 공시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비교 공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단체 및 일반손해보
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보험료 등의 가격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표준화·단순화 이후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가
능한 전 연령 보험료를 비교 공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유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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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006년 11월 보험상품 공시실태 점검, 2009년 4월 저축성 변
액보험 사업비공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안내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절하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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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주요 공시사항 누락 및 비교공시 미흡 등과 같은 문제
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험상품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상품공시제도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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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상품공시실 화면(예시)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화면(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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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 약관, 수수료, 약정이율 등 거래조건 공시
상품공시제도가 소비자 권익보호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금융거
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 등이 요청되며, 실효성 담보를 위한
일정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규정으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제3항·제4항 및 동 규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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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이 거래계약조건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
기준」
(2002년 7월 12일 제정)이 마련되어 있다.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저축·대출상품의 필요공시 사항, 거래조건의 표시방법, 거래조
건 변경시 공시사항,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이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미확정 사
항을 확정적·포괄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
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표시하는 행위,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
으로 공시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통일상품공시기준의 운영 및 개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시 강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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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거래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 상품 비교 공시내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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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관한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
건을 한자리에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
하여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그간 저축은행은 업계 자율로 예금상품 금리에 한하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
이지를 통한 비교공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2010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대출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간 자율적 경쟁에 의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
해 가계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17)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18)를 통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서비스를 개시한 결
과 2010년 10월말 현재 105개 전체 저축은행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하여 총

주17)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보도자료 - 2010년 10월 11일“저축은행 대출금리비교공시서비스
실시”참조
18) http://www.fsb.or.kr - 금융상품 - 대출안내 -“대출금리 보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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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개의 주요 상품에 대한 금리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종류(아파트, 주택, 유가증권, 경락잔금, 전세자금 등)별로 구분하여 최고·최
저금리, 대출기간, 기준일 등 주요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일반신용대출과 전문직종 등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고객신용대출, 학자금대출로 구분하여 상품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교공시서비스 실시현황(2010년 10월말)

Ⅱ
* 담보종류(APT/주택/기타)별 구분
** 일반신용대출, 특정고객신용대출, 학자금대출로 구분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저축은행 금리 비교공시(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www.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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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취득할수 있도록
중앙회 및 저축은행을 통하여 비교공시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을 지도하고, 비교공시제도
의 운영성과 및 저축은행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 서비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
도해 나갈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
가. 약관, 수수료, 약정이율 등 거래조건 공시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각종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 카드
이용금액 결제방법, 카드 분실·도난 등의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면책내용 등을 신용카
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개별 통보 등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알려
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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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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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 비교 공시내용 조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가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
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http://www.crefia.or.kr)에 비교공시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신용카
드 상품의 경우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회사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현금서비스 금리의 경우 협회의 공시 화면에서 각 카드사명을 클릭하면, 카드사와 연
결된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해당하는 현금서비스의 이자율도 조회할 수 있
다. 종전에는 협회 공시 화면에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만 링크가 되어
있었으나 2010년 4월부터는 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각 카드사 회원별 적용 등급·금리
조회 화면으로 직접 접속하여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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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품금리 공시화면(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이밖에 할부금융회사의 상품인 신차 할부금융·중고차 할부금융·주택할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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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각 회사별 금리를 한 곳에서 공시하고 있어 회사별 금리를 비
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7월 여신금융협회에 자동차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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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해서도 할부이용자가 차종(47개), 현금구매비율(10, 20, 30%), 대출기간(12,
24, 36개월) 등을 입력하면 각 할부금융 회사별로 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자동

<중고차 할부상품 검색조건 설정화면>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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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상품의 회사별 금리비교 공시화면>

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주요 여전사들은 동 비교공시시
스템 개통 이후 평균금리를 기존의 25% 수준에서 10% 후반대까지 낮춘 저금리상품(중
고차)을 시범적으로 출시하는 등 여전사간 금리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
가. 약관, 수수료, 약정이율 등 거래조건 공시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관련법규에 상품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각 상호금
융기관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통일상품공
시기준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확
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근
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 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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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품공시사항은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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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상품공시는 금융상품안내장
또는 객장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저
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 수수료, 거래제한 사항,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보너
스 내용,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을 공시하여야 하며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하고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
수익률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연단위로 표시된 대출금리 및 대
출부대비용, 대출금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품
의 거래조건을 공시함에 있어 상호금융기관은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
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기존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고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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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 비교 공시내용 조회(비교공시)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농·수협, 신협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의 종류, 금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 신협중앙회 홈페이
지(www.cu.co.kr) 금리조회 코너에 각 신협의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별 금리정보가 게
시되어 있다. 예금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예금, 적립식 예금으로 나누
어 만기별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상품은 신용대출, 적금담보대출 등의 평균금리
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개인인터넷 뱅킹 코너에 금리/
수익율 조회 메뉴가 있으며 동 메뉴의 지역농협 예금금리조회 또는 지역농협 대출금리
조회를 이용하여 각 조합별 금리를 알 수 있다. 예금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여
유자금을 늘리기 위한 상품(거치식),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적립식)으로 나누어 상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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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상품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누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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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가. 소비자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은 급
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소비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금융소비자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포털은 기존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등 여러곳에서 제공되던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관련 법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묶어 일괄, 통합제공함으로써
금융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가득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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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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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포털‘금융회사 경영정보’
에서는 금융회사별 경영현황 등 경
영공시 및 금융회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고,‘금융상품비교’코너에서는 은
행 여수신 금리, 보험료, 수수료, 펀드 수익률 등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을 통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이
용가이드, 외국환 거래시 유의사항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각종 금융정보를 간
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포털‘금융회사별 민원·제재·소송’코너에서는 과거에 검색하기
어려웠던 금융회사별 민원등급, 제재내역 및 소송현황 등의 정보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정보 제공은 금융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리
보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과 더불어 금융소비자포털에서는‘금융계산기’코너
를 마련하여 예금, 대출 등과 관련한 대출상환액, 연금수익률, 현재가치, 총부채상환비
율(DTI)한도 등을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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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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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시내용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링크되어 있음

금융거래계산기 기능 (금융소비자포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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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제공하는 금
융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자료내용을 최신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인터넷 공시방법을 표준화 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
익하고 필수적인 지식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금융정보에 대
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비자정보를 금
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FSS 메아리 시스템 운영
금융감독원은 2009년 3월 소비자정보 제공, 주요 이슈 및 현안사항에 대한 금융소비
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e-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FSS 메아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SS 메아리 시스템은 민원인, 금융감독원의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금융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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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연결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
독·검사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송대상 정보에는 금융기초 지식, 금융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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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금융피해 예방방법, 전화사기시 대처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 등이 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FSS 메아리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처리결
과 송부 및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Feedback), 청소년 백일장 및 금융교실, 금융이용자
모니터 안내, 금융거래이용시 유의사항 등 금융정보를 발송하는 한편,‘금감원과 함께
하는 금융생활가이드’
(격주, 총 41회),‘알기쉬운 금융이야기’
(매주, 총 93회),‘금융감
독원 Newsletter’
(수시, 약 541회) 등을 송부하고 있다.

다. 전자금융 피해방지 정보 제공
1)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제정
2005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
권사·카드사·보험사 등의 정보보호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전자금융거래 안
전성 강화 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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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토대로“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을
제정하고 이를 홍보키로 하였다. 동 정보보호 수칙은 인터넷뱅킹 해킹, 피싱 등 전자금
융 사고의 주요 형태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동 정보보호수칙을 포스터 및 전단지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
점에 게시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으
로써 이용자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한 전자금융거
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전개
그 이후 인터넷뱅킹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 2009년 7월~12월까지 6개월간 금융회사·금융협회·금융정보보호기관 등과 공동
으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을 추진하였다. 동

Ⅱ

캠페인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고객확인용 비밀정보(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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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점 홍보함으로써 인터넷뱅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동 캠페인

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알기 쉽게 만들

기간중에는 오래된 보안카드를 교체하거나 OTP발생기·보안토큰 및 전화승인서비스
등 1등급 거래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정보보호 컨퍼런스 및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울러 캠페
인 기간중 각 참여기관은 自社의 인터넷뱅킹 환경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마련한「기술
적·제도적 고객정보보호대책」
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정보보
호제도를 개선토록 하였다.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고객
언론홍보, 각종 유의사항 배포,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홍보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매년 금융회사 및 금융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각종 정보보호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005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피싱대응
금융정보보호 기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금융보안연구원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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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정보보호협의회 등과 함께 매년“금융부문 정보보호 우수논문”
을 공모하는 한편 정보
보호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MS(Magnetic Stripe)카드에 의한 현금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금년 중 범금융권 T/F를
구성하여 금융권 공동으로 대고객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MS카드 이용자는 IC카
드로 전환할 것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및 해설(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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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인터넷뱅킹 이용자 유의사항(2010년 7월)

☞ 인터넷뱅킹 비밀정보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e-mail함,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지 마세요. 보관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교체하세요.
②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보안토큰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보관하세요.
③ 보안카드는 복사 또는 스캔하지 말고, 오래된 보안카드는 재발급 받으세요.
④ 금융거래 ID,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ID,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⑤ 가장 안전하게 인터넷 금융거래를 이용하려면 OTP 발생기, 보안토큰, 전화승인서비스를 사용하세요.
⑥ 계좌이체·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가입하세요.
⑦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 마세요.
⑧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요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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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지속 제공

소비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담·민원처리·금융정
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민원이용시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금융거래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
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상담·민원이용 Tip-10
① 금융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33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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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간에 바쁠 경우에는 야간?토요상담을 이용하세요.
③ 민원제기전 우선 금융상담을 받아 보세요.
④ 민원제기시 증거자료를 먼저 충분히 확보하세요.
⑤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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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인의 금융계좌 확인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⑦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세요.
⑧ 소송제기 전에 금감원에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하세요.
⑨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포털』
을 이용하세요.
⑩ 금융이해력 부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참조

은행
금융감독원은 은행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청약상품의 이자지급과 관련한 유
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고객이 주택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시 만기가 정해져 있고, 대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주택청약 당첨시까지 계속 자동
으로 계약연장을 하고 있으나,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인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약예부금 가입후 상당시일이 경과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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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 자동연장 과정에서 이미 발생된 이자가 있으나 이를 인출하지 않을 경우 기 발
생된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금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
음을 안내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청약 예부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기 발생한 이자에 대
해서는 인출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토록 지도하였다.
또한 은행 이용자가 예금, 대출 등 은행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금융소비자가 은행 거래
시 참고하거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① 주거래 은행을 정하세요.
②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세요.
③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으세요.
④ 마이너스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한 후 선택하세요

Ⅱ

⑤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를 활용하세요.
⑥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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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항가기 전에 미리 환전하세요.
⑧ 자동이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⑨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 바로 은행에 알리세요.
⑩ 대출모집인과 거래시 대출신청 은행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참조

금융투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과 더불어 투자자 등 금융이용자 시각에서 자본시장법
상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하여 투자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연속 안내하였다.
특히 투자자가 투자권유을 받거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 고객숙지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보다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자본
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9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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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연속안내 목록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투자자 보호제도(2009.2.17)
②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의 지분공시 유의사항(2009.2.18)
③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2009.2.19)
④ 일반투자자가 투자가능한 파생상품의 종류 및 설명제도(2009.2.23)
⑤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펀드투자(Invest Wisely) 안내(2009.2.24)
⑥ 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주요 변경사항(2009.2.25)
⑦ 신용공여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2009.3.3)
⑧ 투자자가 알기 쉬운 펀드명칭 표기기준 마련(2009.3.2)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9가지
① 투자는 투자자 정보 확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②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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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의 설명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의 확인은 신중하게 하세요.
④ 파생상품 등 거래시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⑤ 부당한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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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을 항상 기억하세요.
⑦ 일임계약 체결 없는 포괄적 일임매매는 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⑧ 투자권유대행인, 제대로 알고 거래하세요.
⑨ 투자 관련 분쟁 발생시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또는 업무자료(자본시장법 시행관련 코너) 등 참조

보험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약관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주요 보험상품의 특징
및 보장내용 등을 2007년 11월부터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안내하고 있다.
주요 안내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상품공시, 청약, 세제혜
택 등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유의해야 할 사
항을 소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함은 물론,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보험가입과 계약유지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해외여행보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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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험, 태아보험 등 보험종류별 보장내용의 특성 및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여 소
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가입대상자별로 자신의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목별 안내 내용
1⃞ 보험가입과 계약 유지를 위한 안내
① 보험상품 안내자료의 활용방법
② 보험가입 채널의 종류와 유의사항
③ 보험계약 청약시「계약전 알릴의무」
와 관련된 유의사항
④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
⑤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보험제도 소개
⑥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稅制)(단, ’
10.1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참조)
⑦ 보험가입자의「직업·직무 변경 통지」
관련 유의사항

2⃞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Ⅱ

⑧ 해외여행보험(단, ’
09.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3 참조)
⑨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⑩ 민영의료보험(단, ’
09.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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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보험특약
⑫ 노후 대비 연금보험
⑬ 화재사고 보장 보험
⑭ 태아보험
⑮ 실버보험
⒃ 통합형보험
⒔ 장애인전용보험
⒕ 퇴직연금
⒖ 신종플루 보장 보험
⒗ 공시이율을 적용한 보험상품
(21)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 및 정기보험
(22)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보험
(23) 운전자보험

3⃞ 주요 제도 개선 내역
(24)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25) 개별약관 개선
(26)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27)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또는 업무자료(보험업무 코너)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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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약관 용어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 등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개정된 보험관련 법규와 제도개선 사례 등을 소개
하여 관련 민원 발생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생필품 물가 상승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중소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였
다. 금융소비자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격 이외에도 사고발생 후 제공되는 보상서비스
의 질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
①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
②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
③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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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⑤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⑥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

금
융
회
사
건
전
영
업
및
소
비
자
정
보
제
공

⑦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등 참조

여신전문금융
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소비자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피해를 입은 경
우 소비자를 구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
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한 경우나,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돕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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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 선택시 고려할 사항, 신용카드 활용 방법, 상품별 거래
조건,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등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필요한 유익
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안내·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세부내용 및 조건을 잘 알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용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7가지를 제시하였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해 알아야 할 7가지 사항
① 부가서비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③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서비스로 오인하지 마세요！
④ 포인트는 소멸되기 이전에 모두 사용하세요！

Ⅱ

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세요！
⑥ 부가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연회비 부담이 큰 카드를 발급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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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신의 소비패턴에 잘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참조

서민금융
평소 금융정보가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사금융 피
해요령 등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각종 금융상식 등
을 보도자료 형태로 수시로 배포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이용
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
을 비롯해 서민들이‘보
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등을 발표하였다. 그 밖에도‘서민이
챙기면 도움되는 10가지 정보사이트’
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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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
①“미소금융”
,“햇살론”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적극 활용
②‘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
의“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
을 검색
③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직접 신청
④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전환대출”또는“환승론”
을 이용
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와 적극 협상
⑥ 성실히 상환하고자 노력하나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채무조정제도”
, 법원의“개인회
생제도”
를 적극 활용
⑦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돌려받을 것
⑧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⑨ 채무는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하되 불법채권추심에는 당당히 대응
⑩ 불법 사금융피해는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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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① 은행이 아닌데“마이너스통장 대출”
을 해준다고?(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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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O캐피탈, OO금융”
,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상호 도용)
③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휴대폰깡)
④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카드깡)
⑤ 개인정보·예금통장·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⑥“원금보장·확정수익·고수익”보장!(유사수신행위)
⑦ 가짜“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과 유사명칭 사용)
⑧ 허가받지 않은“내 맘대로 영업”
(미인가·미등록 금융업 영위)
⑨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⑩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현금카드 편취사기)

마. 각종 안내책자 등 배포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 등 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금융
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소개하고 금융소비자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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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챙기면 도움되는 10가지 정보사이트
① 서민금융관련 정보를 한 군데서 간편하게 알고 싶으세요?
→ 서민금융종합안내“서민금융119서비스”
(금융감독원, http://s119.fss.or.kr)
② 복지·보건·교육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조회 하실려면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
(http://www.oklife.go.kr)
③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를 한 눈에 보시고 상담받길 원하시면
→ 맞춤대출 및 환승론 안내“한국이지론”
(http://www.egloan.co.kr)
④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취업·신용관리정보 등이 필요하시면
→“새희망네트워크”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hopenet.or.kr)
⑤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등 신용회복에 필요한 종합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⑥ 서민들의 창업·운영자금지원 및 휴면예금·보험금 조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
(http://www.smilemicrobank.or.kr)
⑦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 생활자금과 실직자의 창업자금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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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⑧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의 예금·대출금리 비교사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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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여신금융협회”
(http://www.crefia.or.kr)
⑨ 개인회생·파산신청 관련 정보 및 각종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⑩ 연말소득공제에 필요한 종합정보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서비스는
→“국세청 연말정산간편서비스”
(http://www.yesone.go.kr)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 참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제반 금융감독업무와 기능 그리고 제
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금융 관련 제도 및 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소비자의 금융지식 및 이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업무자료’
, 부속 홈페
이지인 비전PR(vision.fss.or.kr)의‘홍보간행물’및 금융교육(edu.fss.or.kr)의‘책마
을’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의‘민원신청’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에도 게시
하여 언제든지 조회·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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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위한 주요 안내·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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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제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실효성 확보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검사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확보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독수단이다. 검사업무는 금융회사의 규정
이행실태와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와 금
융회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성된다. 검사업무는 상시감시, 검사계획 수립,
검사사전준비, 검사 실시,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검사결과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되
며 각 단계별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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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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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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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다. 특히 2011년도에는,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추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외형확대 경쟁이 야기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속성 금융상품의 가입강요, 예·적금
등에 대한 부당 인출제한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여부를 주요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관리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체제 등 시스템의 유효성을 높이는 사
전 예방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 등의 판매시 고객설명준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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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위험수준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실태 등의 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거래조건의 부적절한 공시, 과장 광고 등이 금융투자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고객정보의 부당 유출이나 불법수수료
징구 등 대출모집질서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및 제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가. 은행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은
행의 구속성 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 특히,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22일 기간 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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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행위 실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의 구속성 행위가 적발되어 위규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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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로는 차주의 자발적 가입의사 확인서 없는 구속성예금 수취가 9개 은행, 63개
점포에서 434건,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5개 은행, 374개 점포에서 789
건, 신용보증서 여신 취급시 예·적금 등에 대한 이면질권 설정이 12개 은행, 366개 점
포에서 1,008건이 각각 적발되었다. 적발된 구속성 행위 내용을 금융상품별로 보면,
예·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펀드 241건(10.8%), 보험 25
건(1.1%) 순이었다. 건당 평균금액도 예·적금이 20.7백만원으로 가장 크고 펀드(6.7백
만원), 보험(1.8백만원)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서민생활 보호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은행 영업점검사반
을 운영하여 예·적금, 방카슈랑스 및 펀드의 구속성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동 점검 결과, 차주의 자발적인 가입의사 확인서 없이 예·적금을 수취하고, 여신실행
일 전 1개월 이내에 예·적금을 수취하는 구속성 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위규 행위자
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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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활동 및
경영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시
장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는 재무건전성 확보 실태, 내부통제시스템 등 구축·운영
의 적정성, 투자자보호 실태와 영업행위준칙 준수 여부, 불완전판매 실태, 증권영업질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사항으로 하여 회사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검사와 상시감시결
과 파악된 취약부문 등에 대해 실시하는 부문검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간검
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잠재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금융사고
확인을 위한 사고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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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증권·선물회사 검사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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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나 불건전한 경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제재는 금융기관 또는 관련 임직
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경영
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 등 검사목적을 달성하는 중요 수단이며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다. 보험
보험업법 제2절(모집관련 준수사항)에는 보험안내자료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한 보험모집행위 규제를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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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안내되고,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매년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54개 생명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46개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 무자격모집,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등)에 대해 부당한 보험가입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보험모집조직의 시장문란행위 및 그
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실태 점검 현황(2008~2010년)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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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다단계판매, 인터넷(공인전자서
명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을 통한 모집을 할 수 없으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길거리 모
집, 사전 동의 없는 방문 모집 등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임직원, 전속 모
집인 또는 신용카드사와 모집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의
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의 거래조건 및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 이용
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다른 회사의 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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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
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를 할 수 없으며,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을 모집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하“가맹점제휴조건”
이라 한다)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
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
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다른
회사의 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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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신금융협회가 운영중인‘신용카드 모집인 합동기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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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반’
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원의 협조 하에 수도
권 지역 뿐 아니라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역시 매년 실시하
고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카드 발급 신청자로 가장해
카드 발급 과정상의 위규사항을 점검하는 암행점검 형식으로 이뤄지기도 하며 최근「여
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0.6.13. 시행)으로 인해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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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시
법규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2.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
가. 펀드 미스터리 쇼핑
감독당국은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펀드판매 실명제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펀드 판매현장에서 동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미
스터리쇼핑은 금감원 또는 외부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고객 신분으로 펀드 판매회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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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펀드 판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판매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펀드 판매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하여 필요시 관
련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회사의 펀드 판매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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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8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미스터리쇼핑은 실시기간 사전예고, 실태 점검, 평가결과 통지 및 공표, 자체 판매관
행 개선 유도 순으로 진행된다. 미스터리쇼핑은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마
련된 투자권유준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여 펀드를 판매하는 지를 주로 평가한다. 평가항
목은 크게 투자자 정보 및 투자성향 파악(30점), 상품 설명의무(60점), 판매 환경(10점)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고, 동 세 부문은 다시 24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주요항목으
로는 원금손실 위험 및 투자자 책임원칙 설명 여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안
내 여부, 투자상품, 펀드비용 및 환매관련 사항의 설명 여부 등이 있다.
미스터리쇼핑 실시 후에는 판매회사에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결과, 펀드 판매 모
범사례 및 판매관행 개선 노력 사례 등을 통지하여 펀드 판매업무 개선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언론에도 공표하여 판매회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
고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가 저조한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취약 부문 등을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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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 자체적으로 펀드 판매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속하여 나쁜 평
가를 받은 판매회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판매관행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
이다. 반면 2회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번 미스터리쇼핑 대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판매회사들의 자발적인 개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핑 실시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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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미스터리쇼핑 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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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판매회사 20사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처음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이
래 2009년 하반기(30사 450개 점포) 및 2010년 상반기(35사 600개 점포) 등 총 3차례
에 걸쳐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였다. 금년 상반기 실시결과를 ’
09년 하반기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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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평균점수가 67.4점에서 82.1점으로 14.7점 상승하고 우수 평가회사 수도 7사
(23.3%)에서 23사(65.7%)로 증가하는 등 판매회사의 판매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펀드판매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판매관행을 개선함으로
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건전한 판매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항목 및 실시방법의 경우에는 제
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개선해 나감으로써 미스터리쇼
핑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실태 점검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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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험 상품
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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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는 통신수단(TV,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
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과정에서 특
히 문제가 된다. 실제 보장내용 등이 광고·안내 내용과 상이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
하고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금 청구시 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
생한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TV
홈쇼핑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도 38
개 보험회사 및 홈쇼핑회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누락 등 불완전판매에 대
한 검사를 실시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V 홈쇼핑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실태 점검 현황(2008~2010년 9월말)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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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유의사항을 지도하는 한편, 핵심설명
서 등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있다.「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이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상품 거래
과정상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지도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투자 위험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하여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3번의 미스터
리쇼핑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그 동안의 창구 지도와 지속적인 미스터리쇼핑 실시 등
으로 후순위채권 청약 과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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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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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주요 고객층이 상대적으
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적극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 불완전판매실태 점검 현황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실태 점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발급시 약관과
함께 연회비·이자율·수수료·이용한도·결제방법·결제일·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
준 등 거래조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도난·분실·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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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교
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설명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동 법에 의하면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과 할부금융자금의 변제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모든 여신전문금융회
사는 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약관에 신용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절차
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기
타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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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법규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0년 6월에
는 2009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약관심사권 확보와 2010년 5월중 핵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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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대실시를 계기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운용실태 및 핵심설명서 교부 등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불완전 판매 점검 현황

3. 금융회사의 공시실태 점검
가. 은행
금융감독원은 공시·광고관련 규제가 영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
년 은행상품 공시 및 광고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는 은행의 공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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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된 광고관련 위규사항 또는 소비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공시·광고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은행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나. 보험
보험업법 제124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공시 대상은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
용에 관한 사항, 조치 받은 사항 등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와,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관한 정보 및 보험상품
에 대한 공시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30개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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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 및 36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공시의무준수 여부 등
공시실태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공시의무를 준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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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치하고 있다.

보험회사 공시실태 점검 현황(2008~2010년)
(단위 : 개)

16

다. 상호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은 경영·상품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
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저축은행의 공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선 경영공시 실
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회계연도의 결산자료의 공시 여부, 공시항목 및 공시방법의 적정
성 여부, 저축은행 자체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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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점검 결과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금융감독원 및 중앙회의 지속적인 점검·지
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자체 경영공시 점검 및 교육 실시 등
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시 실태와 관련해서는 통일상품공시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저축·대출상
품의 필요공시 사항 준수 여부,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공시방법의 적정 여
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점검 결과 저축은행간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인터넷의 상품공시 내용을 최근 내용
으로 수정하지 않아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 외에 금융감독원은 기타 수시공시 관련사항, 최근 공시 강화를 위해 지도한 사항
들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나아가 공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중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현지조치를 통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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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경영·상품공시에 대한 저축은행의 경각심 부각 및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사
항은 중앙회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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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
로 강화함으로써 경영·상품공시 관련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공시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나갈 예정이다.

최근 저축은행 공시운영실태 점검 현황

라. 여신전문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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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경영방침·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자기자본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 신규발생, 자기자본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예상)한 금융사고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
항, 대주주에 대한 거액의 신용공여, 약관의 제·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할부
금융사는 할부금융계약의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상품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
하여 검사시 공시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자동차 할부금융 및 신용대출상품 등 상품공시 이행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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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여신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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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의 공시 적정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에
입각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이다.

4. 소비자 보호 체계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매년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여 하위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민원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특히 금융권역별로 최하
위사와 2년 연속 5등급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점검시 발생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독려하고 함께 민원감축 대책 수립과 이행, 그
리고 향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민원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특정
유형 또는 금융회사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 발견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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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평가 결과에 따른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마찬가지로 민원다발 금융회사에 대하
여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근의 현장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및 2010년 6월에는 민원발생평가 결과 5
등급 또는 권역별 최하위 등에 해당하는 8개사 및 12개사에 대하여 각각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 점검시 소비자 보호업무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민원
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민원발생평가 결과 분석 및 민원예방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
검하였으며, 민원 관련 임원진과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2009년 및 2010년 8월
에는 민원이 과다하거나 급증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대상은 2009년 및 2010년 상반기까지의 민원 증가율을 기준으
로 각각 상위 10개사 및 8개사를 권역별로 선정하였고, 주로 민원증가 원인분석 및 해결
제
1
장

방안, 민원감축 계획의 실효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제출한 민원감
축 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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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국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이후에도 민원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민원감축
실적이 부진하거나 민원이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진 또는 임원 면담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감축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4절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 내재된 정보 비대칭성 및 교섭력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시
장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음에 따라 금융시장의 기능만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의 겸업화·대형화 및 복잡·다단한 파생상품
발달 등의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로 정보의 비대칭성 및 교섭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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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인 금융소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금
융소비자 보호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생산 및
판매단계에서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처리 및 금
융분쟁조정 등 사후적인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한편, 금융감독
원은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대응 및 제재기능이 미흡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보호기능이 한정되
었다는 자기반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 업무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10월 전
부서가 참여한‘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T/F'를 구성하였다. 2009년 12월‘금융소비
자 보호기능 강화 T/F'는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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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금융거
래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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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원업무의 공정성 강화, 소비자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충,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판위험(Reputation Risk)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
자의 피해구제 수준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역량 및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의 금융이해력 증진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1.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개선
가. 은행, 저축은행 등의 대출원리금 납입관련 관행개선
그간 금융감독원은 연체 대출이자에 대한 한편넣기 시행 등 대출원리금 납입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 여전히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대출원리금 지급 관행을 유지해 옴에 따라 ’
09.12월부터 대출
원리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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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였다. 그 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대출만기일이어서 대출원리금을 그 다음 영업일에 납부할 경우에
도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원은 대출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임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에 대출원리금을 납부
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의 내규와 시스템을 개
선하고, 그 동안 과다 부과해온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환급하도록 지도하였다.
둘째, 연체이자 부과시 상환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일명‘양편넣기’관행을 지
속해온 일부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한
편넣기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 내규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셋째,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후 대출원리금의 납입체계를 개선하였다. 그 동안 은행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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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만기일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 입금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연체로 처
리하여 왔으나, 대출원리금의 당일 입금 처리기준을 은행 영업시간까지에서 당일 24시
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은 은행의 영업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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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후에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24시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연체발생 부담도 해소되었다.

나.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금융약관이란 금융회사가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격상 사업자인 금융회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유
인이 있음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약관을 제·개정하고 있다.
첫째, 카드사 약관과 관련하여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
상하는 경우 사전 고지기간을 14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
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큰 고금리채무부터 우선 결제되도록
개선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알 권리 및 변제이익을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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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9년 8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비(非)카드 여신
전문회사에 대한 약관심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2010년 7월 그동안 제기된 금융분쟁 사
례 등을 기초로 할부, 리스, 신기술사 등 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동 표준약관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 여전사의
권한남용 방지 및 통지·설명의무 강화, 금융이용자의 항변권·취소권 확대 등이 포함
되어 여전사의 주요 고객층인 저신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각 여신금융회사별 개별
약관 작성부담 및 분쟁처리비용이 경감되었다.
셋째,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10.1월)하였다. 먼저, 통신
판매 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을 기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보험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시에서 청약시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실제 발생 장해와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장해 판정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른 장해 불인정 사례 방지를 위하여 표준약
관상 유사 판정기준에 준해서 장해가 인정될 수 있는 준용규정 마련하였다. 동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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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조항의 명확화를 통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불완
전판매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관련 민원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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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였다.

다. 구속성예금 수취금지
구속성예금은 여신(대출)과 연계하여 취급된 일정한 금액의 수신(예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금융기관에 의한 유사한 예금수취행위는 일
찍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구속성예금은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예
입되거나 자유로운 해약,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차주의 자금사용이 제한되는 예·적금
등의 수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칭‘꺾기’라고 부르고 있다.
은행의 구속성예금 수취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기업의 실효대출금리를 인상시킴으
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증대 및 경쟁력 약화 초래하며, 이에 따른 생산원가상승을 소
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물가상승 및 기업의 국제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초
래한다. 둘째, 금융민원 및 금융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한다. 구속성예금 수취행위가 사회
적으로 공식 인정된 금융관행이 아니므로 구속성예금 수취정도 또는 방법에 있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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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의성이 개입되고 금융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시중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자
금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속성예금을 강요할 가능
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금융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의 의사에 반하
는 불공정거래 소지를 초래한다. 구속성예금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구속한
다는 점에서 금융거래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구속성예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
편, ’
10.11월 은행법령 개정시 종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규제를 신용도
가 낮은 개인의 대출까지 확대하고,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예금, 적금뿐 아니라
보험 및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라. 연대보증제도 개선
제
1
장

연대보증제도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채무
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채무자가 부족한 신용을 보
강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이 인적 보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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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여 차주의 신용평가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경기침체기에는 대지급 발생으로 인한 선
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08년 7월 가계
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
09년 10월에는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
한 개인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업소유주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
토록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이 없어졌으며, 자영업자 대출 등의 경우에는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의 경우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다만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
정된다.
마.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보험계약자 등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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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등 보험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을 보험회사
에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제출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요청하여 왔으나 보험금이
소액일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이 보험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진단서
외 기타 병명이 기재된 서류도 보험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
여 보험금 청구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입원 담보의 경우 보험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입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될 경우
동 입퇴원확인서도 진단서와 더불어 보험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보험금이 소액인 통원 및 골절 담보의 경우 진단서 외에도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도 보험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술 담보의 경우 병명이 기재된 수술확인서도 사고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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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였으며, 사망 담보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
정되도록 하였다. 동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10년 4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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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보험의 경우 2010년 6월 시행하였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주 : 1) 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에는 병명기재 필요
2) 실손의료보험(입원, 통원)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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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실손의료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가입한 계약
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
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 보험약관대출 연체율 부과 금지 및 이자부과체계 개선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활용하여 해약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등급 제한 및 수수료가 없고 대출
절차가 편리하여 주로 서민들이 소액대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
사의 소극적인 안내 및 과도한 이자부과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
융감독원은 약관대출금리, 이자미납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연체이자 부과금지
및 금리산정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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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관대출시 대출금리, 금리산정방법, 대출한도 등 중요사항 및 계약해지시 원리
금과 해약환급금 상계처리 등 불이익사항에 대한 설명·안내가 부실하여 보험소비자로

금
융
회
사
건
전
영
업
및
소
비
자
정
보
제
공

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 관련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대출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안내를 의무화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
안」
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약관대출의 법적성격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연체이자 부과방
식을 개선하였다. 그간 약관대출은 보험금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채무
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
하여 약관대출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판시(2007.9.28. 선고 2005다15598)하였다. 이
러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반환받을 돈을 미리
지급받은 것과 같은 데 이자납입 등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과중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약관대출에 대해 정상이자 미납시

139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중이다.
아울러 약관대출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토록 지도하고 금리산정방식을 가산금
리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그간 약관대출 정상이자율의 경우 금리산정방식이 회사별로 다
르고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그 결과 금리수준 비교가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가산금리수준의 차이도 1.5%~4.0%로 크게 나타나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
다. 금융감독원은 약관대출 금리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이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예정이율+α
)으로 통일
하였다. 그 결과 회사별·보험상품별 차이는 있으나 약관대출 금리도 다소 인하되어 약
관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대출 부실안내 등에 따른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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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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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책정·운영하도록 하기위해 모든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이자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취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이자율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

일괄 공시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자율기능을 통해 금리
수준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 기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첫째, 은행의 정기 예·적금 가입후 1개월 이내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이자를 미지급
하던 관행을 은행별로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2009년에 적용한 결과 연간 22.5억원
의 이자가 금융소비자에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시각장애인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증
권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10.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증권매매수수료를 할인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자본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제고하였다.

140

2. 금융거래질서 확립
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의 의사 및 여건에 합치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는 민원 및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점증되어 왔다. 특히 금융상품 특성상 보
험모집·펀드판매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상품에 대한 불
완전판매를 예방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분쟁유발 불완전판매 행위자의 인적자료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분쟁
발생사유를 집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별 불완전판매 분쟁지수 산정 및 비
교공시 등에 활용불완전판매 행위자에 대한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의 불완전판매 자율시정 유도 및 감독·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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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시행하였는데 보험의 통신판매
와 관련하여 보험 통신판매 단계별로 안내자료 제공, 음성녹음내용 확인 등 절차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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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고 불완전판매의 경우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안
내토록 하는“보험 통신판매업무 모범규준”
을 마련하는 등 보험 통신판매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를 지도하여 보험
금 지급제한사항, 보장기간 등을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하고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기존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한편,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현행 TV 등 방송매체, 간행물
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까지 확대하고 광고전에 상품개발부서가 사전검토하고 준법감
시인이 최종 승인하게 하는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셋째, 금융감독원은 펀드판매 현장의 건전한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6.7.~7.6. 기간 중 외부전문기관 및 금감원 직원이 고
객 신분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판매과정을 점검하
는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여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 및 모범사례 등을 발표하고 평가결
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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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출모집인제도 개선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보험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는 소매금융 부문
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출모집인제도가 권역별
자율협약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대출모집인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출모집
인의 고객정보 유출, 불법 수수료 수취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
융감독원은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을 마련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각 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금융감독
원 행정지도로 전환하고, 대출모집인 교육 강화, 각 금융업협회의 대출모집인 등록·취
소 관리 강화, 고객정보 유출 및 불법수수료 징구 방지 등을 반영한⌜대출모집인제도 모
범규준⌟
을 마련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시행 이후 금번 모범규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수수료, 고객정보 유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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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등 대출모집질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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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종전에는 하나의 펀드에 대하여는 어떤 판매회사든 그 판매수수료가 같았고, 투자자
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신규 가입하는 방식 이외에는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환매수수료와
신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2010년 1월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차등화하고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는 판매
회사 이동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의 세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판매
회사 이동제 도입을 위한 T/F⌟
를 구성·운영(2009년 7~11월)하였고 판매회사 이동제
도 설명회를 개최(금투협회, 2009년 11월 30일)한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판매회사
이동관련 법적근거를 마련(2009년 12월 21일)하여 2010년 1월 단계별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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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말 기준 이동가능 펀드규모는 2,226개, 116조원(전체 공모펀드는 5,746
개, 214조원)이었으며, 이중 2010년 9월 10일까지 총16,723건, 3,758억원이 이동한 것
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 제도는 펀드 판매시장에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수수료인하, 고객
서비스 강화 등 펀드 투자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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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및 금융이해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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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회사(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금융소비자의 구조적 문제점은 금융시장에서 열등한 지위에서 발생하며 정보의 부족
이나 부정확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
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및 지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하여 금융소
비자의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선택능력을 제고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화면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
에 따라 금융회사별 경영공시, 금융상품 비교공시, 민원발생평가 결과, 제재내용, 분쟁
조정 사례, 금융감독법규 등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인 의사결정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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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하였는데 2010년 6월 금투협회 홈페이지
에 금융투자회사별 신용공여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기 위한 별도화면을 마련하고 각 회
사 홈페이지를 링크하도록 금투협회에 지도하여 금융투자회사별 신용공여 금리인하 유
도 및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였다. 또한, 2010년 4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적
용금리 구간(12개)별 전체 회원대비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비율을 비교·공시토록 하여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였고, 자동차할부 이용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입력하면 여전
사별 취급조건(금리,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전사의 금
리인하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강화하였다. 아울러, 펀드 공시제도를 개선
하여 펀드매니저 운용이력, 증권거래 비용 등 펀드운용 관련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의 펀드 공시시스템을 개선하여 판매보수 인
하 및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하였다.
셋째, 금융회사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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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신청관련 소송제기 현황”및 주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공시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신규 계약건수 대비 민원 등에 따른 해지 및 무효건수를 산정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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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나. 금융정보 제공 강화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보 부족이나 지식의 부정확함을 치유하기 위
해 많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해짐에 따라 금융
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및 지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
융거래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이용자들이 금융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갱신형 보험19) 가입시 유의사항으로서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은 갱신시점에서
연령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14~20%, 40세가입 기준)할 수 있으며, 사망을 담보하
는 정기보험은 사망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갱신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점 등 갱신

주19) 보험기간 경과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로 갱신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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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보험의 특징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였다.
둘째, 2010년 9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상품약관(약정서)과 별도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핵심설명서는
소비자와의 분쟁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핵심내용(각 상품별 10개항목 이내)을 소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민원
및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금융생활정보를 담은“금감원과 함께
하는 금융생활 가이드”발송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민원인, 금융교실 회원 외에도 서
민금융고객, 정책고객 등을 추가하여 약 15만명에게 금융생활가이드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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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제1절 금융회사 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재산 보호
1. 파산 등 지급불능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가.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등으로 고객의 예금등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될 경우 해당 고객은 물론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 및 사회적 파장도 크게 된다. 이
러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예방하고 고객의 예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예금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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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을 제정하여‘예금보험제도’
가 도입되었으며, 1996년에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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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
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등을 지급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은 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수협중앙회, 보험회사(생
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
행 등이 있으며,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의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예금보험 적용대상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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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등 만을 보호 대
상으로 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큰 수익을 얻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 배당형 투
자신탁 상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여부는 해당 금
융회사 또는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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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현황(2010.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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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
금은 제외), 해외지점 예금 중 현지국에서 보호되는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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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는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
정부분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
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에는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오다가,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
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기도 했다.
1인당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한도가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
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
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
(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회사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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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
지 보호된다.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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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
험금은 예금보험 기금으로 환입된다. 예금보험제도로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
해서는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
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돌려받
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제도 외
에「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보험업법 제32조)」및「보험회사 해산 후 보험금지급
(보험업법 제158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은 보험회사가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에 대해 잔여재산 분배
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포함)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은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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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우선취득권에 대한 금액한도는 없으나,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같이 별도의 법
률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
며,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을 설정·운영하고 있는 경우 우선취득권은 특별계정과 일반계
정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한편, 해산 후 보험금지급 제도는 보험회사가 주주총회(상호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 보험업 허가취소 또는 해산명령 재판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해산 후 3개월 이내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3개월 이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상기 제
도들은 보험계약 전부이전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구조조정될 경우에 적
용되는 제도이나, 현재(2010년 10월 기준)까지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모두
계약이전 또는 합병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 적용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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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 채무의 지급정지,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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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의 장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지급불
능금액-예금자보호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보험계약도 포함한다. 보상범위는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
약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액,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은 피
해자 1인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
로 한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서는 보험회사의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한도(5천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동 제도는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시
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보험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계약이전 또
는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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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라.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가 불측의
사태로 인하여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경우 고객은 당해 예탁금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예탁금을 투자매매업자 또
는 투자중개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여 고
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
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
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국채·지방채 매수 등 투자자예탁
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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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치기관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누구도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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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도록 하여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인가취
소·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
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예치기관도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치금융투자업
자에게 예치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소유증권의 예탁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대상증권 외의 증
권을 보호예수나 기타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예탁한 것으로 간
주한다. 한편 외화증권 투자에 있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국제보관기관이나 국제증
권예탁원 같은 외국보관기관을 이용하기도 하므로 외화증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드시 의무예탁할 필요는 없다.

150

2.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화 사전 방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
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전체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
한 것이다. 건전성 감독은 다시 미시건전성 감독(협의의 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
독(시스템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요소의 경제 전반에 대
한 파급효과를 줄임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기
본요건이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영·상품공시, 정직·성실 및 공정한 영
업관행 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의 행위에 중점을 두는 영업행위 감독과 함께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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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위험·고수
익 자산에 투자하여 과도한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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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기자본규제 및 자산운용 제한, 신용·시장·운영위험 평가·분석 및 경영 건전
성 관련 지표 규제 등 건전성 감독(미시건전성 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금융권역
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은행
가. 자기자본규제
은행의 파산은 파산한 은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
문에 은행의 파산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일반 납세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현행 은행감독체계 하에서는 청산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비자
금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산위험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은행의 충당금과 자기자본이며, 양자는 대응되는 위험의 종류에 있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출·유가증권 등 수익성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일정정도의 손실위험
을 내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예상되는’손실에 대해서 적립하는 예비자금이 충당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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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기자본은‘예상되는’손실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 즉 급격한 경제위기 등‘예상
치 못한 손실’
에 대비한 최종적인 예비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은행이
직면한 손실발생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규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BIS자기자본규제”
로
서 널리 알려져 있다.
바젤II로 불리는 현행 BIS자기자본규제는 최저 자본규제(Pillar1), 감독당국의 점검
(Pillar2) 및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Pillar3)로 구성되어 있다. Pillar1에서는
“BIS비율”
로 알려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Pillar2에서는 감
독당국이 은행이 리스크를 측정하는 내부 절차를 보유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검증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하며, Pillar3에서는 은행이 건전성 관련 정보를 공시
토록 함으로써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규율을 강화하였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8%이상 유지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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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상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자회사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의 범위에 있어 자본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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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등 기본적인 자본(기본자본)은 자기자본으로 포함하고, 부채라 하더라도 장기적
성격이 있어 단기적으로 자기자본과 동일하게 손실위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기후순위
은행채 등은 자기자본으로 포함(보완자본)하되, 회계상 자기자본이라 하더라도 실제 안
전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계정항목은 제외(공제항목)한다. 또한 분모가 되는 자산 개념
에 있어서도 자산별로 위험도가 차별되지 않는 회계상 총자산 개념 대신 자산종류별 위
험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위험가중자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현금 등 위험이 없는
자산은 0% 위험가중치가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또한, 대출자산 등의 차주의 부도에 따른 손실위험을 통칭하는 신용위험 이외에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도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일일기준으로 단기 투자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딩 자산·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대비 5% 이상이 되는
은행은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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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의 등장, IT 의존도 심화, 소송의 증가에 따라 운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도 산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난외항목(off-balance items)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난외
항목은 우발채무로서 난내항목에 비해 실제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낮으므로
자산가액에 직접 위험가중치를 곱하지 않고 난내(on-balance) 항목화 할 가능성을 감
안하여 자산가액을 적절히 할인하여 계산한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방법 뿐만 아니라 은행자체적인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정한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의 내부모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여 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2008년 이전 은행권의 BIS비율은 12%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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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국내은
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07년말 12.3%였으나 2008년 9월말에는 10.9%로 하락하였
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확충 조치 등을 포함한 금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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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불식시킴으로써
실물부문으로의 위험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증자 및 내부유보 확대 등을 통해 은행
스스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권고하였다. BIS비율 위주의 목표 수준을 제시하게 되면
은행들이 동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증대보다는 대출을 감축하게 되
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우선 선택함으로써 신용경색의 악화와 실물경제의 위
축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은행별로 필요한 자기자본 확충 규모를 제시하였다. BIS자
기자본비율 제고의 목적이 은행의 비율 향상 자체가 아니라 중소기업, 가계 등 금융소비
자에게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 2008년 10월에서 12월중 총 16.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였
고, 이러한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2008년말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2.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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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조원 규모의⌜은행 자본확충
펀드⌟
를 한시적으로 조성, 운영하여 은행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권
대표 등으로 구성된⌜은행 자본확충 펀드 운영위원회⌟
는 펀드로부터 지원한도를 배정받
은 은행과⌜펀드 지원약정서⌟
를 체결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은행에
대해 중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실적과 워크아웃 기업
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구조조정 실적을 매월 점검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대해 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실제 지
원여부와 상관없이 한도배정금액 대비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분을 평가하고 지원실적이 미흡한 경우 이행을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의 자체 자본확충 노력과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의한 후선지원 등에 따
라 국내 은행의 건전성(solvency)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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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체 및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손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게 되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부터 야기된 금융불안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현
행 BIS자기자본규제(BaselⅡ)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은행들이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등 부채성 자본조
달수단에 대한 의존을 높이면서 자본의 질적인 수준이 저하되었고 양적인 수준도 금융위
기에서 발생한 손실을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확산
되면서 은행들의 지급능력(solvency)에 대한 시장신뢰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2009년 12월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
융규제 강화방안 초안(BaselⅢ)을 마련하고 (1) 자본의 질적 강화, (2) 규제자본의 양적
확대, (3) 리스크 포괄범위의 확대, (4) 레버리지 규제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바젤위원회의 강화된 규제내용은 2013
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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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운용·보유 규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공정경쟁 및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금융시장의 효
율성을 높이고, 정보와 자금력 측면에서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전반, 특히 자산운용·보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영업행위의
규제는 종전의 열거방식의 규제에서 탈피하여 금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허용하
는 포괄주의 방식의 규제로 발전해가고 있다.
1)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 변동 위험이 큰 주식이나, 유동성위험
또는 금리변동 위험이 큰 장기채권에 대한 보유는 은행이 흡수 가능한 자본규모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행은 주식,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기타 유가증권(국
채, 통안증권 제외) 투자가 해당 은행의「은행법」
상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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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은행이 기존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장한 채권,「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의 결과로 소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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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식 또는 채권은 동 한도 산정시 제외한다.
2) 업무용부동산 한도
과도한 업무용부동산 소유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은행법」
에서는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를 정하고 있다.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은「은행법」
상자
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60%를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여기에
서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영업소 및 사무소, 사택, 합숙소, 연수원, 체육시설 및 휴양
시설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동산(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3)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금지
은행은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즉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
되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소유가 가능하나 1년 이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연
기보고를 한 경우에도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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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
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부당대출 금지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직접·간접을 불문하
고 당해 금융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
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다),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은
행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 당해 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5) 여신취급관련 금지행위
은행의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여신취급과 관
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제3자로부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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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
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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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한도제도는 특정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량을 일정한
도로 제한하여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거래처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이 동반 부실
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신용공여’
는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의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가 정하
고 있으며 동일인(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동일인 또는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
는 자), 대주주,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경영건전성 규제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

156

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기타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 금융위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 증
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영지도기준으로 다수의 경영지도비율을 설정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지도
하여 왔으나, 현재는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예대율만을 경영지도비율로 운
영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규제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제외한
경영지도비율(원화유동성비율 및 예대율)과 자산건전성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원화유동성비율
은행의 유동성은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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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낸다. 은행이 수요에 충분한 자금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에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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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은행의 유동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화유동성비율을 이용하는데 동
비율은 원화유동성자산을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누어서 계산(잔존만기 1개월 이내 기준)
되며,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에 비용이 소요되는 자산(고정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 등)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은 원화유동
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외화자산 및 부채의 비중이 높은 수출입은
행을 제외한 산업, 기업, 농협, 수협 등의 특수은행은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
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
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을 조기에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2008
년 이전 원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의
비율로 산출하였으나 금융위기 직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1개월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초단기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3개월 기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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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비율 규제의 준수를 위하여 중장기 은행채의 발행을 늘림에 따라 은행채 수익률 스
프레드의 상승과 CD 등 여타 금리의 동반 상승이 야기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인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변경은 금융위기 당
시 금리 안정 및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은행들이 추가로 확보된 유동성자산 잉
여분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
급 여건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2) 예대율
2005년 이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
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예금보다는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 위
주로 조달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말 100% 수준이던 일반은행의 예대율(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은 2005~2007년중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말 127.1%에 달하였
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시 은행권의 유동성 여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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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국내 은행의 예대율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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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도하는 한편, 2008년 11월에 예대율을 경영실태평가(CAMELS) 유동성 부문의 비
계량평가항목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대율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 대출 위축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
을 우려하여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 등으로 직접 규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금융위기로
부터 회복이 뚜렷해지고 원화예수금 기반이 확충되면서 예대율이 안정화된 2010년 8월
에 금융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은행의 예대율 직접규
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원화예대율을 원화예수금 월평잔 금액 대비 원화대출금 월평잔 금액으로 정의하고
규제 수준을 100% 이하로 정하였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과 특수은행인 농협으로 하였다. 예대율 규제는 시장 충격을 최소
화하고 점진적 하향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계획이며, 바
젤위원회(BCBS)의 유동성비율 규제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중 국내 규제와 바젤위원회 규제 효과를 비교·검증하고 추진방향을 검토할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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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건전성규제
자기자본 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하는 제도라면 자산
건전성 규제는 예상손실에 대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신용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이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연체기간, 부
도여부 등 과거실적 뿐만 아니라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인 5단계로 분류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분류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예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cushion)에 해당되는데 손실이 실현되었을 때에는 상
각비용으로 이용하게 된다. 대손충당금은 회계적 측면에서는 대출자산 등을 공정가액으
로 평가하고 수익·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세법⌟
상 손금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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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일반기업보다 높게 설정되었으며 감독당국이 정하는 비율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각 은행의 보유자산별 예상손실율을 기초로 적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에는 감독당국이 최저 적립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최저 적립율 이상으로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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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 국내 은행의 대
손충당금이 예상손실 기준에 의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IFRS는 연체 등 객관적인 손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는 발생손실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예상손실모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과
도기적으로 발생손실모형에 의한 충당금적립액이 은행감독규정상 예상손실모형에 의한
충당금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들이 그 차액을 별도 계정인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토록 할 계획이다.

라.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RADARS;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란, 은행의 영업활동별로 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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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중심 상시감시 체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은행별 리스크
수준에 따른 검사부문, 검사인력 및 검사주기 등의 차등화 및 사전예방적 감독조치가 가
능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감독당국도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가 연계된 리스크중심감독
(RBS; Risk-Based Supervi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평가결과를 자본적정성
평가 등과 연계하고 있다. RADARS에 의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는 우선 은행의 업무를
영업활동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업활동에 대해 계량평가(고유리스크) 및 비계량평가
(리스크관리수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평가대상 영업활동 구분
평가대상 영업활동은 은행의 각종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소매
금융, 신탁, 신용카드, 기업금융, 트레이딩 등 총 1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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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리스크에 대한 계량평가
⌜고유리스크⌟
란 영업활동별로 내재된 계량적인 리스크 수준을 의미하며, 리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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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①신용, ②시장, ③금리, ④유동성, ⑤운영, ⑥신용편중리스크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각각의 영업활동에 대해 리스크 종류별(신용·시장·금리 등)로 계량평가를 실
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14개 영업활동별‘고유리스크 평점(계량평점)’
을 산출하고 있다.
3)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비계량평가
⌜리스크관리수준⌟
이란 은행이 고유리스크에 대해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크게 ①이사회와 경영진의 감시, ②적절한 정책, 절차, 한도의
설정, ③측정, 모니터링, 정책 및 한도의 준수, ④내부통제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영업활동에 대해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14개
영업활동별‘리스크관리수준 평점(비계량평점)’
을 산출하고 있다.
4) 종합평가
14개 영업활동별로 계량평가(고유리스크)와 비계량평가(리스크관리수준)를 실시하여
‘영업활동별 리스크평점’
을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활동별 중요도에 따라 리스크평
점을 가중평균하여 은행의‘종합 리스크평가등급’
을 산출한다. 동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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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영업활동 분류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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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상시감시 및 검사기획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바젤II 필라2(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20)
의 본격 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리스크관리실태평가제도(RADARS)
를 필라2 운영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20) 바젤 II 필라 2는 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수준에 따른 적정 내부자본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여 리스크관
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 최저자기자본 이외에 추가자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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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리스크 분류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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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수준의 분류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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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매트릭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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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 자기자본규제 제도
소비자(투자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금의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하
여 소비자(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자기자본규제 제도이며, 금융투자업
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유동성부족이나 손
실급증으로 인한 재무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자의 재산
을 차질 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
를 보호하는데 있다.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는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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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산할 경우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자산의 규모’
가‘상환의무 있는 부채의 규모’
보다 항상 크게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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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동 비율이 150%
에 미달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발생 가
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기자본규제 제도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 증권회사, 자산
운용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별로 달리 적용되던 제도를 영업용순자본비율로 통합하
였고, 투자자 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감내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용
순자본비율뿐만 아니라 잉여자본금액(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함
께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액의 내용을 소비자(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
해 기초위험액은 운영위험액으로, 거래상대방위험액은 신용위험액으로, 수익증권위험
액은 집합투자재산위험액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잉여자본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본
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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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자산운용·보유 규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
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
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영건전성 규제
소비자(투자자)의 투자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제
2
장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위험관리, 적정한 수준의 자기자본과 유동성의 유지 등이 보장되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경영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
영건전성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등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제도 및 투자자재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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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제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위험 증가를 억제하고 파산 등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경영건전성 기준 및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
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외환건전성 등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정자본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
성, 내부통제, 안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금융투자업자가 적정수준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경영실태평가 결
과 그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영건전
성 규제의 한 수단으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계열회사 발행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일정수준(자기자본 8%) 초과 보유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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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9월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고, 10월에는 유동성리
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콜차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 금융투자업자 리스크중심 감독제도(RBS)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소비자(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어떤 위험에 노
출되어있는지 직접 알기 힘들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영업, 자기자본투자 등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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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확대하면서 그 리스크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
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가 더욱 확대(지급결제 참가, 취급 금융상품 다양화 등)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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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역간 리스크의 연계성도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
어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토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위험 부문에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
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시스템(RAMS;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을 2008년 6월 본격 도입·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규모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매월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리스크에 취약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는 원인 분석을 거쳐 모니터링·서면점검·부문검사·종합검사 등 감독·검사 수준을
차등화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인 성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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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리스크관리능력 평가에 포함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단기적이고 무분별한 성과
보상을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건전한 성과보상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
가. 자기자본규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의 기본 목표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는 보험회사가 상당기간 금융회사로서 존립하고 건전한 경영상태가
유지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시
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핵
심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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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제도이다.
지급여력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의 이행능력에 필요한 자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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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보유하도록 한 순자산 개념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책임
준비금)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지급여력 산정방식은 EU식 지급여
력방식과 RBC(Risk Based Capital)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EU식 지급여력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EU식 지급여력제도는 단순하여 운용의 편리성은
있지만 요구자본 산출시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여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스크 중
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 도입을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2009년 4월부터 시행중이
다. 다만,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RBC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
회사의 충격을 완화하고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1년 3월까지 기존 EU식 지
급여력제도와 병행실시하고 2011년 4월부터는 RBC방식의 지급여력제도만 인정하여
리스크중심의 자기자본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RBC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산운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금리·시장·신용리스크로 세분화하고 보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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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종목별로 위험계수를 차등화한 것이며 기존 EU방식 보다 더 정확하게 보험회사
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
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관련 법규정은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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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준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을 의
미한다. 지급여력기준 100%가 뜻하는 바는 보험회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바로 지
불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활동 및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지급여력비율 등 자본적정성을 상시 점검하여 지급여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나. 자산운용·보유 규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를 재원
으로 하여 자산을 운용한다. 특히,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길고 저축
성이 강한 보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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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있을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이면서도 보
험계약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금
융
소
비
자
의
재
산
보
호

을 함에 있어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
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운용의 원칙을 견지하
기 위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할 수 없는 대상과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당해 보험회사
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정치자금의 대출을 금지하고 타인을 위하여 소유자산
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1)
또한 보험업법은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주
식 소유한도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통해 자산운용의 쏠림현상을 차단하고

주21) 다만, 보험업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것과 같이 보험업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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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는 자회사 소유를 비롯하여 자회사에 대
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와의 부당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와 자회사
가 비록 법인격은 다르지만 이들 상호간에 이익상충이 되는 거래를 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를 지원함에 따라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회사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와 대주주와의 부당
한 거래 금지, 일정금액22)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채권·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해야 함)을 거친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 대주주 또는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및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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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대주주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부당한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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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제한내용

주22) 당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1/100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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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전가됨에 따라 건전성이 저해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투자활동으로 보험회사 존
립에 영향을 줄 경우 보험금 지급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한도 준수여부 점검, 그룹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상
시감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부실화 및 그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경영건전성 규제
보험회사의 건전성감독 수단으로 중요한 것은 여신공여한도나 출자한도와 같은 자산
운용한도규제,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와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와 같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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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제, 지급여력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그리고 경영실태평가제도 등이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는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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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요주
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기본적
인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사업자가 별도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토
록 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은 ①대출채권, ②유가증권, ③보험미수금, ④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부도어음, ⑤기타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이다. 고정, 요주의 등 5단계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는
경영실태평가(CAMEL)의 주요 항목으로서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부실채
권 대손상각업무의 기초로서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손충당금은 대상 자산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적립기준 이
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은 자산금액의 0.5%이상,
요주의는 2%이상, 고정은 20%이상, 회수의문은 50%이상, 추정손실은 100%이상을 적
립하여야 한다. 한편 2010년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보험회사의 부동산 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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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상손실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상향조정23)시킴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시킨 바 있다. 이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경영실태평가 항목별 평가목적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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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정상여신 : 0.5% → 0.9%(0.4%p↑), 요주의여신 : 2.0% → 7.0%(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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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 보험사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도구
로서 계량·비계량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에 의해 1등급(우수)~5등급(위험)으로 평가
하고 있다. 동 제도는 사전적으로는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
고 사후적으로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부실화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부실이 심화될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실태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은
표와 같다.
한편, 그 동안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와 달리 일부 계량평가항
목에서 상당수 보험사가 상위(1~2) 또는 하위(4~5)등급에 편중되는 경향이 발생하여 평
가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
가를 정교화 하여 실질적 감독업무의 중심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과거 5년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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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09년 3월)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총 22개)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특정등급(1등
급 또는 5등급)에 집중되는 평가항목 존재여부를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
여는 평가등급기준 조정(생명보험 4개, 손해보험 2개 등 총 6개항목의 계량지표 등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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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변경)하여 2010년 1/4분기 실적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라. 리스크중심 감독
리스크중심 감독은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여러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와 취약한 부문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감독체제를 의미한
다. 우리나라도 효율적 금융감독을 위해 리스크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2007년 4월부터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09년 4월에는 위험
기준 지급여력제도(RBC :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RAAS제도는 계량 평가(리스크노출정도, 리스크감내능력)와 비계량 평가(리스크통
제정도)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다. 계량평가(매분기)
중 리스크노출정도(Risk Exposure)는 보험,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비재무, 지급여
력 리스크 등 7개의 리스크 유형으로 구분하고, 22개의 계량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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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RAAS의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부문을 사후적으로 식별하여
상시감시 수단 및 검사주기 결정시 활용하는 등 리스크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지급불능위험으로부
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건전성 평가제도로 경영실태평가
(CAMEL)와 리스크평가(RAAS)가 별개의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 제도의
평가내용에 중복사항이 많아 감독자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
고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2011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두
제도를 RAAS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가. 자기자본규제

Ⅱ

저축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기본적으로 은행과 동일한 자기자본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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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금사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업무를 영위하고 있지 않고 영업기반도 취약한 점을 감안 5%이상 유지토록하
고 있다.
한편,「상호저축은행법」
에는 타 금융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자기자본이 존재하는데
의제자기자본과 인정자기자본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자본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손실발생 등으로 인해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경우 동 자기자본에 연동되는 영업
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부실저축은행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특수한 자기자본 개념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제자기자본이란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순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
우 감소하기 전의 자기자본(적용기한 :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회계연도에 한하여 적
용)을 말한다. 인정자기자본이란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은 저
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자기자본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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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운용·보유 규제
저축은행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방법이「상호저축은행법」
에서 한정하고 있다. 여유자
금 운용방법은 금융기관(예보 대상기관)에의 예치, 유가증권 매입, 중앙회에 예탁 및 장
내파생상품(투자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품별로 각
각 운용한도를 설정하여 저축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주요 상품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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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건전성 규제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여신공여한도나 출자한도와 같은 한도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같이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경영의
건전화 유도를 위한 경영지도비율 및 부실화시 조기에 경영정상화 또는 정리를 도모하
는 적시시정조치 등이 있다.
저축은행은 매분기마다 보유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여 보유자산의 건전
화 정도를 평가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불건전
자산의 조기회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촉진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기초하여 여신
관련 손실 예상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시켜, 부실자산의 상각재원을 사전에
마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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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일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30이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이상은 2010년 6월 30일까지, 100분의 100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신용공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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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인 저축은행

건전성 비율한도

여신전문금융
가. 자기자본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건전경영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조정자기자본비율
이 활용되고 있으며, 동 비율을 7% 이상(카드사의 경우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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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데, 조
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공제항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
본자본은 회계상 자본과 거의 유사하며, 보완자본은 대손충당금의 일부와 무보증후순위
채무를 합한 것을 말한다. 공제항목으로는 이연법인세자산, 창업비, 개발비 등 자산의
성격이 약한 부분이 해당되며, 조정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현금·담보약정
이 없는 단기성 예금·단기국공채 등을 차감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외부의 예기치 못한 충격을 자기자본으로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계
속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보
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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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14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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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개정 2003.1.29>

나. 자산운용·보유 규제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업무 이외에도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
카드의 발행 및 대금결제, 선불카드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중복 설립 등 불필요한 경쟁을 막
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이다. 하지만, 본업인 지급·결제 업무를 벗
어나 무분별한 현금 융통을 막기 위하여 부대업무에 대한 비중을 규제하고 있다.
첫째,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대출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신용판매채권과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
기 중 평균잔액이 할부금융채권이나 물품, 용역의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의 분기 중 평균
잔액 합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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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은행과는 달리 수신기능(예금을 받는 기능)이 없어 동
일인여신한도, 동일차주여신한도, 거액여신총액한도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당해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용부동산 외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 업무용
부동산은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부지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도
한 부동산 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 경영건전성 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 규제와 자산운용 규제 이외에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건전성 규제가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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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유한 카드자산, 할부자산 등을 연체기간에 따라“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손실”
의 5단계로 분류하고, 건전성분류별 최저적립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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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대해 항
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
신전문금융회사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차입자금에 의존한 영업으로 인한 경영의 위
험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금액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금융
가. 자기자본규제
은행, 저축은행 등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자기자본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기관은 순자본비율을 자기자본 규제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순자본은 자기자본에서 조합원의 탈퇴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을 차감하고 후순
위차입금과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가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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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순자본비율을 산출한다. 상호금융기관별로는 순자본비율
을 신협 2%, 농협 5%, 수협 0%, 산림조합 2%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자산운용·보유 규제
신협의 경우 신협법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여유자금 운용방법 및 한도를 정하
고 있으며 운용방법을 신협중앙회 또는 금융회사 예치, 특정 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
다.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집합투자증권, MMF 등이며 주식 투자는
금지된다. 무보증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만 투자가능하며 집합
투자증권은 주식 및 파생상품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도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농·수·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신협법상
여유자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신협과 대부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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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는 동일인대출한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경영지도비율 등이 있으며 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부실화시
조기에 경영정상화 또는 정리를 위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총자산기준 적용시에는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류대상 자산별로 다
음과 같이 일정률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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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경영지도비율로는 순자본비율, 대손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
율이 있으며 순자본비율 2% 이상(신협기준), 대손충당금비율 및 퇴직급여충당금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 설립시 적격성 심사와 부실회사의 적기퇴출
금융회사가 하나라도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에 금융회사 진입·퇴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설립 인·허시
예상 수익성 및 건전성과 자본조달능력 등을 확인함은 물론,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자
격요건을 정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산·합병 또는 영업
의 양수·도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특정 금융회사가 부
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실이 심화된 경우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
로 퇴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설립 인·허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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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과 퇴출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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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 은행 설립 인허가
국내에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의 인
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본금,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주주구성계획
의 적정성,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발기인 및 임원의 자격,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에 대한 심사결과 필요시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
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인가할 수 있다. 은행의 설
립과는 별도로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에
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인가시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신설하려는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신설하려는 국내지점
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인가시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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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신설인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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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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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의 인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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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기시정조치 제도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자본충실도,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 경영상
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
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자본적정성 수
준(BIS자기자본비율 등) 및 경영실태평가(CAMELS)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
회사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 등을 요구함으로써 부실화를 예방하고, 정상화 가능성
이 없는 금융회사는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예금보험기금의 고갈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등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발동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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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
로 발동요건을 벗어날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조치를 유예할 수도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통상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동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은행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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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법’
)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
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
며,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당해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금
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는 무인가·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역,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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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인가제도로, 투자자문
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제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등록의 경우 인가보다 완화된 진입요
건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인가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성격의 적합성, 최
저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의 적정성, 임원의 적격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적정성 요건 등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반면,
등록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물적 설비의 적정성 요건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인력 요건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전문인력만 갖추면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가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
정토록 하는 반면, 등록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24) 이외에는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시장법상 각 인가·등록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25),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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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 금융투자업 업무에 필요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국내에 설치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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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영업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구분하고, 각 업무 단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기자
본의 최저액(최저자기자본)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등록 신청업무의 단위별로 필요한
최저자기자본 이상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일한 금융투자업인 경우에도 국채증
권, 채무증권, 증권 등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필요
한 최저자기자본은 증가하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반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모두인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최저자기자본
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업무단위별로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매매업,
신탁업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금융투자업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최
저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주24)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청서 흠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은행법상 외국금융기관의 국
내지점,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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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그 내용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영
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지전망이 타당한지, 업무 영위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인력·물적 설비의 경우 투자
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
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우선 인력 요건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업무의 집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배치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의 경우 그 업을 영
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운용전문인력 수를 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다. 물적
설비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업무공간을 확보
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물적 설비 구비여부는 통상적으로 인가 심사단계에서
현장실사를 통하여 최종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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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에서 법률적 행위능력과 함께 일정한 도덕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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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주주의 경우 그 심사대상 범위는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주 뿐만 아니
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그 법인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대표자 및 최대주
주의 최대주주도 해당된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
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대주주가 개인, 금융기관, 기타 내국법
인,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특
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 이후에도 인력·물적 설비 요건, 최저자

185

기자본 요건,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등 인가·등록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가·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최저자기자본 요건 및 대주주
의 적격성 요건의 경우에는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저자
기자본의 경우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70%이상을 유지하면 인가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보고, 대주주의 경우 유지요건 심사대상을 최대주주로 한정하고 벌금형도 최대주
주가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인가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흐름도

⇨

(e-금융
민원센터

⇨

금융위,
금감원
검토의뢰

⇨

금감원심사
:결격요건
등 심사

(금융위→
금감원)

(관계기관
확인)

금감원심사
:예비인가
이행여부 등

금융위,
금감원
검토의뢰

⇨

(필요시)
실지조사 및
평가위원회
(질적요건
충족도 등
심사)

⇨

금감원,
검토의견
회신

⇨

금융위
실무검토
및
안건 작성

⇦

금융위 의결
(예비 인가)

(금감원→
금융위)

⇨

⇨

신청인,
예비인가
신청

신청사실
공고

필요시
공청회

Ⅱ
금융위
의결
(인가)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

금감원,
검토의견
회신 및

⇦

금융위
실무검토

(필요시
실지조사)

⇦

(금융위→
금감원)

⇦

신청인,
본인가
신청
(금융위)

신청인,

⇦

예비인가
내용대로
사업준비

나. 적기시정조치 등
요즘처럼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금융상품을 많은 금융회사를 통하여 접하는 소비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금융회사와 위험과 수익이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을 선
택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소한 소비자(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
실 금융회사를 시장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998
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영업용순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 결
과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으로 분류하며 그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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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 인력·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에서부
터 영업양도·합병 명령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해 나간다.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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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실화 징후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을 유
도·강제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 취약부문의 정상화를 도모
하지만, 경영상태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조기에 퇴출시킴으
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예금보험기금의 고갈 등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는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도산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자구노력을 촉발하여 부실금융회사 처리비용을 경감시키는 한편, 재무건전
성 위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대형 및 소형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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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도 있다. 실제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된 1998년 6월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총
5개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여 이중 3개사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퇴출되었
다. 다만, 투자신탁회사에서 전환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추진
하거나 또는 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유
예된 바 있으며, 이중 2개사가 기존 증권회사에 흡수합병 된 바 있다.

보험
가. 보험업 허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의 허가는 회사설립 허가가 아닌 영업허가로서 보험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보험업 영위에 부적절한 자가 보험회사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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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함이다. 예방적 보험소비자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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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고, 보험업 허가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보험종목별
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비교
적 정확한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장기계약으로서 사업의 안전성이
손해보험에 비해 높은 반면, 손해보험은 추정치인 손해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단기계약으로서 대개 불안정한 거대위험을 보장하므로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
서 양자를 분리하여 리스크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생명보
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최저자본금을 보유하여 안정적 보험금 지급능
력을 갖추어야 하고, ②보험계약자 이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보험업 수행
에 충분하도록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③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한
다. 특히 ④대주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는 물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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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자본금 보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
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50억원 이상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예 : 연금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
원, 상해보험 100억원 등)을 납입하도록 하되, 2 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300억원을 최저자본금으로 한다. 한편, 통
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최저자본금의 3분의 2에 상당하
는 금액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2) 전문인력 및 물적설비의 보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이 보험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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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전문인력과 보험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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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
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이 아니어야 하고 그 출처가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하여야 한다.
4) 대주주의 적격성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등
출자능력이 충분하여야 하고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없으며 최근 5년간 금융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등
이 없는 건전한 자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심사의뢰를 받아 대내·외 사실조회, 실지조사, 서류심사 등을 통해

189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부자격자의 보험업 진
출을 차단하고 보험계약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199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신규 보험업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26개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21개사)이고, 보험종목 추가영위를 허가받은 보험회
사는 8개사(손해보험 8개사)이다.
연도별 보험업 허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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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프생명 한국지점은 2005년 카디프생명(당시 SH&C생명)에 계약이전 후 철수

나.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자본충실도,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경영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
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부실징후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을 유도·
강제함으로써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 취약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건전성 감독 수단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보험회사를 조기에 퇴출시킴으로
써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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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0.1.24.부터 예비허가 여부 통지기간이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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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
정에서 크게 활용되었다. 보험권역의 경우 보험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경영개선권고 1건, 경영개선요구 7건, 경영개선명령 8건 등 총 16건의 적기
시정조치가 부과되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활동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보험
회사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기시정조치 단계 이전에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는 없었다.

저축은행
가. 저축은행의 설립 인가
상호저축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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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도록 규정하여(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부실저축은행 설립으로
인한 잠재적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인가요건 및 조건 부과의 근거를 명
문화하고 있다.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으로는 첫째, 자본금 요건으로 본점 소재지별 특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시의 경우 120억원, 광역시의 경우 80억원,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건으로 한다. 둘째, 전문인력 등 인적요
건으로 발기인 및 임원이 결격사유(동 법 제35조의2)에 해당되지 않고 5년 이상의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을 것 등을 요하며,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요건으로는 업무수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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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전산설비 및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사업계
획의 타당성·건전성 요건으로 수지 전망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5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사범위를 확장하여 최대주주가 법
인일 경우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를 경우 사실상
지배자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동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하고, 기타 진입
이후에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신인도 제고를 위한 입법
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 적기시정조치 제도
적기시정조치란 관련 법규26)에 따라 금융기관의 BIS기준자기자본 비율이 일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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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
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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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건전한 경영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제도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 경영개선권고, 경
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단기간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27)
지난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증자
유도 및 외부투자자 유치 등 시장 자율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상화함으로써 시장충격최소
화 및 예금자 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정상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추가적인 예금자 손실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저축은

주26)⌜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27)⌜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6조 내지 제48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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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24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2년 7월 1일 이후 자본적정성기준(BIS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적용 (경영개선권고
7%, 경영개선요구 5%, 경영개선명령 2%)

행 13개사 중 10개사는 대주주 증자 또는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시장 자율구조조정을 통
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사는 외부 투자자 유치 등에 실패하여 경영
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조치
부과사실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해당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
고, 공시여부를 점검하는 등 거래자 및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부실저축은행에 대
해서는 우선 대주주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대주주 증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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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부투자자 유치 등 시장 자율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등 단계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
가. 여신전문금융업 설립 허가 또는 등록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위할 수 있으며, 나머지 리스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영위가 가능
신용카드업 허가절차 흐름도

Ⅱ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196

하다.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등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무는 수
신기능이 없고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2개 이하의 여신전문업종을 영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200억원 이상, 3개 이상의 여신전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400억원 이상이다. 이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데 충분
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
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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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기시정조치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
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면 해당 여신전문금융회
사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한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동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상호금융
가. 신협 설립 인가
신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협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협중앙회장 승인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신협중앙회는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하
고 의견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정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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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가요건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지해 주
어야 한다. 설립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원회의 인가기준은 동일하며, ① 조합 구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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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② 출자금에 관한 사항 ③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
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립인가 심사가 이루어진다.
1)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합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결의가 신협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하며, 조합의 조합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금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출자금 합계액이 신협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최저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금액)는 총출자좌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은 신협법 제28조에서 정한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조합의 임원은 신협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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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에 관한 사항
신협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 조직되어 조합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조합의 사무소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신협중앙회
와 호환이 가능한 전자계산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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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자금 조달·운용계획 및 인력운용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
전략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이렇듯 일정 요건을 가진 조합에게만 신규 설립 인가를
주고 있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자만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적기시정조치 등
순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부실화 우
려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조치 등을 취함으로 적기에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

제2절 전자금융거래 안전 확보를 통한 전자금융이용자 보호
1. 전자금융거래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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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배경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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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산업영역의 정보화 내지 지식화가 보편화 내지 정착
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면서 많은 부분 업무영역 내지 업무방법의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이 가장 기초적인 업무수단이 되면서 금융업무
와 금융산업 구조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은행·
증권분야 등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권에서 인터넷뱅킹28), 스마트폰뱅킹, IPTV뱅킹, 전자적 공과금납
부 등 주로 환(換)업무와 지급결제업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증권분야에서는 사이버주
식거래, 스마트폰주식거래, 유가증권의 전자화(무권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등 아주 편리하고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의 매체(예

주28) 10. 6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6,334만명으로서 ’
10. 3월말(6,163만명)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는 전체 거래 중 86.7%(인터넷뱅킹
34.1%)를 차지하여 대면거래(13.3%)를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행, 2010년 2/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10. 7.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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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휴대전화에 IC칩을 장착후 이용)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유비쿼터스(Ubiquitous)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금융은 그 기술적 특성상 금융정보의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불명확하거나 민법·상법 등에 따르면 책임입증이 대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되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며
실제적으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원
인에 대한 입증을 시스템제공자가 해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이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법원칙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원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특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여 정보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술한 금융권의 변화 이외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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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들의 IT업체와의 전자금융거래관련 업무제휴 사례도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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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원 등이 발생하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상법 등의 규율체계로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자

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외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따라 기존의 금융관련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라든지 자산운용 기준 등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회사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 등 감독차별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실제적으로 지
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즉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기술(IT) 부문 안전성 확보,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원칙과 비금융
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기준, 전자금융업무를 위한 정보기술(IT) 기준 등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2006년 4월에 제정하고 2007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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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크게‘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장)에서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권리(제7조)를 부여하고 전자금융 사고발생시 금융기관·전자금
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9조)을 규정하고 있으며,‘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
(제3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정 등에 관한 사항(제24조, 제
25조)을 규정하고 전자금융 불만처리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제27조)를 담고 있다. 아울
러‘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4장)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
시 필요한 허가·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만이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 소비자 및 가맹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및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만이 전자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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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28조, 제29조)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해당업법에서 인·허가(승인)한 업무를 전자화하여 금융거래29)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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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업무, 즉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
업, 전자채권등록 및 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을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30) 아울러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회사의 경우
에도 기술한 8가지의 전자금융업을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해당업을 영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회사(금융기관 포함)의 재무건전성 또는 정보기술(IT)
부문의 문제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업 영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던 지급결

주29) 대표적으로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증권사의 경우 전자증권거래, 보험사의 경우 전자보험거래, 신용카드사의 경우
온라인 신용카드결제 업무 등이 그것이다.
30) 은행법 등 해당 업법에서 주업무, 부수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
융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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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에 비금융회사가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회사의 지급불능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율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동법 제28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은 해당
업법에서 전자화폐 발행업무가 허용되는 은행 관련기관31)에 한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
15조제1항).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 이외 ① 전자자금이체업무, ② 직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 및 관리,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⑤
결제대금예치업, ⑥ 전자고지결제업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동법 제28조제2항), 허가업무와 동일하게 일부 금융기관에는
등록이 면제32)된다.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금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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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33)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제1항)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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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포함

주31) 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 신용카드업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32) 신용카드업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은 등록면제가 되지 않으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보험업은 전자자금이체업
이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은 등록하여야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33) 실무적으로 허가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며,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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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무별 최소자본금 요건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34) 또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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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민법 제32조)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업무
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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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①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②대
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며, ③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며(전자화
폐 발행에 한함),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전자화폐 발행에 한함)(거래법 제31조)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시 재무 건전성 기준

주34) 따라서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의 모든 회사형태가 거론될 수 있지만 자본금의 개념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
사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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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9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영
위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대부분 허가 또는 등록면제 전자금융업만 수행), 비금융회사
의 경우 총 58개사(83개 업종)가 등록35)을 통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받고 해당업
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미허가·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
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많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허가·등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전자관보나 금융감독원 홈
페이지를 통해서 공시36)하고 있다.

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심사 등 관련제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약관
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이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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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 우편 또는 직접 교부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2항). 이때 이용자가 약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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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당 내
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수령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
11조제3항)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변경
후 10일 이내 사후보고37)가 가능하다(동법 제25조제1항). 약관 사전보고의 경우 해당 전
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예정일 45일전까지 감독원장 앞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심

주35) 허가업종(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은 전무하며, 등록업종 중에서 전자자금이체업·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을
제외하고 전자채권등록및관리업(1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15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48개사), 결제
대금예치업(13개사), 전자고지결제업(4개사) 등이 영위되고 있다.
36)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c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사후보고의 조건으로는 1) 이용자 권익확대·의무축소 사항, 2) 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변경, 3) 법령개정·금융위원회 명령에 의한 약관변경, 4) 단순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변경, 5) 표준약관
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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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받아야 하고(동규정 제12조제2항), 변경약관 시행일 1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동규정 제11조제4항), 변경된 약관을 전
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1조제5항)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전 영업
일까지 해당 변경약관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24조제4항), 동 기간 내
이용자가 변경약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
로 본다.(동법 제24조제4항후단)
금융위원회는 사전(후) 약관변경 보고에 따른 심사시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유지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요청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약관변경을 권고
할 수 있고(동법 제25조제2항), 약관변경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변경권
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3조제4항) 우체국과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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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연합회)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정·변경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약관심사
를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25조제4항)38)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히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변경시 이용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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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비대면거래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해당약관을 잘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나 약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고, 전자금융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모르게 해당약관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 이용자에게 가급적 불리한 내용의 약
관제정·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보다 명확하
고 알기 쉽게 해당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지도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꼼꼼하게 해당 서비
스 이용약관을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해당 약관의 변경 시 시행일 전 영업
일까지는 변경약관에 대한 약관동의 거부권 및 약관설명 요구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권
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로서 권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38)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독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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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내용 확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PC, 스마트폰 등)를 통하여 거
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1항), 이용자가 거래내
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서
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2항)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전자금융 거래내용은 ①전자금융거래의 종류(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계약 등) 및 금액, 상대방 정보, ②전자금융거래 일시, 전자적 장치(식별정보)
의 종류, ③거래계좌 명칭 또는 번호(보험증권번호 포함), ④전자금융거래 수수료, ⑤추
심이체 출금동의 내용, ⑥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⑦전자금융거
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
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요청에 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서면요청의
방법, 절차, 접수창구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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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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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는 모든 거래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끝나는 특징이 있어 이
용자는 서면(종이)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며, 또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확인하더라도 해당 거래내용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특
징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언제라도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해 거래내용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내용 확
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어 많은 이점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는 전자금융 거래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39) 동안만 보
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관기간을 넘긴 거래내용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이
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
러 본인이 모르게 계좌 등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해킹원인) 또는 전자금융거래 오류
로 인한 손해(CD/ATM 현금인출시 인출오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거래내
주39) 원칙은 5년 동안 보관이나, 일부 소액거래(1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년간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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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확인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
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내용 확인 이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이용자
요청시 서면으로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도 있다.

마.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방법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해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처리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하
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금융 분쟁처리책임자(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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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
자 회사내부에 마련된 분쟁처리절차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7조제2항). 이때 이용자는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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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이의를 제기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 해당 이의제기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이용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전자금융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
우, 금융감독원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에 동 분쟁조정 건을 상
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분쟁조정을 처
리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금융분쟁조정’
을 신청할 경
우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은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동 사
안을 조정위원회에 지체없이 회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
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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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안은‘재판상의 화해’
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며(동법 제55조), 조정과정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
정처리를 중지하고 양 당사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한다.(동법 제56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당사자는
조정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므로 언제라도 법원에
관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제도는 동 분쟁사건이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될 경
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해
결방안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바.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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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기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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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40)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다만 일정한 경우41) 금융회사 등은 그 손해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동법 제9조제2항), 개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접근매체의 노출, 양도 등)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
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기관 등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동법 제9조제3항)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제4항).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정보기술(IT)을 근간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원인규명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많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상법상 일반원칙에 따르면 손해를 본 자(이용자)가 그 손해의

주40) 전자자금이체 사고의 특성상 고객이 은행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책임
소재 입증은 은행 측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지법 98가합106668 판결).
41) ① 개인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담보목적 제공,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동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만 금융회사 등의 면책을 인정), ② 법인 이용자(중소기업법상‘소기업’
은
제외)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보안체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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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때 이용자는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지식이 서비스제공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사고원인을 이용자가 입증하
게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개인, 소기업)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
는 한편, 배상책임의 담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고 대비
보험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
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 시 이용자는 먼저 해당 사실을 금융기관·사법당국(금융감독원
포함)에 신고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사고조사 결과 금
융기관 등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기관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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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금융기관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기술한 금융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하거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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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보험(공제)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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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금융거래 건전성·안전성 확보
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감독·검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 및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1항), 전
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기술부문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을 검사할 수 있다(동법 제
39조제3항).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장 건의에 따라 ①위반행위 시정명령, ②기
관 주의경고, ③임직원 주의경고·문책요구, ④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요구(금융위
원회만 가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39조제6항)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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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무 부분과
정보기술(IT)부문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②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해당회사의 재무건전성 부문 이외에도 전자금융업무 부문 및 정보기술(IT)부문에 대해
감독·검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감독검사권 수행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동법의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점
검하여 이용자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불편과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
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1차적인 보호막이 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수집과 검사(examination)를
통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요건 지속여부 및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유동성 등 경
영지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자금융사고 방지 및 전자금융업
자 파산 등에 대비하는데 감독·검사의 주요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규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
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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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을 경영지도기준이라
고 하며, 동 기준은 ①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③유동
성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②자기자본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③유
동성비율에 관한 사항, ④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비율에 관한 사항, ⑤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4조), 동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취약 부
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이의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약정서를 제
출하도록 하거나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동규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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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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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과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
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동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업법에서 경영건전성에 관련된 별도의
기준42)을 적용받고 있고 동 기준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경영지도기준 비율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주42) 예를들어 BIS자기자본비율, 순영업용자기자본비율 등 해당업별로 별도 경영건전성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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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동규정 제34조)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의 경우 그 중요
성을 감안, 해당 사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중 일부 기준(자본적정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적기시
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동법 제43조제3항),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비율
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시정조치는 하지 않는다.(동규정 제34조제3항)
전자금융업 건전경영지도 기준은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
표로 결국 동 지표가 해당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정기 업무보고서 제출 또는 임점검사 등을 통
해 동 비율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전자금융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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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조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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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심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설치, 인터넷망 구축 등과 같은 정보처리시스
템 개발(구축)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 개발(구축) 완료 후 발생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안성 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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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업무는 ① 전산실 신규설치(이
전설치, 재해복수센터 구축포함), ②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을 위해 내부망을
외부망과 연결하는 경우,43) ③ 보안장비 및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44) ④ 정보처리시스템 업무를 외부주문을 하는 경우45), ⑤ 외국금융기관의 전산서
실 해외설치·이전 및 공동이용의 경우 등이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성 심의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하여야 하
고, 보안성 심의대상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안성심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동세칙 제32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위원회 보안산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46)은 금융감독원장의 보안성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중앙행정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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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심의를 거치게 된다.(동세칙 제32조제3항)

라. 금융회사 IT부문 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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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IT부문 실태평가는 IT분야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일정한 등
급으로 평가함으로써, 일반부문 경영실태평가(CAMELS)를 보완하고 나아가 IT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7조) 일부 중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경영실태평가 대신 IT부문의 안
전성을 검사를 통해 점검하며 IT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IT부문 실태평가는 일반 업무검사와 분리하여 IT부문을 별도로 평가하는 독립평가
체제로, IT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상응하는 평가기준(체크리스트)에 의해 IT부문 실

주43) 단, 금융업무 관련 기관간 협약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용선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보안성심의 대상에
서 제외한다(동규칙 제32조제1항제2호단서).
44) 단, 별도로 보안장비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평가, 인증, 개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보안성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다(동규칙 제32조제1항제3호단서).
45) 핵심업무의 개발 또는 운영 전체를 용역하는 경우에 한한다.
46)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체신
관서(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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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가등급을 일반부문 종합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부여하고, 필요시에는 영
업점의 전산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IT부문 경영실태평가
는 일반업무의 성격 및 규모, IT부문에 대한 의존도 등에 비추어 IT부문 리스크가 높은
금융회사와 네트워크가 집중된 금융 유관기관(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
을 대상47)으로 실시한다.
IT부문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은 크게 전산감사(Audit), 전산경영(Management),
시스템 개발·도입·유지보수, IT서비스 제공·지원의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하
며, 기술한 4개 부문에 대하여 총 20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되 전산업무의 특성상 모두
비계량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항목(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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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문 경영실태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항목평가, 부문별 평가,
종합등급평가 등 각 단계마다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
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는 IT부문 검사지원을 담
당하는 부서의 독자적인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관련 소관 서
비스국의 본점 종합검사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여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적기에
일반부문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47) 은행(특수은행 포함),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 신용카드업자, 종합금융사, 한국거래소, 한국, 증권금융,
보험개발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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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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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확립

제1절 기업정보의 신뢰성 및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
현대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
금을 차입하여 설비에 투자하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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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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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외부의 투자자나 채권자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제공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사
이에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현상이 발생하여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더 나아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본시장의 신
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
회사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재무제표로 대표되는
재무정보이다. 이에 회사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무정
보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성되어 공시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 또 제도적 장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심사
하고 조사하는 감독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및 절차를 광의에서 회계
감독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회계감독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의 정확성(accuracy)
및 신뢰성(reliability) 확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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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지원 및 운영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재무보고 표현 원칙인 기업회계기준48)의 제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회계기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하여 회계기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실무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회계기준에
대한 수정요구 사항 검토 등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를 적극 보좌함으로써 회계기준 제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
도록 하였다.

1)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지원 및 기준체계의 변경
2001년부터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기업회계기준서가 제
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동 기준서의 제·개정에 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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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 2001년 중에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2002년 중에는 전환증권, 재고자산, 건설
형공사계약,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2003년 중에는 중단사업, 채권·채무조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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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에는 지분법, 법인세회계, 2005년 중에는 리스, 간접투자기구, 2006년 중에는 주
식기준보상, 사업결합, 2007년 중에는 연결재무제표, 2008년 중에는 유가증권, 유형자
산 등 기준서의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2007년 3월 발표된⌜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에 따라 상장회사 등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2009년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은 일원적 기준체계에서 이원적 기준체계(2 Tier System)로 전환
되었다. 즉 상장회사 등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해석서 포함)’
를 적용하고 비상장
회사는‘일반기업회계기준’
(현행 회계처리기준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
2011년부터 적용, 2009년말 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48) 기업회계기준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처리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와‘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해석서’
를 의미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회사 등의 회계처리기준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과거 금융위가 제정(회계기준위원회가 개정한 경우를 포함)한‘기업회계기준’
과 회계기준
위원회가 제정한‘기업회계기준서’
와 그 하부 규정으로서 증선위가 제정하고 회계기준위원회가 개정한‘업종별회계
처리준칙’
, 상기 기준·기준서·준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정된‘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또는‘기업회계기준
해석서’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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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제·개정 지원
외환위기 전의 금융업 회계처리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보다는 감독목적의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함에 따라 타 업종과의 비교가능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으
며 이는 금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한국회계기준원의 금융지주회사, 2002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5년 간접
투자기구 기준서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특수분야 회계처리준칙의 제·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삼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에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을 제정
하였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ABS 매입자 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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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목적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다. 이후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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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제8호(유가증권)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_금융업)의 내
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및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
기준을 2003년 및 2007년에 개정하였으며,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K-IFRS와 일
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0년에 동 규정을 다시 개정하
였다.
4) 민원업무(질의회신) 및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제정·운영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회계 실무상 기업회계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업무(질의회신)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의회신 내용 중 새롭거나 중요
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석적용사례를 제정함으로써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민원(질의회신)은 금융민
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현재까지의 회신내용을 정리
하여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참여마당-과거 질의회신요약 메뉴에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질의회신 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
준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존치·수정·폐기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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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석적용사례의 경우, 1999년 중에 채권형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회계처리 등 11개
사항, 2000년 중에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및 지분통합의 회계처리
등 24개 사항, 2001년 중에는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의 회계
처리 등 15개 사항, 2002년 중에는 은행 등의 일반적인 주석공시사례 등 10개 사항,
2003년 중에는 예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등 19개 사항에 대하여 해석적용사
례를 제정하였다. 2004년 중에는 민원업무(질의회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
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
하는‘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제도 운용에 따라 기존의 해석적용 사례를 폐지
하여 실무의견서에 포함하는 한편 금융관련 법률에서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
우 지분법 적용 지분율 등 9개 사항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5년 중에는 외화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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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회계처리 등 5개 사항, 2006년 중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등 10개 사항, 2007년 중에는 파생상품요건 중 차액
결제조건 등 8개 사항, 2008년 중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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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 2개 사항에 대하여 실무의견서를 제정하였다.

나. 외부감사제도 운영
1) 감사인 선임
금융소비자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부채총액 또는 상장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매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
임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회사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외부감사대상으로 파
악된 회사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외부감사계약 미체결회사에 대하여는 외부
감사 계약체결 촉구 및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고,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는 감사인 강제 지정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고로 동법은 감사인 선임절차의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223

상장법인 및 결합재무제표작성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중 외감법 일부를 개정,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대리인
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감사 1인과 사외
이사 2인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 선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가상승 등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부감사 대상기준인 직
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종전 7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부채총액이 70억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기업,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기업 등 자산총액 이외의 사항을 감안하여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정해지고 있다. 한편 동법 개정시 외부감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국제회계기준 적용연도부터 폐지하는 대신, 연속하는 3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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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이사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의무교체제도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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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기업에 관한 재무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등의 형태로 공시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외
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http://filer.fss.or.kr/)을 도입하는 등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별 현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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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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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

연도

2007

2008

2009

2010

100억 미만

3,711

4,191

59

1,146
6,595

100억 이상~200억 미만

5,968

6,605

6,777

200억 이상~500억 미만

4,513

4,948

5,346

5,576

500억 이상~1000억 미만

1,882

2,185

2,386

2,458

1000억 이상~5000억 미만

1,522

1,784

2,025

2,195

5000억 이상

478

545

616

628

합계

18,074

20,258

17,209

18,598

2) 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제도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계분식의 우려가 있
거나 그 사회적 파급효과로 보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다 독립적
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감사인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학계 및 업계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1989년 12월에 최초로 도입되어 1990년부터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998년 4월 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설되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
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한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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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사인 미선임회사, 감사인 부당교체회사, 감리조치회사, 소유·경영 미분리회사, 증권
거래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등 독립
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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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감사인의 지정은 감사인의 규모 등을 반영한 감사인별 지정점수를 산출한 후 자산규
모가 큰 회사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유별 감사인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및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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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감리업무
앞서 설명한 외부감사제도는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 하여금 회계감사
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기업 재무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건실한 발
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감사인이 항상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공정한 감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실감사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외부감사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적절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감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기능의 공정하고 원활한 작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회
사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업무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에 관한 품질관
리감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업무는 특정회사의 재무
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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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 회계감독제도인데 비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적정한 감사보고서 발행
을 위하여 감사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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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회계감독제도를 말한다. 두 가지 감리업무를 자동차 생산공정에 비유하면 상장회사
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업무는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사후품질검사업무에 해당하고, 품
질관리감리업무는 자동차 생산라인의 이상 유무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업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감리업무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당해회사,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
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상
장회사가 아닌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
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라 하더라도 증권선물위
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회계법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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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2001년 6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국공인회계사
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였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영향력이 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하반기중 품질관리감리 업무매뉴얼의 실무적용 가능성 점검
및 감리기법 개발 등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품질
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업무 실시결과 기업에 관한 적정정보를 시장에 신속히 제공함
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분식회계를 한 기업 및 대표이사 등 임
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유사행위
의 재발방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업무를
제
3
장

통해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소송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측면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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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감리업무
1) 감리의 구분
현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표본감리,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하
고 있다. 표본감리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혐의가
없더라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선정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고, 혐의감리는 검찰 및 이해관계자 등이 증빙자료와 함께 위반혐의를 적시하
여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다. 위탁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감리를 실시한 후 감사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회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감리방식의 개선
감리대상 확대를 통한 감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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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하기 위해 2005년 6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표본감리
대상회사에 대한 감리방식을 종전의 일반감리방식에서 심사 후 정밀감리 방식으로 변경
하였다. 과거 일반감리 방식에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감리대상회사로 선정되면 일률적으
로 감사조서나 기업의 회계장부 등을 징구하여 정밀감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후 정밀
감리 방식은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단계적 감리 방식으로 심사감리
단계에서는 사업보고서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추세분석, 증감분석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의 원인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만 정밀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사보고서 감리 방식이 심사후
정밀감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 억제기능 약화를 보완하고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앞에서 기술한 품질관리감리를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감리 결과 제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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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발견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하
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을 건의하고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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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을 건의하고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는 유가
증권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찰 고발 등의 형사조치
도 부가할 수 있다.
4) 분식회계방지를 위한 노력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감사
계약 체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 12월 8일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분식회계내용을 주채권은행, 한국거래소(구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단체, 신용평가회사, 국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하여 이들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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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조치 실적1)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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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선위 조치 종료 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치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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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에는 기업들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
업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공시하는 경우에 이를 단초로 한 감
리를 면제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
거 회계기준 위반사항 수정·공시의 구체적인 방법, 적용요건, 감리를 제외할 수 있는
범위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시 감경요건 등을 마련·시행하였다. 한편 회계 관련 부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5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6년 9
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였다.
5) 최근의 감리 동향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증권집단소송의 본격시행(’
07년 이후)을 앞두고 과거분식에 대한 사면정책
을 시행하여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클린化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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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회계분식사례가 다수 적발되
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분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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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산·매출액 등의 과대계상 등 전형적 사례에서 더
나아가 허위의 출자전환·고액의 현금시재 허위계상 등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으
며, 심지어는 회계사·변호사 등을 동원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평가금액이
부풀려진 외부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을 고가취득하고 결과적
으로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부풀린 외부평가를 이용한 회계분식 및 감사소홀
사례도 적발49)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투자자들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계기업 등에 대한 감리를 지속적으로 강
화하는 한편, 외부평가를 이용한 분식회계억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모든 감사인에
게 가치평가업무 및 관련 감사업무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기와 같은
회계분식 사례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감리대상 선정사유로 이미 반영하고 있던 횡
령·배임발생 및 재무분석결과 분식위험 정도 등의 요소 이외에도 새로이 최대주주의

주49)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하였고 감사인은
평가전문가의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감사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대계상한 장
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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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변경, 중대한 오류수정 발생 등 다양한 질적·양적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
울러 잦은 최대주주 변경기업이나 횡령발생기업 등에는 더욱 신중하게 투자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1년 전면 도입예정인 IFRS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감리방안 마련을 위해 IFRS 위반여부 판단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패
널제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 감리업무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IFRS에 내재된‘원칙’
에 충실
한 판단으로 IFRS 적용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고, 시장 실무 전문가·학자의 참여폭
확대로 제도운영의 수용가능성 증대를 통해 회계감독업무의 객관성이 향상되며, 적정
정보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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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감리의 실시 및 조치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설계한 품질
관리제도가 적절히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감사업무 수행시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품질관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개선하
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지도점검 차원으로 운영
되고 있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상 미비점 등
이 발견될 경우 1년간 감사인이 자체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유
예한다. 다만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
융감독원 감사보고서 감리담당팀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 필요시 감사보고
서 감리를 실시하게 한다.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대상에 속하는 회계법인(2007년 24개, 2008

231

년 22개, 2009년 23개, 2010년 27개) 중 감리주기 및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의 수 등
을 고려하여 2007년∼2010년에 각각 8개 회계법인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였다. 품질관리감리 결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및 그 운영과 관련하
여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 회계법인에 그 미비점을 개
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행보고서를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여
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회
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와 2007년 3
월 회계법인 감독에 있어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PCAOB의 직접 감독대
상에 해당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감리를 실시하였다.

품질관리감리 실시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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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4월말 기준
2) PCAOB와 공동검사 실시: 2007년 1개, 2008년 2개, 2009년 2개(대형 1사, 중형 1사)

2) 향후 계획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품질
을 제고시키는‘상장회사감사인 등록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 지원 활동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3월 마련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을 공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IFRS 도입정착을

232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착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FRS 정착지원활동은 크게 기업
에 대한 IFRS 도입 지원활동과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IFRS 도입지원 활동은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IFRS 재무정보를
생산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IFRS 도입준비상황과 도입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 기업 및 회계법인 대상 설문실시(3회), IFRS 사전공시사
항 점검(5회)을 실시하였다. 2009.10월에는 도입비용 및 기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상장중소기업(12개사)에
대하여 IFRS 도입비용·기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전국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6개월 남짓 남긴 2010년 중반부터는 IFR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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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미진 중소기업 45개사를 회계감사법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IFRS 도입추진상황
을 점검하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IFRS 미착수기업 CEO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여 IFRS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고경영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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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착수를 독려하였다. IASB 위원 초청 세미나
(2009.4월), IFRS 도입사례 세미나(2009.10월) 및 연결작성실무 세미나(2009.11월)를
개최하였고, 도입준비안내서인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책자를 발간·배포
(2010.12월)하였다. 또한, IFRS 홈페이지를 통해 제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
며 2010년 1월부터는 원칙중심의 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실무지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IFRS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IFRS 도입준비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정보이용자의 IFRS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분석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IFRS 도입영향을 재무정보이용자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IFRS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를 IFRS 도입 1년전에 사전
공시사항으로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는 IFRS 사전공시제도를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IFRS 조기도입기업의 IFRS 도입영향을 분석하여 전달함으
로써 후발 도입기업들의 IFRS 도입영향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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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업이익 등 주요 계정과목의 구분표시, 재무제표 표준
계정과목 예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IFRS 세미나’개
최,‘알기 쉬운 IFRS’등 책자 작성·배포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투자자 등의 정보불균형 해소 및 투자판단자료의 투명한 제공
가.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1) 기업공시 체계
기업공시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발행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증권발행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
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공시는 증권의 발행시점에서 공시하는 발행공시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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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통되고 있는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유통공시, 기타 증권관계
법에서 특별히 공시를 요구하는 특수공시, 기타공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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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공시제도 운영 기본원리(공시주의 원칙)
우리나라는 기업공시제도 운영의 기본원리로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채택
하고 있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시주의는 기업이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필
요한 제반 정보를 완전하고 적정한 공시(Full and Fair Disclosure)를 이행하도록 요구
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각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시주의에 대비되는 실질심사주의는 증권규제당국이 사전에 일정 기준에 의거 증권공
모의 허용여부를 심사하고 보완요구, 증권발행을 연기하거나 금지까지 시키는 제도로
서, 사실상 증권의 모집·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하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주의 원칙하에 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시서류의 형식미비,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에 정
정요구를 통해 기재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실·허위공시 등 공시의무를 위반
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투자자 교육, 기업공시실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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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간, 정정요구사례 분석,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
고 있다.

나. 발행공시(증권 발행시점에서의 공시 :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등)
1) 증권신고서 제도
가) 제도의 취지
증권신고서 제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인과 투자
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당
해“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및“발행인(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
을 기재한 증권신고서
를 제출하고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모집·매출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235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
□ 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에 대하여 취득
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발행된 증권”
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권유를 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1)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2)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3)투자설명회의 개최, 4)전자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에 대한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에 대한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

나) 증권신고서의 제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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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
우에 제출한다. 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매도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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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1년간 보호예수
등 전매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증권신고서 면제)
다) 효력발생기간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효력발생기간은 통상 대기기간(Waiting period), 또는 냉
각기간(Cooling period)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은 발행기업 또는 인수인의 입장에서
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준비기간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해 모집 또는 매출에 관
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분석함으로써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숙고기간의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효력발생기간을 증권의
성격 및 발행인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미리 정하고 있다. 이는 효력발생기간이 투
자자 보호를 위하여 미리 정보를 공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증권의 종류에 따라 정보제
공의 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이미 발행회사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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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여 대기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효력발생기간 산정시 수리일 당일
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며 구
체적인 효력발생기간은 다음과 같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라) 투자설명서의 사전교부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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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증권신고서 내용과 동일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함으로
써 실질적인 청약의 권유행위가 이루어진다. 과거 증권거래법은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지만 자본시장법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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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교부하도록 하였다. 투자설명서 사전 교부의무
를 위반하였을 경우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인에게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상 제재, 형사상 제재 등 다양한 조치를 부
과할 수 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으로 투자자의 손실
이 발생한 경우 투자설명서 작성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
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의미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
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 그 날부터 당해 증권신고서는 수리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
12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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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는 기존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보
완이 이루어진 신고서로,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최근 금융감독
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부실 증권신고서에 대하여는 적극적
인 정정요구 등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재사항 변경 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정요구 부과여부, 정정신고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관심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자금사용목적,
재무구조 건전성 여부,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구축여부, 상장폐지 위험 여부 등 투자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각종 가이드라인, 투자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한다.
바) 투자자의 정정신고서 등 공시서류 접근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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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수시로 제출되는 다양한 공시서류를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에 일일이 방문·열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정신고서 열람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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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검색기능을 DART 홈페이지에 구축하였고 정정신고서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정
리한 교육·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정정신고서 제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
기 위하여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열람시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신고서 제출시 증권신
고서의 기재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당해 증권신고서가 최종 신고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뉴스채널(인터넷 신문, 뉴
스포탈 등) 이용자가 당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회사별 공시서류를 검색·열람할 수 있
도록 외부뉴스채널 사이트와 DART 시스템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반투자자

정정신고서 이용방법
① DART 홈페이지(http://dart.fss.or.kr) 접속
② 검색화면에서 회사별, 기간별로 원하는 항목 선택
③ 검색결과 목록 중 조회를 원하는 증권(정정)신고서 클릭
※ 정정신고서를 여러번 제출한 경우 최근 제출한 정정신고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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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공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폐지기업의
특징 분석, 정정요구사례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사) 증권신고서의 수리거부
증권신고서의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위이므로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할 수 있
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수리거부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법상
명시된 수리거부사유로는“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와“증권신고서 중 중요사
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다.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모집 또는 매출행위를 할 수 없다.
아) 소액공모공시서류 제도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 등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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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경우에도 발행
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공모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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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 관련 규정 정비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제출서류 : 감사보고서
-모집, 매출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기한 : 소액공모 개시 후 지체없이
-기한 : 소액공모 종료 후 지체없이
-내용 : 청약 및 배정, 교부일, 등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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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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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권신고서의 구성 및 처리절차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내용, 투자위험요소, 자금사용목적 등 모
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개요, 사업의 내용 등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각종 첨부서
류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 도표를 사용하게 하는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개정하였다. 증권신고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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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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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신고서 제도
가) 제도의 취지
일괄신고서 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공시 등으로 이미 시장 및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WKSI:Well-Known
Seasoned Issuer)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한
후, 실제 발행시에는 추가서류만 제출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이용 요건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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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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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나) 일괄신고서를 통한 모집·매출 절차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매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일괄신고서 자체의
효력발생기간(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실제 발행을 앞두고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추가서류는 일괄신고서상 신고된 발행예정기간 중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추가서류 자체에는 효력발생기간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의 제출일 당일부터 청약의 승낙을 개시할 수 있다.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종료 이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발행예정기간은 정정할 수 없으나,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이내로 감액
되는 정정은 가능하다.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경우 발행횟수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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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서의 제출, 이용가능 발행인의 요건, 효력발생기간 산정에 관
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공시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운
영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일괄신고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3)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기준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발행가격(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가)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결정방법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공모방식 및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 신주인수권 등 기존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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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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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배

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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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우 할인율 제한이 없으나,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 100분의 30이내,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배정방식과는 달리 일반공모,
제3자배정방식은 신주인수권 침해, 지분희석화 등 기존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로서 신주 전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
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앞과 같다.
나)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자
본시장법은 발행 및 전환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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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인은 다음 각각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
여 모집하거나 일반공모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⑴. 소수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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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
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⑵.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⑶. 앞의 각각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
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
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다음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
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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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 각각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⑵.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⑶.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한편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증자·감자·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조
정을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특히“자본감소 등 시가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전환가액 조정을 강제하
고 있지 않아 주주와 채권자간 형평성, 기존주주의 지분희석화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
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자본감소 등으로 전
환가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자비율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규
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또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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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제한 및 금지기간, 신주인수권가액의 결정, 신주인수권가액의 조정 등은 전환사
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
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
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이 공모발행방식 외의 방법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부터 해당 사채 만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는 변칙적으로 대주주 등에게 자금부담없
이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
여 도입한 제도이다.
라)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권상장법인만이 해당 법인이 소유한 상장증권(자기주식 포함)과 교환할 수 있는 교
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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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및 교환기간 등 교환사채 발행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①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②교환할 상장증
권의 내용, ③교환조건 및 교환청구기간을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해당 사
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하여야 한다.

다. 유통공시(증권 발행후의 공시 :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등)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이미 과거정보가 되
어 발행공시만으로는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게 된
다. 이런 경우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며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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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공시는 정기적으로 발행기업이 투자판단 자료를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경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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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공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기타
수시공시로 구분된다.
1)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정기공시는 사업연도 종료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와 반기 및 분기 종료 후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①주권상장법인, ②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③주권 및 주권외
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사실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④외부감
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등이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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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면제 대상
①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비상장법인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의 경우에는 각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
로서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
⑤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사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출대상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
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
고서 제출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출기한(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
지 제출하며 이미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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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보
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재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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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나)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분기와 반기 경과 후에 각각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1년마다 작성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자
본시장의 상황과 증권발행기업의 경영상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곤란하다. 이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짧은 주기(3개월)
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분·반기보고서제도가 도입되었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분·
반기보고서는 외부감사인 감사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토 또는 확인만을 받기 때문에 감
사의견을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분기보고서는 생
략가능, 다만 금융기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보고서와 동일하게 제출) 금융감독원은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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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항보고서
가) 주요사항보고서 도입 취지
정기보고서는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보
고서로서 일정시점마다 정기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
건 등을 공시할 수 있는 공시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가 도
입되었다. 주요사항보고서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경영상의 중요한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증권시장에 동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의사결
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종전에는 주요사항 등 수시공시의 제출대상기관이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에 혼재되
어 있고 상당수가 서로 중복되어 있어 상장회사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의 공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은 수시공시의 제출대상기관을 거래소로 일원화
하는 한편 회사존립, 조직 재편성, 자본 증감 등의 주요사항과 특수공시사항을 주요사항
보고서 항목으로 지정하여 그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공시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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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및 제출사유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동일하며 제출기한은
정기보고서와 달리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예: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의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된 날,
자본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경우에는 동 이사회결의일)의 다음날까지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로 제출하게 되며 투자자는 DART를 통해 대상법인이 제출함과 동시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제출사유별로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가 정해져 있다.
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보고 등 기타공시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절차 등에 대
한 상법상에 정한 요건 등을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시(기타공
시)의무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일정한 가격·수량 등의 요건에 맞도록 거래를 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의 취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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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유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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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완료한 때에는 금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사유와 제출기한 등을 명시적으
로 정하고 있다.
라.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등 실효성 확보장치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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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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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① 금융위의 행정조치, ② 사법부의 형사처벌, ③ 과징금 부과, ④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1) 금융위의 행정조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전에 증권의
취득·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위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i) 1년의 범위
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ii)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iii)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
기관에의 통보 (ⅳ)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ⅴ)
경고 또는 주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법부의 형사처벌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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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확인·서명을 한 대표이사 또
는 공시담당이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부과가 가능하다.
3) 과징금 부과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
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일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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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
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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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
는 표시되지 아니하고 당해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신고
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 이사와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상법 §
401의2①의 사실상의 이사와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및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등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실제 지
급하거나 받은 금액과 (i)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종결시의 해당 증권의 시장가격(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는 추정처분가격) 및 (ii) 변론종결 전에 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는 그
처분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배상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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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기업의 비상장주식 과대평가, 변칙적인 자산양수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신고서 심사와 연계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평가업무 가
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였다. 또한 공시위반의 경우 과감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건
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꼼꼼히 살
피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한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09년 6월) 주요내용
① 성공보수조건의 계약체결 금지, 평가업무수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정당한 주의의무 이행
② 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타전문가의 전문가로서 적격성을 평가하고 타전문가의 평가과정을 이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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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평가의견서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타전문가의 동의 의무
③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예시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평가의견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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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의견서의 이용자가 평가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의 필수 기재사항 제시
⑤ 평가자의 결론도출 과정을 문서화하고 3년간 보존 의무

마. 지분공시
지분공시는 기업지배권의 변동과 관련된 공시제도로 증권시장의 투명성 강화, 투자
자 보호 및 경영권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제도,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공개매수제도 등이 있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보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
인과 그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합하여 5%이상 대량으로 보유(소유에
준하는 보유 포함)하거나, 그 보유비율의 1%이상 변동 또는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
우에 5일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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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는 유통시장에서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투자
자를 보호하며, 경영권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이와 관계되는 유가증권(신주인수권증서·전환사채
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등)을 포함하며,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경우는
신규·변동보고 모두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단순투자목
적인 경우에는 신규보고의 경우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변동보고의 경우 보고
의무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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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
주식(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를 감시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의무자인 임
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및 사실상의 임원(상
법 제401조의2제1항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말하며 주요주주는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이상의 주식을 소유”
한 자 또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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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
영사항에 대하여“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가 자신
이 동 제도의 보고의무대상자인 주요주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의 주식(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만이 주요
주주에 해당되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은 주요주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의 계산
이라 함은 비록 주식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
도) 실제 주식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조달하고 주식운용에 따른 손익이 직접 자신에게 귀
속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괄한다.

임원·주요주주 보고서 보고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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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도록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용
지와 주주총회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비치하기 5영업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동 참고서류와 위임장용지를 사용하여 권유행위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동 제
도의 취지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권유하는 경
우 권유절차·방법 등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
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원활한 주주총회
의 성립을 위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
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 공개매수제도
공개매수(Tender Offer)는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주권상장
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전환사채 등 잠재주식 포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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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내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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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
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등을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공
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
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기존 경영진에게는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 공정성을 부여하고,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며, 공개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
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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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제출 현황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6
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매수·교환·입찰 기타 유상양수)을 하고자 하는 자
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
율이 발행 주식등의 5%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이상 보유자가 매수등을 하는 경
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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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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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공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은 지분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결권 제한, 금융
위의 행정조치, 사법부의 형사처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부분 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를 금
지한다. 또한 금융위는 위반 주식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금지, 임원의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보고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의 경우 3년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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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금융위의 처분명령 위반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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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위는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보고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미보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금융위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자가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참고서류등에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하거나 중요사실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권유행위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
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장용지, 참고서류등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했을 경
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위임장용지,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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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참고서류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중
요사항 자진정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독
당국의 조사를 기피·방해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의 자료
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라) 공개매수제도
금융위는 법에서 규정된 의무공개매수를 위반한 주식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개매수자 등 관계인에게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공개매수자 등에 대하여 신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고,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
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 및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 임원의 해
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개매수신
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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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
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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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3 (2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정정공고,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공개매수, 공개매수 기
간 중 별도매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
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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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료,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금융위의 공개매수자 등 관계인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명령 등에 불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바. DART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공시제도
1) 전자공시(DART) 도입 배경 및 연혁
기존의 서면공시제도 하에서 상장법인등 공시서류 제출인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
문하여 공시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투자자 등 일반이용자 역시 공시서류를 열람하기 위
해서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물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 :Data Analysis, Retrieval &
제
3
장

Transfer, http://dart.fss.or.kr)는 서면공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 개
발을 시작하여 2001년부터 본격도입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으로 제출인은 사업보
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이용자는 누구나 시간·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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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DART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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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ART시스템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서면공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내용 및 영업성과 등 기업 활동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 및 영향력행사(influence)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개발되었다.
DART시스템의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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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공시 처리절차 및 상세 내용
상장법인, 회계법인 등 감사인, 5%주주 등 공시의무자(제출인)가 관련법률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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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는 DART시스템에서 자유롭
게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 일부 공시문서는 한국거래소 및 공인회
계사회 등 관계기관에 접수 즉시 자동으로 전송된다.

전자공시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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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시스템은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주요사항보고(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자
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 지분공시(5%
보고 등), 외부감사관련(감사보고서 등), 펀드공시, 자산유동화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하
고 있으며 매일 45,000명 이상 이용자가 DART에 방문하여 상장법인, 감사인, 5% 주주
등 공시 제출인이 매일 500건 이상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열람하고 있다.
공시서류 조회건수

공시서류 제출건수

연간 조회건수(단위 : 백만)

연간 제출건수(단위 : 천)

305 35만
26

61

98 148

38만

380
116

194

‘01 ‘02 ‘03 ‘04 ‘05 ‘06 ‘07 ‘08 ‘09

73

98

109

119

127

141

116 121

‘01 ‘02 ‘03 ‘04 ‘05 ‘06 ‘0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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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DART시스템 메뉴구성 ]
① 최근공시
업무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시간 순서대로 일자별 공시보고서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 5일간 업무날짜 선택해서
날짜별로 공시목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날짜를 지정하여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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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시서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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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조건검색에 따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회사별검색’
,‘상세검
색’
,‘비교검색’
,‘정정보고서검색’
,‘펀드공시상세검색’
‘첨부서류검색’등
,
다양한 방
법으로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③ 기업개황
DART시스템에 등록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법인들의 종목번호, 주소,
대표자, 설립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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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모게시판
‘지분증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기타’
로 구분하여 청약기간에 해당되는 공
모관련 공시서류인 증권신고서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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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정정보고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법인’
,‘전체’
로 구분하여 최근 1주일간 접수된
정정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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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근삭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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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시스템에 기공시된 보고서 중에서 삭제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다.

3) 투자자 편의 제고 및 상장회사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이 외에도 배포공시시스템에는 공시관련 보도자료, 많이 본 문서, 정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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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계법규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 상장회사와 양방향 커뮤니티, daum·naver 등
포탈사이트와 공시정보 연계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실행중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DART시스템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많은 외국인들
이 DART시스템을 통하여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DART시스템 접속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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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장법인은 2007년 3분기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부터 본문의 재무제표를
XBRL50)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공시하고 있으며, 우리원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본
격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XBRL 공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향후 이용자는 XBRL 파일
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정보를 분석하는 등 상장법
인에 대한 재무분석 및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주50)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계정과목의 대차
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기업재무정보의 국제표준 전산언어로 '99년 미국 워싱턴주의 공인회계사 찰
스 호프만(Charles Hoffman)이 중심이 되어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 발표한 XML 기반의 언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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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시장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가. 신용공여제도
금융투자회사는 여신을 업으로 하는 은행과는 달리 법령상 정하여진 방법으로만 투
자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며 이를 금융투자회사의‘신용공여’
라 한다. 대출금의 용
도, 담보 대상물의 종류 등에 따라 신용공여를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 예탁증권담보융
자 및 청약자금대출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자금의 사용용도, 보유주식의
담보제공 가능여부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적절한 신용공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담보융자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식 매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2조,⌜동 법 시행령⌟제69조 및⌜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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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정⌟제4-21조부터 제4-35조에서 신용공여 제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
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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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최소 140%이상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
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
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ⅰ)신용공여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
지 않은 경우, ⅱ)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
은 경우, ⅲ)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
서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
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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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
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임의상환 방법이 강화되었다. 금융투자회사
는 임의 상환 시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
고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
로 충당해야 한다.
2007년 6월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
용융자를 이용하는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
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2월 신용거래보증금률(40%)과 담보유지비율(140%)의 최
저율을 정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총 한도를 설정하는 둥 신용공여 제도를 개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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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정함
으로써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가 억제될 수 있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최저율 이상의 수준에서 고객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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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차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신용거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1월⌜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를 위한 모범규준⌟
을 마련(2008년 4월 1일 시행)하였고, 타 금융기관 주식 매입자금 대
출(연계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어 투
자자 보호 등을 위해 2009년 12월⌜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을 마련
(2010년 2월 1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주가상승 등으로 2010년 10월 21일 현재 신용
융자 규모가 5조 4천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 공매도제도
공매도(Short Sale)란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
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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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결정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결제증
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에 대
한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 및⌜동 법 시행령⌟제208조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를 금지하는 한편,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는 허용하
되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공매도인지 여부와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
원인 경우 그 해당사실을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 주문 투자
자는 동 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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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감독당국 등에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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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8년 8월 실시한 공매도 서면검사 결과 금융투자회사들이 매도주문
수탁과정에서 공매도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개사에 대해 기관경고, 15개사에 대해 기관주의, 14개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취하였다. 공매도 검사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9년 5
월에는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공매도 거래질서가 건전하게 정착되
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주요내용
① 공매도 여부 판단기준 및 투자자별 공매도 판단단위에 대한 기준 제시
-“순포지션*(net position)”
개념에 의한 공매도 판단
- 포지션 합산 단위 및 합산 대상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기준
② 대차중개기관의 적정한 대차거래 관리 방안 제시
③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수탁과정의 업무처리 유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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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장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 1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한시적인 공
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여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투자불안 심리를 해소하
였다. 2009년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일부터 해지하였다.
한편, 2010년 5월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을 대량으로 공매도하여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여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공매도 현황과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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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자 상당액을 붙여 환매수하기로 하고 매도하는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매매거래 형식을 갖지만, 그 실질은 담보부 자금대차거래이다. 통상 자금조달기관(RP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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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은 보유한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또는 장단기 금리차 획득을 위하여 RP거래를, 자
금공여자(RP매수자)는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수단 또는 공매도 후 결제증권을 확보하기
위해 RP거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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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7년 6월 대고객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대고객
RP’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RP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를 개선(2007년 12월 1일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고객RP 대상증권을 특정화하고 거래내역 등 통지를 의무화 하였고, 신용등
급이 낮은 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거래대상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이상으
로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을 일정등급 이상으로 제한하였으
며, 대고객RP 취급 금융회사의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RP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RP거래 대상증권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운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
사 등을 기관간RP 거래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기관간RP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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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고객RP 취급금융기관 입장에서는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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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받는 RP영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RP거
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RP거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RP 영
업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라. ELS 투자자보호 강화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Equity)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거래소에 상장·유통되지
않고 장외에서 공모 또는 사모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ELS는 자본시장법상 파
생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
사만 취급이 가능하다.
ELS는 우선 원금보장여부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구분되며, 수익구조에
따라 Digital형, Knock-out형, Hi-five형, Step-down형, Bull-spread형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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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시장에 발행·유통되고 있다. 원금보장형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는 대체로 자
금의 대부분을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자금을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원금비보장형 ELS의 경우
에는 원금 전체를 주식 현물 또는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고위험의 수
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채권 및 예금에 비해 위험은 높지만 주가지수
나 개별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상승 또는 하락 시 상대적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저
금리 기조 하에 투자대안으로 크게 부상하였다.
발행사는 ELS 발행·판매 이후 기초자산의 변동에 손익변동 위험을 사전적으로 방
지하기 위하여 헤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자체헤지와 백투백헤지로 구분
된다. 자체헤지는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헤지하는 것이며, 백투백헤지
의 경우에는 외국계 금융기관과 반대방향의 장외파생계약(동일한 상품구조)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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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시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ELS의 헤지과정에서 일부 헤지운용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
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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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ELS 만기일의 인위적 주가 개입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2009년 9월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ELS 만기 수익 지급조건에 대하여 만기일 종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익지
급 산정시 만기 이전 3일 이상 종가평균을 사용토록 하였다. 둘째, 발행사가 백투백 헤
지를 하는 경우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공개하거나 백투백 헤지 계약금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셋
째,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는‘헤지 관련 운용지침’
을 반드시 마련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발행사는 헤지사가 동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
도록 하였다.

마. ELW 투자자보호 강화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Linked Warrant)은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를 미래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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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상장되어 거래되며, 투자자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가 가능하다.
ELW는 본질적으로 주식옵션과 유사하나, 법적·시장구조는 상이하다. ELW를 발행
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되며 유동성공급자(LP;
Liqudity Provider)가 존재하고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주식옵션은 불특
정 투자자가 발행하고 유동성은 투자자간 수급에 의존하며 거래소가 결제를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 ELW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은 해당 ELW에 대한 매
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 높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LW의 특징은 첫째, 적은금액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
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투자보다 훨씬 높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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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손실 위험이 수반된다. 둘째, 기초자산 가격 상승시 이익이 발생하는 콜 ELW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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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가 존재한다. 셋째, ELW는 단순히 기초자산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ELW의 가치

니라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풋 ELW도 거래가 가능해 다양한 투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 변동성의 변화와 시간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
또한 기존의 일반 ELW와는 별도로 조기종료 ELW가 새로이 도입되어 2010년 9월 6
일부터 거래되고 있다. 조기종료 ELW는 일반 ELW에 조기종료 조건(Knock-out) 및
최소잔존가치(rebate) 지급조건이 첨가된 상품이다. 조기종료 ELW의 특징으로는 첫째,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종료가격에 근접한 경우 훨씬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며, 둘
째, 기존 ELW보다 가격 변동성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작지만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가격에 접근할수록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ELW시장의 과도한 투기성, 불공정성 및 투자자 손실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감독당국은 거래소 등 관계기관 함께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
다. 첫째, ELW 투자자의 진입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신규 투자자는 별도의 ELW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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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과 ELW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존 투자자 중 교육이 필요한 투자자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둘째,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규모
가 미미한 종목은 기초자산에서 제외하고, 유동성공급자(LP)가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
가를 제출토록 하였다. 셋째,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평가 강화, 내재변동성 실시간
공개 등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바. 유사업체를 통한 FX 마진거래 및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FX 마진거래는 유로/달러, 엔/달러 등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
는 환차익 거래의 일종이다. 일본·미국 등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나, 투
자자위험 확대 및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여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내
에서도 2005년 거래가 개시된 이후 2008년부터 저금리기조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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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환 변동성 확대 등으로 FX 마진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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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투자자들이 FX 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업 인가를 받은 국내 증
권·선물사를 통하여야 하며, 최소 5,000달러의 증거금을 필요로 한다. 2008년 이후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낮은 증거금, 높은 수익률 등
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2008년 이후 2회
의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 FX 마진거
래를 단속해 왔으나 불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이러한 무인가 업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
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가 이러한 유사업체를 통하여 FX 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고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
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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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불공정·사기행위 방지를 통한 선량한 소비자 보호
1.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및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가. 불공정거래 조사 취지 및 개요, 실적
1) 불공정거래 조사 취지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시장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위
반한 자와 그 위반사실을 밝혀내어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불공정거래는 광의로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신고·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협의로는 증
권거래 질서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부정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
보 이용,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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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2) 불공정거래 조사 개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가격결정 매카니즘을 교란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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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자본
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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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
출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와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불공정거래조사는 자율규제기관, 금융감독기구, 사법기관의 삼각체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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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검찰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업무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
는 계좌를 통보하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의 통보사항을 기초로 자료제출 요구, 출
석 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확인·입증한 후 증권선물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
발 또는 통보 등에 따라 강제수사 등 준사법적인 권한의 행사를 통해 국가 형벌권을 집
행한다.

조사단계별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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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12년간 한국거래소에서 통보한 조사사건 건수는 2,141건, 그
리고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건수는 821건으로 총 2,962건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접수된 조사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투자자 피해 측면
에서 해악이 심각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지난 12년간 각각 993건,
460건을 적발하였으며, 동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첩 1,343건, 행정조치 110건을 조치하
였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형화·정교화·복잡화됨에 따라 중대사건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된 위법혐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ELW 등의 파생상품, 허
위 공시와 연계된 부정거래행위 등 신종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고전적인
방식의 단편적 시세조종 행위보다 고도로 지능화된 유형의 미공개정보 이용 비중이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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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단위: 건)

나.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1) 불공정거래 신고
누구든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증권불공정거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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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보자 등
(이하‘신고자 등’
)에게 60일 이내에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다. 신고 또는 제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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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은 특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고 신고자등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는 등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 방법은 문서, 우편, 모사전송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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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또는 인터넷(www.cybercop.or.kr)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하며 금감원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2) 불공정거래 포상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을 신고하여 이를 적발 또는 그
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등에게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
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1억원 한도이내)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적
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 위
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
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포상은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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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
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 포상금을 신고자등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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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통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가. 보험사기 현황과 근절의 의의
보험사기는 사고의 가공 등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자신의 지병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덜 내는 등 보험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모든 부당행위를 총칭
한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경성사기’
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신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
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연성사기’그리고 위의 모든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
하는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유형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결국 보험사의 경영악화 및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광범위한 피해로 돌
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즉,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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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금이 보험회사의 손해율51)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
사기는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발생하거나 최근 몇몇 사례에서 보듯 반인
륜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전반에 불안요인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자동차보험 등 주요 보험상
품의 보험료가 수시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서민들의 경제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
어 주요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불필
요하게 지출되는 보험금은 약 2.2조원에 이르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씩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시 2006년 1,780억원
이던 것이 2009년에는 두 배에 육박하는 3,305억원에 이르렀으며 적발인원도 동 기간
제
3
장

중 약 2만6천명에서 약 5만4천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다. 범죄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됨에 따라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발업무도 더 어려
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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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허위입원,
피해과장 등 연성사기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한채 주변의 권유에 따라, 혹은 다른이
의 사례를 모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방범죄
등의 증가로 인해 보험사기 연루자의 범위도 예전처럼 일부계층이나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 대학생,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누수에 의한 국민경제에의 악영향, 강력범죄·
반인륜범죄에 의한 사회불안요인 가중현상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보
험사기 방지노력이 요구된다.

주51) 손해율은 전체 보험료 수입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통상 50~60% 수준인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 80~90%으로 높음

281

나. 보험사기 적발 노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전담부서(보험조사실)
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약 30명의 보험사기 전문조사요원들이 배치되어 주
요 보험사기 의심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요원들은 관련 증거 및 정황
등에 대한 세부분석을 실시하며, 보험사기건이라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분석
결과 및 증빙 등을 첨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및 사
고 내역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며 이를 계량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기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피해자간 공모 사건
등 다수자 관련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혐의자간 연계분석기능(VL:Visual Links)’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혐의자간 연관관계를 신속하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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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금 누수방지에도 크
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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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감독원(보험조사실)에서는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를 운영하여 일반시민들의 보험사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보험범
죄신고센터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건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금액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52)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보험사기
에 의한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납부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보험료 환급제도
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9년 6월부터는 이를 확대·발전시켜 보험료 자동환급제도53)를
시행하고 있다. 동 환급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

주52) 2009년에는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포상금으로 총 1억 36백만원을 지급
주53) 환급제도는 ’
06.7월부터 도입되었으나 이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청한 경우 지급토록 되어 있어 보험사기 피해 입증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 환급제도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였기에‘09.6월부터 자동환급제도(보험계약자의 입증
이 없어도 보험사가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환급을 실시)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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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환
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1,160명이 할증보험료 5억5천1백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렇듯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사건의 적발 및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
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 보험사기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조사를 통한 사후적발만이 아닌,
예방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실시, 보험범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등 보험사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예방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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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선 예방교육 측면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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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계층과 직종 종사자 등 총 13,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직종·계층별 특성에 맞는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
해에 대해 알림으로써, 선량한 다수가 주변의 보험사기 유혹에 현혹되어 범법자로 전락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터민, 청소년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이들이 보험범죄 브로커 등의 손길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사
기 예방필요성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선량한 일반인들이 보험범
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처벌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범행을 저지르
는 선량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54)을 고려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주54) 최근의 보험사기 경향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경성사기(Hard Fraud)보다 사후에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연성사기(Soft Fraud)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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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동 홍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보험사기의
폐해와 심각성, 근절 필요성에 대한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 라디오·신
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실시, 대중간행물을 통한 공익캠페인 실시, 대국민 홍
보용 책자 발간, 홍보용 포스터 제작·배포, 언론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예방
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TV교양프로그램을 통한 보험사기 심각성 방영, 언론인 대
상 설명회 개최 등 -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
축이 된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사이버매
체’
를 활용한 홍보 활동 - 보험사기 관련 뉴스레터 발송, 트위터· 포털사이트·블로그
등 - 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홍보내용은 보험사기행위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과
이러한 보험범죄행위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를 쉽게 용인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 및 더 강력한 보험범죄의 양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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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보험사기 예방활동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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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활동은 금융소비자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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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지원 및
사금융피해 예방

제1절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1. 서민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가. 희망홀씨대출
금융감독원은 2009년 3월 은행들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및 실물경기의 침
체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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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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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사와‘희망홀씨나누기’협약을 체결하여(’
09. 3. 23.)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은행관계자 및 학계에서 참석하는‘서민금융 활성화’워크샵 개최
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 하였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하는 한편 우수직원
과 은행을 대상으로 시상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장 및 임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취급 기관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으며 은행별 실적의 주기적인 공개,
경영실태평가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희망홀씨 대출은 16개 은행이 2009.3.~2010.12월 기간 중 386
천명의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2조 7,68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이중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신용자가 전체의 60%,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81.4%를 차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서
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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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권은 2010년 7월 제2금융권의 햇살론 출시에 따른 은행권의 서민지원 확
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존 희망홀씨대출의 대상을 확대
개편한 은행권 공동의 새희망홀씨를 개발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은행권의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적정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매일경제신문사 희망홀씨 나누기 협약식 체결 (20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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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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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자금수요
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는 오
히려 감소되었고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 고금리 부담 등으
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2010. 4월 서민들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하여 미소금융과
함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협,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하여 보다
많고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 및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의와 준비를 거쳐 2010. 7.26.‘햇살론’이라
는 브랜드로 서민금융전용 보증부 대출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신
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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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고 서민금융기
관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햇살론은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6개 서민금융기
관(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전국의 1만여 개 점포에서 양호한
접근성과 낮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햇살론 시행
초기에는 서민들이 정부의 부분보증을 시혜성 자금으로 인식하고 대기성 수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신청이 일부과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대
출심사를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었다.

햇살론 주요내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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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저소득(연소득 20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저신용(연소득 40백만원 이하)

▶ 취급기관 : 6개 서민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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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율 : 85% (15%는 서민금융기관 자체신용)
▶ 용도(한도) : 생계자금(10백만원), 운영자금(10백만원), 창업자금(50백만원)
▶ 대출금리 : 10˜12%(상호금융기관), 13˜15%(저축은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시기 : 2010.7.26
▶ 대출금액 : 매년 2조원(5년간 총10조원)
▶ 대출재원 : 민간(연간 0.2조원), 정부 및 지자체(연간 0.2조원) 출연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햇살론 대출수요를 진정시키고 취급대출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0.9.29. 대출시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연소
득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상환능력제도(DTI) 도입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대
출신청인으로부터 고금리 채무상환 계좌를 제출받아 해당계좌로 대출금액을 직접 송부
하는 대환대출 서비스제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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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금융당국은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과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은 적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여 나갈 예정이다.
2010.7.26~2011.3.31 기간중 16만 8,896명에 대하여 1조 5,261억원의 대출을 취급
하였는데 자금용도별로는 생계자금 7,577억원, 사업운영자금 7,646억원, 창업자금 38
억원을 대출하였다. 대출취급 초기에는 생계자금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사업운영자
금이 생계자금을 앞질러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경감을 통한 자활의지에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미소금융
정부는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자금 등을 지원함으
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9년 12월 금융회사의 휴면예금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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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 확대 개편하고 서민들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1.1월말 현재 기부금 5,499억원, 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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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억원, 휴면보험금 1,678억원 등 총 10,519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10년
간 2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2011.1월말 현재 전국에 108개(기업계 49, 은행계
33, 지역지점 26) 미소금융지점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①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② 창업임차자금대출 ③ 운영자금대출, ④ 시설개선자금대출, ⑤ 무등록사업자대출 등
의 창업자금을 5백만원~2천만원 한도내에서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2011.1월말 현재 928억원(총8,899건)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① 소액대출상품 개발·확대 ② 지방지점 확대 및 홍보강화 ③ 공공기관의 사
무실 지원 ④ 설명회 개최 등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미소
금융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금융회사들의 휴면예금
출연 등을 독려하는 등 미소금융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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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안내서비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방지 및 금융애로해소를 위해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를 통해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대출안내서비
스란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단한 개인정보의 입력만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동 서비스에는 14개 은행을 포함한 486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대출희망자에게 대
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10년 12월 기간 중
약 2만2천명에게 1,064억원의 대출을 안내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출
을 조회하는 경우 신용조회 기록 누적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비해
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이 자신의 신용을 조회하는‘본인신용조회’방식을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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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신용조회에 따른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저하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지론㈜는 그동안 맞춤대출 안내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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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10년 5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
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2010년 8월에는 서민금융지원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이지론㈜는
동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더욱 다양화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
이지(s119.fss.or.kr)‘서민대출안내’중 환승론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www.egloan.co.kr) 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마.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금융감독원은 상환실적이 양호한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
이지론㈜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2금융권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환승론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채
무금액 1천만원 이내)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주부·자영업자 등으로 동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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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는 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3개, 저축은행 7개, 대부업체 1개)의 세부 대
출심사를 통과한 경우 실제 환승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 서비스는 2007년 6월 서비
스 개시 이후 2010년 12월까지 2,100여명에게 약 108억원을 환승 대출해 줌으로써 서
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환승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현행 19~39%수
준인 환승론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대출한도의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등을 통한
환승론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바. 서민금융119서비스
금융감독원「서민금융119서비스」
는 정보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돕는 한편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개설된‘서민 전용 금융 포털사이트’이다.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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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119서비스 개설 이전에는 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일일이 해당기관에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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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려면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
해야 했고, 신용회복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신용조
회를 하려면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서민금융119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한 번의 접속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
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는 서민대출안내, 무료신용정보 조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안
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금융행위 제보, 사금융
애로종합지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이야기 코너를 통한 금융지식 제공 등 총 8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 서민대출안내의 경우,‘한국이지
론’
이라는 대부중개회사(사회적기업) 사이트와 연계하여 서민금융이용자들이 본인의
소득수준 및 신용정보 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무료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역시 일주일간 무료
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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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민들의 사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각
종 사금융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사금융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
람들의 경우에는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사기 유형 및 피해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여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금융이용자들이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금융회사가 제도
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융이야기 코너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매주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는
“알기쉬운 금융이야기”
를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는데,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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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어 서민들의 금융지식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119 사이트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경로를 다양화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도 더욱 확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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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이다. 서민금융119서비스에 접속을 하려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서민금융119를 입력하
고 검색결과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서민금융119 홈페이지 주소
(s119.fss.or.kr)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2.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가. 장애인을 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2008년 4월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금융
회사는 장애인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차별을 금지하고, 2013년 4월까지 웹사이트 기
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장토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8월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
도록 각 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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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안」
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은 2009년 12월 장애인을 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
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17개 은행은 향후 3년간(2010년 4월
~2013년 4월) 약 215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도 쉽게 접근하여 금융상품 조회 및 인터
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13년까지 약 1,015억원을 투
자하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CD/ATM기 5,000여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계
획대로 도입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CD/ATM기는 은행 영업점당 1대 정도(약 0.86대)
배치될 전망이다. 또한, 자행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을 보완할 예정이며, 텔레뱅킹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중
에는 모든 은행이 개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도입하고 일부 은행은 텔레뱅킹 이용수수료도
감면할 예정이다.
각 은행이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홈페이지·자동화기기(C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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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등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회
사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검사시 각 행의 장애인 이용편의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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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책의 실효성과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0년 3월말 현재 4개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문자정보를 음성으
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를 통하여 화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일부)를, 7개 은
행은 글씨 확대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은행권 전체적으로
1,104대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CD/ATM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10개 은
행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도입하였고 미도입 은행의 경우에도 보안카드 대신
기타 이용 가능한 고객 확인방법을 통하여 텔레뱅킹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의 텔레뱅킹 이용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나.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금지
위험의 인수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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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보험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대
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생명보험협회로 하여금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규준」
을 마련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가입한도 및 가입기준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2001년 2월에는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
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출
시되어 보험가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사업비율과 이자율
을 우대 적용하여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
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소득세법 §
5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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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금융감독원은 장애인보험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장애인전용보험의
보장내용 및 가입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 보험가
입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재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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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 관련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모집 시 현장거절을 지양하고 경험 많은 선임 언
더라이터가 직접 심사하도록 계약인수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보험계약 문의 단계에
서의 부당한 가입 거절을 차단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08년 4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심사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
록 하고 이를 임직원 및 모집조직에게 철저히 교육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하였으며,
2009년 5월‘장애인이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및‘장애인·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등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예방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생·
손보협회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험회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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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점, 고객센터 등에 배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
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 시각장애인 증권거래수수료 할인
종래에는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ARS를 이
용하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고객이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하여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주문접수를 위한
영업인력을 축소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고객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HTS를 이용한 거래주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HTS
를 이용한 증권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전화주문
의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이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한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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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증권매매수수료를
할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전체 60개 증권회사 중 개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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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이 결의에 참여하였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투자자는
누구나 개별 증권회사의 영업점 또는 본사의 확인을 거쳐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고, 증권
회사의 자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영업점 또는 ARS 주문에 대해 기존 적용수수료의
50% 할인하거나 HTS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TS 등 편리고 유익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은 장애인
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사례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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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금융 피해·전화금융사기 예방을 통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1. 대부업 등 사금융 피해 최소화
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은 2001년 4월부터 사금융 피해예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사금융
피해상담센터⌟
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사금융 관련 업무가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
담),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 자산관리공사(전환대출), 경찰청(수사) 등 여러 기
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관련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2월 기존의⌜사금
융피해상담센터⌟
를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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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 개편하였고, 2011년 1월⌜서민금융종
합지원센터⌟
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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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는 대부업 등 사금융 관련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금
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전화 후 ARS 메뉴 중 3번을 누를 경우⌜사금융애
로종합지원센터⌟상담원과 연결되어 1차적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
금융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2차적으로 신용회복 제도, 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 제도 및
수사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 파견 나온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자산관리공사 직원 및 경찰
직원과 상담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동 센터가 확대 개편된 후 2010년 1월~9월중 실적을 보면 상담건수는 총 8,356건으
로 전년 동기(4,178건)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금융 관련 1차 상담이
7,297건으로 전체의 87.3%를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관련 상담이 1,059건으로 전체 상
담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관련 상담은 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
심, 대출사기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으며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인한 채권자의 가
압류 및 경매 처분 등에 대한 문의도 다수 있었는데 상담과정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상
담을 의뢰한 사람의 대부분이 금융지식 및 채권·채무 관련 법률지식이 적고 채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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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이 적었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하고 제도권 금융
회사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대부업자의 고금리 이자에 대한 불만 제기, 채권자의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
기 피해, 채무자의 채무이행 지체로 인한 채권자의 가압류·경매 등의 처분에 대한 불합
리함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는 동 기간 중 상담 및 기
획조사 등을 통해 증거 및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대부업법 위반 건 58건에 대해서는 경
찰서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하고 신용회복 신청요건을 충족한 40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
담을 진행하여 13건에 대해 신용회복 신청을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자산관리공사 전환대
출 조건을 충족한 62건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연도별·유형별 상담건수 및 수사기관 통보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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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10년은 1월~9월 기간의 건수임
2) 대부업자 등록 여부 등을 문의하는 상담 건을 분류
3)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관련 상담으로‘09.1.5부터 사이버금융감시반에⌜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를
마련하여 별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상담건수는 코너 안내 및 중개수수료 관련 법률상담 등을 실시한 건을 의미
4) 미등록대부업자 및 중개업자가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한 후 연락을 끊는 등의 대출사기 행위 등을 포함
5) 현행법상 대부 상한이율 및 채권자의 가압류·경매 등에 대한 법률상담,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관련 상담 등
6) 상담 및 기획조사를 통해 구제적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갖춘 건을 경찰서에 통보한 건을 의미하여⌜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는 별도로 수사기관 통보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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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운영
금융감독원은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9년 1월 5일⌜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동 코너에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업무와 불법 수수료 편취가 확인된 대부
중개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코너는 2009년 1월 5
일 설치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8,945건(81억원)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6,520건(55억원)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하였으
며, 3,649건은 관련 대부중개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구제 실적(2009년 1월~2010년 12월)
(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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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하여 대부업자 검사시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편취행위자에 대한 계약해지 여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문구 게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
는 한편, 대부업자가 대출신청자와 유선상담시 또는 대출금 입금 전에 중개수수료 편취
행위는 불법임을 안내토록 하고 동 안내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토록 지도하였으며, 대부
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포스터 및 보도자료 수시 배포 등을 통해 불법 대출중
개수수료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등 대 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등록대부(중개)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 간의 대부중개 거
래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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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및 등록대부(중개)업
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 간의 대부중개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이 대부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은⌜불법적인 신용카드 연체대납 방지대책⌟
의 일환으로 2002년 7월부터
7개 카드회사와 공동으로⌜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을 운영하여 오다 2008년 7월부터
는 금융감독원 단독으로⌜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신용
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는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가와 현금가를
차별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을 신고 받아 카드회사에 조치
를 의뢰하고 카드회사 및 민원인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일명

Ⅱ

카드깡) 정보를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거래는 거래거절, 부당대우 및 불법 현금할인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거래거절’
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부당대우’
는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
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불법 현금할인’
은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는 방법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
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카드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거절·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업계 자
율적으로 규정한⌜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에 따라‘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현금할인의 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원이 정보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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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부당대우에 대한 조치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에 접수된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관련 신고 내
역을 살펴보면, 거래거절에 대한 신고비중이 부당대우 신고비중을 초과하여 상당부분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신고대상은 개인서비스(목욕, 미용, 학원, 독서실
등), 음식료품, 식사비 등이며 단일 품목으로는 담배, 의류, 숙박 관련 신고가 많은 편이
다. 소비자 및 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영세사업
자 등은 소액결제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부담 및 세금문제로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연도별 신고건수
(단위: 건, %)

금
융
소
외
자
지
원
및
사
금
융
피
해
예
방

주: ( )는 신고건수 합계 대비 각 항목의 구성비율을 의미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의 경우 현금융통(깡)업자들은 생활정보지나 휴대폰 문자메
시지 등을 통해 현금할인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신청자로부터 실물카드를 넘겨받
아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가의 환금성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
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결제금액의 15~30%를 할인료(수수료) 등의 명목
으로 편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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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 관련 카드회사의 가맹점 제
재현황을 보면, 제재건수가 매년 증가하다가 2010년 소폭 감소(3.4%)했을 뿐,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바, 2002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가 대출정보 집중 및 관
리대상을 확대하고 카드회사가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 수요 증가로 이를 악용하는 현금융통(깡)업자 및 카드가
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깡) 가맹점 제재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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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에서는 카드회사가‘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
을
통해 적발한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 혐의정보를 제출 받아 1차적으로 검토 후 관할 경
찰서 등에 통보하여 신속한 수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 조직은 철
저히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불법 현금할인을 이용한 이
용자도 현금융통(깡)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수사기관의 수
사가 어려우며, 현금융통(깡)업자의 대금 편취, 횡령, 카드부정사용, 카드 위조 및 복제
등 각종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따른 추가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불법 현금할인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 및 장기 카
드할부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동 사실이 카드회사의 모니터
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거래정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카드결제대금을 연체할 경우‘금융채무불이행자’
로 전락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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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적발 및 조치실적(2007년 10월~2010년 12월)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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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자’
로도 등재될 경우 일정기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
융소비자가 현금할인(깡)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터넷, 생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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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등에서 현금할인을 유인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
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하고, 아울
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서민금융119서비스’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
안내코너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라.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의 불법금융행위(불법 사금융, 미인가 금융투자업, 유사수신
행위, 카드깡·휴대폰깡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등)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
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운영중이던‘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
을
2007년 10월‘사이버금융감시반’
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사이버상 금융광고 등을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보
험 및 신용카드 불법 모집,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허위·과장광고, 예금통장 및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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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편취 등의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
련자 처벌 및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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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감시반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이버상 불법금융행
위 혐의업체 3,143개사를 적발하여 이중 1,287개사(40.9%)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
며, 나머지 1,856개사(59.1%)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사이버상 신종 불법금융행위를 수시 발굴하여 적발하는 한편, 금
융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마.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검사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검사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등이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대형대부업체에 대하여 직권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법인인 대부업자로
서 2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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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
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주요현안, 대부업체의
영업실태 및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정책업무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검사결
과 드러난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에 대한 검사를 공정하고 엄격히 실시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
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사실시 현황(2008~2010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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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금융 피해자
의 대부분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층이다.
이들은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서민 등 정보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학교와 군부대 등을 직
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반상회보 등에 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
09년 11월
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
융교육 및 상담’행사를 개최하여 서민들에게 금융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 행사에 대한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
10년에는 동 행사를 전국 주
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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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효과가 큰 공중파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KBS드라마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꼽을 수 있다. 드라마 내용 중에 보이스피
싱 사례를 삽입하는 한편, 금융정보 취약계층이 즐겨보는 KBS 1TV 수요드라마‘산너
머 남촌에는’에서는 방송 내용 전체를 보이스피싱 사례로 구성함으로써 피해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 밖에도 VJ특공대, 생방송 오늘아침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을 통해 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하였다.
라디오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장이 교통방송에 출연하
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119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서민보
호를 위해 힘쓰는 금융감독원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MBC라디오 캠페인‘잠깐만’
을
통해 서민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군방송 라디오에 6개월간 출
연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하철
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출근시 애독하는 무가지(FOCUS)에도 총29회에 걸쳐 서민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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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금융정보를 연재하였다.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사금융피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각종 책자도 발간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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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비롯하여‘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대부업
관련 법령’책자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서민에게 유용한
금융 정보를 매주 이메일(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로 발송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및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
내하였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더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
개함으로써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
금융감독원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제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지출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여 합리적인 재무설계를 유도하는 한편, 사
금융애로 상담을 통해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09년 11월 금융감독원 강
당에서‘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
을 실시하였다. 동 행사의 1부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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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서는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사금융피해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부 개별 상담에서는 개인별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각 기관 전문가가 맞춤
형 상담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 실시 이후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아 ’
10년도에는 교육지
역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4대도시(부산·대구·대전·광주)로 확대하였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올바른 신용관리 방법’및‘희망을 키우는 가족경제노하우’등
의 강의를 보강하고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상담을 위해 상담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대
폭 확충(’
09년 3개 → ’
10년 10개)하는 등 교육과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동 교육 및 상담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금융애로사항 해소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
의 맞춤형 금융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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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 전화금융사기 등 피싱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운영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의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부터「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으
로 본인확인을 하고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동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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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자의 인적사항은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금융회
사에 전파되고 각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에서 동 정보를 내려받아 자체 전산망에
입력·관리하게 된다.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자 명의로 예금계좌개설, 대출신청, 신용카
드 발급 등의 거래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점 단말기에“개인정보 노출자”
임
이 표시되고 금융회사 직원은 거래신청자의 본인확인 여부에 통상이상의 주의를 기울임
으로써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분실 신분증 회수, 금융사고 우려 해
소 등으로 더 이상 정보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당초에 등록했던 은행을 방문하여 본
인확인절차를 거쳐 해제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 마련 및 시행
전화금융사기는 2006년 5월 최초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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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건이 발생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마련 및 시행 등으
로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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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사기에 이용되는 타인명의 계좌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
의 신원, 거래당사자 본인 여부, 거래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여권만 제시하는 외국
전화금융사기 발생 추이

*’
06.6월~’
10.12월 기간중 26,098건(2,592억원) 발생

306

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불허 및 최소 3개월간의 비대면거래(CD/ATM기,
인터넷뱅킹 등)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2007년 1월 및 7월). 또한 단기간 다
수계좌(최근 1개월간 2개 이상)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부(2010년 3월)토록 하였다.
둘째,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
에 온라인으로 접
속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2009년 7월)
셋째, 예금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예금통장
속지에 기재토록 하였다(2009년 7월).
넷째, 17개 국내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과 공동으로 사기에 많이 이용되
는 유형의 계좌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동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송금은행을 통해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2009년 6월). 그 결과 2009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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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0년 12월 기간중 14,551개의 혐의계좌를 적발하여 535억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다섯째, CD/ATM기 화면에 사기전화를 받고 현금을 이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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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구를 표시하고(2007년 1월), CD/ATM기의 1회 이체 및 1일 인출한도를 10백만원에
서 6백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5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축소하였다(2007년 7월).
또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1회 및 1일 CD/ATM기 이체한도(1회 이체한도 6백만
원, 1일 이체한도 30백만원)를 70만원으로 축소하고, 계좌이체 거래시 전화금융사기 주
의문구를 2회 이상 CD/ATM기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고 음성경고를 실시토록 하였다.
(2009년 8월)
여섯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은행 등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24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였
다(2007년 1월). 또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요청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보통·저축예금계좌에 대해 비대면 인출거래(CD/ATM기 및 인터넷뱅킹 등)를
제한토록 하였다(2009년 9월). 이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 기간중 피해자
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16,951명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 비대면 인출거래
를 제한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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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대 국민 홍보를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포스터(9만부) 및 스티커(4만
장), 홍보만화(1만부)를 제작하여 지하철역,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 배포하고,“전화금융
사기 피해예방”
,“예금통장·현금(체크)카드 대여·양도금지”
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
하여 교통방송(TBS)을 통해 방송(2010년 12월~2011년 2월, 3개월간, 총 360회)하였다.
특히 금융감독원 요청으로 KBS가‘산너머 남촌에는’
, KBS 2TV‘수상한 삼형제’및
‘국가가 부른다’등 드라마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발생 과정을 방영하여 홍보효과를 제
고하였다.(2010년 6월 및 8월)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종 사기수법이 계속 발생하고 노인, 주부 등 전
화금융사기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상존하고 있어 사기피해를 근절하
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 등 관
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Ⅱ

한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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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55). 그러나 소송에는 장기간의 시간(6개월 내외)과 비용이 소요되
고 법을 잘 모르는 일부 피해자는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에서는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과 200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구제 특별법안을 의원입법56)으
로 발의하였다. 동 법률안은 2개월간의 채권소멸공고를 통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에 대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주55) 2010년 12월 31일 현재 17개 국내은행 및 신협에 지급정지되어 있는 금액은 약 413억원
56) 민주당 박선숙 의원⌜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2월 15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2009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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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무위가 동 법률안의 초안 작성, 해외사례 조사 및 세부 환급절차 마
련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하는데 관련 자료 및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 절차가 원
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010년 9월 27
일 금융감독원을 지급정지자금 환급업무 수행기관으로 결정하였다. 정무위는 양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2010년 9월 29일 정무위 대안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안·의결하였으며, 동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11년 3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특별법은 2011년 10월 초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
는데, 금융감독원은 피해금 반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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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금융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

제1절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1. 금융소비자 교육 현황
가.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은 급
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회사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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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격화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민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후설계의 필요성과 과거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금융거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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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및 시장연동형 금융상품의 일반화에 따른 가계 리스크 관리문제 등은 금융지식
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2003년 카드사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급증사례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일반 국민의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세계 각국은 금융교육
에 관한 국가전략을 강화하는 등 자국 국민들에 대한 금융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금융교육은 성인이 된 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조기 학교 금융교육을 OECD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 교
과과정에 반영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이 미흡한 실정이다.
나. 금융교육의 의의
근래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진국에서는 사전적
인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으로 소비자의 정보력 내지 협상력을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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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역량(capability) 또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강화하기 위한 계층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경제활동
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과 활용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이해력의 향상
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금융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자기책임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를 양성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결국 금융교육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교육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제주체가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는 합
리적인 금융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경제적 풍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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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교육 중점 추진과제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의 금융이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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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4가지 금융교육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정부 및 민간의 금
융교육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금융교육이 확산되
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 금융이해력 측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단계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학습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초중고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curriculu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
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금융교육단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를 운영하고 있고, 금융교육 시범학교 및 교사 금융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초중고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를 교육당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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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과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인데, 구직자·군부
대·다문화가정 등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교육 실시,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실 운
영, 대학생 금융특강 및 성인대상의 금융강좌 등 교육수요자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특성별·계층별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과제는 참여형 교육행사 및 금융교육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금융백일장과 금융교육 우
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 다양한 금융교육 교재의 개발과 함께 금융교육 홈페이
지 운영을 통하여 각종 금융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라. 금융교육 프로그램
금융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단체, 학교, 교육기관 등은‘금융교실’인터넷 홈페이지
(http://edu.fss.or.kr),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방법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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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는 강사가 교육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수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 어린이·청소년 등이 금융감독원, 금융관련 박물관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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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현
장 체험학습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아직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
여, 각급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에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적
극적으로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금융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교육 기회가 적고 금융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실업자, 농어민, 군장병, 다문화 가
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농업기술
센터, 군부대, 사회복지단체 등과 금융특강 개설을 위한 업무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교육수요 계층의 연령, 지식수준, 필요한 금융지식 등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의
후에는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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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교육프로그램
◈ 금융교육 시범학교
-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
(학교당 연 4회 교육 실시)
※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신청시 금융감독원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교사 금융연수
- 중·고교 사회(경제) 담당교사의 금융지식 및 교수능력 배양을 통해 일선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활성화 유도

◈ 방학중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실
-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교생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금융지식 강의 및 한국은행·한국거래소 등 금융
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 대학생 금융특강
- 각 대학에 금융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금융감독원 강사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군장병 금융교육
- 육·해·공군본부 등 군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군장병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금융감독원 강사가 군부대를 방문
하여 교육 실시

◈ 취약계층 금융교육
- 고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업자 등 취약(소외)계층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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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표준강의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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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교육 실적
2010년 중 어린이·청소년, 일반 소비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809
회(전년대비 70.0%), 190,341명(전년대비 41.9%)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
교·사회단체 등 17,529개기관에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금융교육 안내공문을 발송하
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생 1,405회(128,546명), 대학생 111회(9,504명), 군장병 127회
(17,267명), 실업자·농민 172회(11,946명), 일반인 354회(23,078명) 등이며, 특히 금융
교육 기회가 적고 금융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근로청소년, 노인, 구직자, 다문화 가정주
부,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등 취약계층(441회, 23,962명)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20종(어린이용 4종, 청소년용 4종, 성인용 12종)의 표준강의안을 마
련하여 교육시 활용하고 있으며,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직원 및 외부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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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강사 Pool(87명)을 구성하고, 강의기법 연수 및 워크숍 실시 등 강사의 강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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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동영상, 용돈기입장, 퀴즈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수강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애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
금융교육 실적

* 근로청소년, 노인, 구직자, 다문화 가정주부,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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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회, 명, %)

금융교육 실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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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사업
가.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추진
영국·미국·호주 등 금융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표준 교
육안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초중고 금융교육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심화학습
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금융환경과 교육과정
에 맞는 학교 금융교육 내용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초중고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
을 개발하였다. 동 표준안은 2010
년 5월 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전문성을 공인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하였으며 금융과 의사결정 등 5개
의 대영역과 13개의 중영역, 그리고 초·중·고 학습단계별 90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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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표준안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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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이해력 측정사업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 등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이해력 측정사업57)을 실시하였다. 2010년(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초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에는 국내최초로 전국 28개 대학교 재학생
2,490명을 대상으로 소득/재무관리/저축과 투자/지출과 신용 등 금융교육의 4개 영역에
관한 이해력을 측정하였다. 2010년 측정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측정 평균
점수는 60.8점으로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경제인으로서 갖춰야 할 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상태로 측정되었다. 특히 졸업후 실제 금융거래시 접하게 될 학자금대출상환, 저축수단,
투자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측정되는 등 금융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57) 2003~2008년까지는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초중고 학생들
을 대상으로 매년 측정하여 왔으나, 2009이후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전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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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금융교육 정책당국이 주관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에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교과서 개정 작업시 금융내용이 충
실히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는데, 특히 2005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중학교
「사회교과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개인금융(신용관리,저축,투자)에 관
한 내용이 신설되도록 노력하였으며, 2006년에도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의견
을 제출하였다, 또한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시 고등학교‘경제’
과목내 금융단원
이 신설(’
12년 도입 예정)될 수 있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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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금융연구원-씨티재단의 대학생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2007년~2010년)하는 등 민간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일경제신문사 및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와 협력하여 대학생 금융교육 특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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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거나 금융소비자교육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2006년~2010년)하
였다.
주요 참여 협의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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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 지원사업
가.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운영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청소년 금융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중 17
개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를 구성하였다. 참여
기관들은 동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으로 교육수요를 발굴한 후 교육내용에 따라 기관
별로 보유중인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9개의 금융회사가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2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행정전
산망을 활용하여 전국 초중고 11,000여개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한 후 교육신청
접수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국 초중고 학생 9만여명58)에 대하여
957회에 걸쳐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교육을 분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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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동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우수 강사 Pool 구성, 우수 교육자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료의 공유 및 활용, 강의주제별 표준 교육안 정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참여기관 현황

주58) 초등학생 419회(3만4천명), 중학생 193회(2만3천명), 고등학생 328회(3만2천명),기타 17회(5백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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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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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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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금융교육 시범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경기 철산중학교를 비롯
하여 전국 222개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선정·운영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60개교,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참여 기관이 162개교를 담당하여 학교 방문교육과 더불어 학
생들을 초청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현장 체험교육 등 각 학
교별로 연 4회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단위 : 개)

* 실제 교육실시 시범학교는 213개교 (9개교는 학교사정 등에 의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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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금융연수과정 운영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전국
중·고교의 사회(경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금융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
다. 동 연수는 교사들의 금융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교수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금
융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금융기초지식, 교수방법, 금융관련 법률 등 13개
과목(30시간)의 강의가 진행되며, 동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시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학점(2학점)이 부여된다. 한편 동 연수과정은 개설이후 지금까지 총 7회 실시되어
763명의 교사가 이수하였으며, 참가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 금융연수 실시(이수)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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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금융연수 모습

라. 초중고 교과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금융감독원은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교육부 및 경
제교육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사용 지도자료“경제교육의 이해”
를 발간·제공한 바 있
고, 2004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금융·신용의 이해”
를 발간하여 일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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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직원들이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로 활용토록 보급한 바 있다. 또한 2009년도에도 교
육과학기술부의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인“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
기”발간사업에 참여하여 저축과 투자 등 금융부문을 집필하였고, 또한 중학교 자율재
량학습 교재인“경제야 놀자”
의 발간사업에도 참여하여 일선 학교에서 금융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맞춤형·참여형 금융교육 강화
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실업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이 금융에 대한 이
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스스로 금융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교육이 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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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례적인 금융특강을 개설하는 등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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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

나. 다양한 맞춤형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의 금융활동(은행·카드거래, 사금융이용, 다단계 참여 등)은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입시위주교육에 따른 금융교육 부족으로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인식하에 대학생 대상 금융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 경험이 부
족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2010년 6월부터 경영·경제학을 전공한 대학생
강사를 선발하여 초등학생 교육에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
의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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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형 교육행사 개최
어린이·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일반 국민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금융
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먼저 어린이·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에서 금
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청소년 금융백일장과 교사·학부모 대상의 금융교
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2006년부터 매년 동시 개최하고 있다. 동 행사는 교육과학기술
부, 전국 시·도교육청(16개) 및 5개 금융협회 등 교육계와 금융계가 공동 후원하는 전
국 규모의 금융교육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5~6월 중 인터넷과 우편으로
공모한 결과 전국 266개 학교, 32,343명의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가 참가했으
며, 심사결과 학생 139명, 교사·학부모 7명과 3개 학교에 금융감독원장상,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금융협회장상과 부상을 각각 시상하였다.
연도별‘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참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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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청소년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이밖에도 금융거래에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
린이·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자신의 금융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퀴즈 행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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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u.fss.or.kr)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퀴즈행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등 총 2,290명이 응모하였으며, 이중 정답자 총 100명을 추첨하여 문화
상품권을 우송하였다. 또한 2008년에도 금융교육 홈페이지 및‘어린이동아’신문 지면
을 이용하여 총 25회에 걸쳐 퀴즈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총
3,629명이 퀴즈에 참여하였고, 정답자 중 총 135명을 추첨하여 부상을 수여하였다.

라. 금융교육 교재 및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 보급
금융감독원은 어린이·청소년, 성인 등 교육대상자의 수준 및 요구에 맞는 다양한 금
융교재를 개발하여 교육기관 및 일반에 보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금
융교육 학습서인“금융이야기 시리즈”
를 포함하여 총 7종의 금융교재와 5종의 CD를 발
간하여 홈페이지 신청자 및 교육생 등에게 무상으로 배포(’
10년 20,790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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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하
금융교육 교재 및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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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2008년~2010년 사이에 초중
고 학생용 애니메이션 교육자료 9편과 성인을 위한 동영상 금융교육 자료 3편을 제작한
후 금융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금융교육 홈페이지 운영
금융감독원은 2003년부터 금융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이 금융생
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학생·교사·일반인 등에게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와 정보를 On-line으로 제
공하는 인터넷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를 구축하여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를 애니메이션, E-book, 동영상, 문서파일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 금융
교육 접속횟수는 약 50만회(등록회원 2만3천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교육 유관기관의 교육자료와 정보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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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분류하여 검색을 쉽게 하고 검색된 사이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금융교육 종합
정보센터」
(Clearing-House)를‘금융교실’내에 구축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금융정보를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업
무
현
황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교육 전용 홈페이지(http://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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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분쟁 조정 및 민원처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금융분쟁조정제도
가. 금융분쟁조정의 의의
금융분쟁이란 금융회사,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의 금
융거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를 상
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융감
독원은 금융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분쟁해결방안이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
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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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한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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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쉽게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금
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또는 조정결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미약함에도 2010년 12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26,108건의 분쟁조정신청건 중 11,655건에 대해 피해
를 구제하였으며, 2010년 기준 피해구제율도 45.4%59)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
원의 금융·보험상담 관련 피해구제율(7.0%), 법원의 소제기를 통한 피해구제율(10%
이내)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그 신청방법도 인터넷, 서면, 내방 등 접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능
력과 감독경험을 가진 금융감독원 직원이 분쟁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잘 알지
못하는 증거나 불공정한 거래내용, 잘못된 관행까지도 적극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금융회
사의 위법·부당한 처리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59) 피해구제율(%) = 신청인의 주장이 수용된 건수 / 실 처리건수(신청인 임의철회 관련분쟁 제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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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분쟁) 처리 실적
(단위: 건, %, %p)

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980년대 들어 상대적 우월지위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주요과제로 대두되면서 헌법에 소비자보호 규정이 명문화 되
고, 소비자보호법도 제정되었다.60)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도 각 금융권역별
감독기구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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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
회 및 분쟁업무 담당조직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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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으며, 조정제도를 통한 피해구제 건수도 지속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4개 감
독기구 통합 이후 처음으로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3만 건을 초과하였다. 최근 3년간 평균
피해구제율은 49.4%, 처리기간도 27.0일로 법상 처리기한(조정위원회 회부 전 30일,
조정위원회 회부 후 60일)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의 관계도 법으로 명확
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2003년 7월 29일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금융감독
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또는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
원의 피해구제처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의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60)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1980년 10월 27일 신설되었으며,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1월4일 제정
되었다.
주61) 은행의 경우 1987.9월 재무부고시에 의거 은행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1.12월 은행법 개
정시 법상 기구화되었다. 보험의 경우 1979.3월 보험업법시행령에 의거 한국보험공사에 인보험·손해보험분쟁심의위
원회를 설치하였고, 1989.12.보험업법 개정시 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증권의 경우 1977.4월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관리위원회 내에 쟁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4.1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증권분쟁조정
위원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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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사이에 발
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법상 기구이다.
그동안 파워인컴펀드, 화염상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 F-5전투기의 교통기관 인
정여부 등 주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
적 관심과 함께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신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
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3)금융회사 및 유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6)기타 분
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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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2010년 12월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위원(2인), 법조계(9인), 학계(4인), 의
료계(3인), 손해사정(1인), IT(1인), 소비자보호단체(6인), 금융계(4인)이며,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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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
정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조정결정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가진다. 또한,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이 분쟁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의결에
서 배제(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6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
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하고 있다. 조정례 및 판례와 같은 객관적

주6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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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있는 경우에까지 안건을 회부할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음은 물론 행정
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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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분쟁조정 처리절차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원
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정해진 서식 없음)를 금융감독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변호사, 기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
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그 서류를 검토 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
회 또는 관련자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
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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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권고가 이루어지 아니할 때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의사·법조인·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60인)으로부터 법률 또는
의료자문 등을 받는 전문위원 자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성·공정
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사건은 회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정결정의 수락은 분쟁의 양당사
자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하여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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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자유의사에 있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례를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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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이거나 조
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에 대하여 금
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신청인을 위한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송지원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
해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소송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이 소송지원 변호인 선임, 소
송비용 등을 판결확정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그간 소송지원제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
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소송지원을 우려하여 소송지원 결정 후에 관련 금액을 지
급하는 등 실질적 소송지원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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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분쟁접수
사실조사 및 검토
위원회 회부전 처리
(직접처리, 이첩)
합의권고 활용

위원회 회부

분쟁조정
전문위원 자문

심의·의결
인용

조정결정 통보
수락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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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양 당사자 앞 통보
불수락

피신청인 불수락시
소송지원

조정 불성립
사법적 판단

마. 금융분쟁조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
그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법적구속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분쟁조정기구 중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비율이 50% 수준
에 이르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유일하다. 특히,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체제상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직접 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 제기 현
황을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 기준에 소제기 관련 항목을 반영

330

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금융회
사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후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도 대폭 확대하
여 변호인단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소송비용을 위한 편성예산도 5천만원에서 9천
5백만원으로 확충하였다. 이외에도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와 금융업
계 관련 조정위원을 동수로 하여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하였던 조정위원회 참여인원의 불
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 중에
발견된 금융회사의 위법·위규 소지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이를 감독·검사부서에 통보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과 감독·검사업무의 환류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은행대출시 관련 계약서류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지도하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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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장해 확정시기를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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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공정한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콜센터(☎1332) 운영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뜻을 신속히 파악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관련 감독제도 및 절차, 법률 등의 상담, 건의 및 불만사항 청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안내 등을 위해 금융상담서비스(전화·대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 6월부터 금융상담 통화적체를 해소하고 전화상담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1332’
를 누르면 지역별로 본원 및 4개 지원의
상담원과 연결되는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콜센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상담
뿐만 아니라 기업공시안내, 사금융 관련 상담, 각종 신고사항 등도 연계하여 민원전화
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One-Call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원이 통화 중인 경우 연락처를 남겨
두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Call Back 서비스⌟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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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상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파견상담인력 감축계획63)에 따른
지원의 파견인력 복귀에 대응하고 본·지원간 동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2010년 11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휴대폰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32’
를 누르면 본원(서울)의 상담원과 직
접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은 전과 동일하게 시내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금번 통합 콜센터는 인터넷기반의 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담라인 증설 등 수용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상담사례DB 및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담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 상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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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담내용 중 법규위반, 비위사실 고발,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는 별도로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금융민원 상담과 함께 민원서류 작성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주63)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상담직원을 단계적 감축하여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전원 교체(총 40명의 파견상담인
력 중 지원의 인력 16명은 2010년 7월1일 복귀하였고, 나머지 본원의 24명에 대하여는 2011년 2월 전원 복귀 시켰음.
’
11년 3월 현재 30명의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이 상담업무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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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실적
(단위: 건, %)

* 기타 : 타기관 관할 상담, 상속인 조회제도 문의, 전화금융사기 또는 사금융 관련 상담 등

나. 토요·야간 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 운영
금융감독원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상담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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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요 금융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토요일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토요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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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말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처리와 관련한 상담이나 평일에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내방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없는 민원인들에게 상담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2월 1일부터는 주간 업무시간중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서민생활자의 금융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야간상담
제는 상담수요가 많은 은행·카드·생보·손보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주 3회(월, 수,
금)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업무 시간 외
에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거는 경우 상담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기면 가능한 신속하게
상담원이 예약된 전화번호로 업무시간에 직접 전화하는 서비스이다.

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출범 전 1998년 8월부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 조회에
따른 상속인(후견인)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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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및 콜센터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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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상
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였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
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
융), 농·수협, 외국은행 국내지점,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
결제원 등이며 조회범위는 예금, 대출, 보증,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보험가입
여부, 증권위탁계좌 내역 등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
속인(금치산자는 후견인)중 1명이 구비64)서류를 갖추어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에 직
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으나 2005년 12월부터는 국민은행과 삼성생명보험 등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금융기관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창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12월 현재에는 금융감독
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이외에도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금증권
에서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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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조회신청 내역은 각 금융업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전달되며 각 금
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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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각 금융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하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절차도
신청인(상속인)
직접방문

⑦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조회(신규)
(7일 이후)

⑥ 회신(6~15일)
(접수번호확인)
① 조회
신청

② 접수증교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⑥ 회신(3~15일)
(접수번호확인)

금융협회 등
③ 이첩
(1~2일)

④ 조회요청
(3~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종금협회,
⑤ 회신
우정사업부, 신협중앙회, 새마을
(6~15일)
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각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여신전문사, 산림조합,
저축은행,증권예탁결제원

주64) 사실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법원판결문 중 1부), 상속인등 자격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임시(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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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금
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전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1회 접수로 가능한 반면, 조회결과는 신청인이 금융협회별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증
권·생보·손보의 조회결과는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6월에는 통합조회
대상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립조합 등 6개 권역이
추가되었다. 2010년 1월에는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포함됨으로
써 총 12개 권역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신청접수기관 확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 조회결
과의 일괄조회서비스 제공 등 이용편의성을 꾸준히 개선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
스의 이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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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가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출, 외환 등 금융거래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중소기업 금융애
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2008년 9월 11일부터 가동하였다. 이와 함께 17개 금융회사 및
신보·기보에도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반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각 금융회사 금융애로상담반은 상호 협력하여 연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및 거래 은행 등의
금융애로상담반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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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2010년 1월부터는 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합하여 무역금융 상담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2010년 12월까지 총 4,2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5
월 최고치(월평균 502건)를 기록한 이후 경기회복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월평균 35건의 상담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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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상담실적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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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상담센터 설치 이후 2010년 12월까지 접수된 총 4,244건의 상담 중 총
1,959건(46.2%)이 수용되어 1조6,799억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수용이 곤란한 사항
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해당기관으로 안내하는 등 상담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
록 노력하였다. 수용·지원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는‘신규대출’
이
877건(44.8%), 금액 기준으로는‘만기연장’
이 6,848억원(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애로 상담 지원내역
(단위: 건,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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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통합된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의 지원금액(648백만달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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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민원센터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2008년 7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금융감독원 1층에 개소하였다. 금융민원센터는 새로운 금융민원서비스
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민원인 편익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온라
인 신청,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온라인 상담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간 쌍방향·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 및 탐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인터넷 민원시스템[금융민원센터(financial consumer service center)]도 운영하고 있
다. 민원인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직접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금융민원 메뉴(또는 배너)를 선택하거
나 포탈 사이트 검색창에서 금융민원을 입력·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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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센터 모습(금융감독원 1층)

e-금융민원센터를 통한 민원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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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센터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
로부터 인터넷, 우편, 내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 등 금융민원을 접수받아 각 사안별로 금융감독원 내 소관부서에 배정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2006~2008년에는 연간 약 6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로 전년 보다 15,476건(24.7%) 증가하
였다. 2010년에는 총 72,637건을 처리하여 전년 보다 5,407건(6.9%)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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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분쟁) 처리 실적

(단위: 건, %)

바. 민원 현장조사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금융감독원은 2009년 11월 소비자서비스본부 내에 민원조사팀을 신설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계형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65)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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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신설 이후 2010년 12월까지 총 639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민원인 및
금융회사 등 당사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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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등을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재발
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회사별로 일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병행하여 민원처리의 효율
성도 향상시키고 있다.

민원조사팀 민원처리 실적
(단위: 건, %)

* 서면(민원인 및 금융회사 제출자료) 검토를 통한 민원조사 및 처리

주65) 기납입보험료 환급, 카드이용대금 납입유예, 대출상환 연장요청 등 생계형·선처성 민원, 아파트 대출금 관련 집단
민원,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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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자연재해 또는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피해주민이나 유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피해보상 등 금융애로를 해결하
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실시하였다.

현장상담 실시 주요 내역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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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금융감독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금융감독원은 2003년부터 민원서비스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민
원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해당 기간중 금융감독원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을 대
상으로 하며 4개 부문(접근·편의성, 신속·정확성, 대응·환류성, 신뢰·공정성)과 체
감만족도(전반적인 민원만족도 등)를 전화조사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공정성·객관성 확
보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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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

민원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초
2003년 52.9점, 2004년 상반기 49.1점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상반기 61.0점
및 하반기 64.9점, 2009년 상반기 64.9점 및 하반기 68.1점, 2010년 상반기 69.1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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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69.3점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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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추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처리 과정의 미흡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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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예방 및 감축 유도
가. 금융회사 선택정보 제공을 위한 민원발생평가제도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회사의 상품수익률, 시장점유율, 안정
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때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발생 현황이나
이에 대한 처리 노력 등 사후적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 소비자가 특정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영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민원발생 건만을 비교할 경우 오판할 가능
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
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접수·처리된 금융회사 민원발생 현황 등을 등급으로 평가하여 대외에 공표하는 민원발
생평가제도를 2002년 4월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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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원발생평가 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
규모, 민원에 대한 회사의 해결 노력, 총자산·고객수 등의 영업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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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민원발생 금융회사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는 자율적인
민원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사이다.
평가주기는 당초 연 2회(반기별) 실시하였으나 2007년부터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
하여 연간 1회 평가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2006년 상반기까지 실시되었던 금융회사별
순위평가방식을 2007년부터 등급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순위평가 결과가 금
융회사 사이의 상대적 우열만을 나타낼 뿐 민원발생 실태를 절대적 수준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금융회사 민원발생 건수 등에 따른 단순 상대순위가 아닌 자
체 민원예방 노력 및 처리 시스템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민원발생평가의 순기능을 제고
하기 위함이었다. 평가대상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으로 하되 개별 금융회사
와 관련이 없는 민원과 중복·반복 민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있으며 평가등급 하위사(4~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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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평가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 행위와 소비
자보호 소홀 금융회사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한층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발생평가 결과 현황(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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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선정·발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은 2007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금융
회사를 선정·발표하는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금융소
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
과 동일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민원의 사전
예방 및 민원발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스템화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우수회사의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상위등급(1~2등급)인 금융회사 등
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금융회사가 우수회사 평가를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평
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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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의 구성은 민원발생평가 400점(40%) 및
「소비자보호모범규
준」
이행수준 600점(60%)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심사 항목은 경영진의 철학 및 리더
쉽,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민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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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종합점수가 900점 이상 또는 위원회가 인
정하는 경우 우수회사로 선정될 수 있다.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는 우수마크를
신문, 방송 등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마크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2007년도에는 현장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한은
행을, 2008년도에는 동부화재와 삼성카드를, 2009년도에는 삼성화재, 2010년도에는
기업은행과 삼성카드를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로 선정하고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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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
가.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불합리
한 금융관행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부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자문위
원회는 총 16명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 14명의 외부위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소비자서비스본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
호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및 금융소비자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과 정책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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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금융감독원은 2003년 8월부터 발생민원이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민
원·제도개선협의회』
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
하고 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발생민원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민원발생 원인에 따
른 금융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민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부위원 9인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굴·심사·선정하고 선정된
제도개선 추진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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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현황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상정된 안건
은 총 101건으로 이중 추진 완료된 과제는 89건이며 저신용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제
한관행 개선 등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추진실적(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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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이용자모니터제도 운영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직업·지역 등의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발된 모니터로부터
금융거래상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7월부터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를 도입·운
영하고 있다.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는 금융관련 제도 및 법규, 감독·검사업무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이해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니터요원이 은
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만사항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 주변 일반국민의 인식 수준 등 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는 도입 첫해 1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듬해인 2000년
부터 25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제보 실적이 우수한 기존 모니터 및 신규 지원자를 대상
으로 매년 11~12월에 모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거주지별, 직업
별, 연령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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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모니터 발대식(2011년 1월)

선발된 모니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전용 코너(참여마당 내 금융이용자모니터)
를 통해 제보하게 되고,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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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보내용에 따라 상·중·하등급과 등급외로 평가하여 우수한 제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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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지역별 모니터 요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 120명, 부산·경

는 소정의 수당(3~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수모니터에 대하여는 연말에 포상을 실

남·울산 40명, 대구·경북 30명, 광주·전남북·제주 30명, 대전·충남북·강원 30
명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모니터제도를 통하여 모니터 요원들이 주위의 일반국민에 대해 금융감
독제도에 대한 홍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국민 친화적 홍보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 제반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환류·평가함으로써 현
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보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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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Ⅲ. 맺음말
금융감독원은 2010년을‘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
으로 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을 소비자서비스 본부로 하는 독립 본부
로 격상하였으며 외부 소비자보호 최고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였다. 소비자서비스
본부는 2009. 11월 현장검사 기능을 강화한 민원조사팀을 신설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2010.3월에는 소비자서비스국 업권별 민원팀에 민원과
관련한 조사 및 검사기능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
였다. 아울러 소비자서비스국 소속의 금융서비스개선팀을 신설하여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는 영업행위감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은행부문의 영업행위 감독을 확충하기
위하여 은행영업감독팀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부문의 감독역량을 업그레이드를 위
한 조직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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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감독업무 수행시 태
도와 마음가짐을 금융소비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고객중심
의 사고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독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
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복합금융상품 등 최근의
복잡다기화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 상품약관심사, 검사업무 등을 통해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
보하고 공정한 금융관행의 확립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 직접적인 소비자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
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선제적으로 대
응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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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업무 추진경과
2.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1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업무 추진경과
소비자보호 업무 주요 추진경과

•’
98.8. (금감원 출범 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제도 운영

99.1. 소비자보호실, 분쟁조정국 및 분쟁조정지원국 체제로 출범
•’
99.8.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제정
•’
00.9. 소비자보호실을 소비자보호국으로 승격
•’
01.4.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
01.5. 소비자보호국을 소비자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증권분쟁조정팀을 2개 팀으로 확대
•’
02.4. 민원발생평가제도 운영
•’
02.6. 금융상담 콜센터 운영
•’
02.8. 법률구조(소송지원)제도 실시
•’
04.3. 불법·부당 채권추심 신고센터 설치·운영
•’

Ⅳ

04.6.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05.6.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
•’

부
록

05.7. 민원사무처리 모범규준 도입 및 적용 권고
•’
06.9.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정
•’
07.3.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인증제도 도입
•’
08.6.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 출범, 분쟁조정실을 분쟁조정국으로 승격, 등록신고서비스팀·소비자교육
•’
운영팀 신설, 민원처리파트를 3개 팀으로 개편

08.7. 금융민원센터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운영
•’
09.9. 생계형 민원처리반 구성·운영
•’
09.11. 소비자서비스본부 별도 분리 및 민원조사팀 신설
•’
•’
09.12. 야간상담제 실시 및 24시간 상담예약제 실시

09.1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접수기관 확대(우리은행) 및 일괄조회대상 금융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
10.3. 영업행위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서비스개선팀 신설
•’
10.4. 금융소비자자문위원회 구성
•’
•’
10.6. 본·지원간 콜센터 통합

10.10. 금감원 임원의『일일 금융민원 상담서비스』실시
•’
10.11. 재민원 기피제도 도입
•’
11.1. 금융소비자포털 오픈
•’
11.3.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 상담체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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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시 유의사항1)
1. 은행업무 거래시 유의사항
가. 예금거래시 유의사항
통장을 개설할 경우

①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상품가입시 창구 등에 비치된 거래약관을 읽어보고 가입해야 하며, 가입후 통장에
기입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
록

④ 통장과 거래인감은 본인이 보관하며,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해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① 예금을 하거나 찾는 경우 은행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지 말고 처리된 통장이나 입·출금증, 예금주 등을 확
인하여야 한다.
②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시 남
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여야 한다.
③ 현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금통장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① 예금통장이나 인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
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주1)『금융생활안내서』(2008.12, 금융감독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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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시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현금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와 함께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하여
야 안전하다.

나. 대출을 받을때 유의사항
대출받기 전 유의사항

대출은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출목적, 상환능력, 상환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연체는 본인의 신용등급 악화를 가져오고, 담보로 제공
된 부동산의 경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출받기전 다음의 내용을 꼭 생
각해 보아야 한다.
①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특히 소비를 위
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또는 다른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만기시 상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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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체할 수도 있다.
②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평소 생활수준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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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자율, 상환조건, 대출비용 등
을 충분히 파악한 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선
택해야 한다.
④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필요한다. 대출형태에 알맞은 자금
마련계획을 세운 후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저축하여 대출금 상환에 대비해야 한다.

대출시 대출조건 살펴 보기

대출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대출이용자인 수요자에게 다양한
조건과 대출상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에게 알맞은 대출상품 중에
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선택해야 한다.
① 이자율
이자율은 대출조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자율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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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이자율이 고정금리인가 아니면 변동금
리인가 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② 대출한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필요한 금
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
로 소요될 수 있다.
③ 상환방법
대출금의 상환은 대출목적이나 대출금의 상환기간,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
할상환, 그리고 거치상환방식 등이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적지만 일시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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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담과 함께 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이자비용이 비쌉니다. 따라서 한번에 상환할 충분
한 자금마련 계획이 없으면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될 수 있다. 반면, 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부담은 있지만, 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이자율 비용부담이 적다
는 장점이 있다.
④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1~3년이다. 대출기간이 길수록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따라
서 대출기간을 무조건 길게 하기 보다는 사용목적, 상환여력 및 자금수급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정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이 필요 없어 당초 계약된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
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용도 및 기간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 채무자가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여 은행이 상환된 자금을 당초 조달시점에서의 금리로 재
운용을 하지 못함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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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펀드가입시 유의사항2)
펀드 가입전 유의사항

펀드의 선택은 투자성과 및 투자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다
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
되지 않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펀드가 해외자산에 투
자하는 경우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율변동의 위험 여부를 확인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방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기간, 투자목적,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펀드
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과거의 운용성과 및 평판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회사를 선택하고, 판매회사의 평
판, 직원의 전문성 및 영업점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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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대상, 운용보수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며, 투자설명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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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여 펀드의 운용방법, 투자위험, 펀드투자비용, 판매 및 환매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⑤ 펀드에 가입한 이후 수시로 펀드의 기준가격과 운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펀드환매 신청전 유의사항

①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② 환매 소요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펀드유형 및 신청시간에 따라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T일) 다음날(T+1일, 2영업일)의 기준가격
으로 3일후(T+3일, 4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으며, 채권형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T일)
2일후(T+2일, 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2일후(T+2일, 3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다.

주2) 보다 자세한 내용은『자본시장법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2009.3, 금융감독원)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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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펀드가입액중 환매할 금액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④ 환매청구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환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⑤ 폐쇄형 펀드 등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된 펀드는 그 만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보험가입시 유의사항3)
보험 가입전 유의사항

①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지 나에게 필
요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험이 여러 가
지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해야 한다.
② 자신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좋은 보험상품이
라도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될 경우 효용가치는 떨어집
부
록

니다.
③ 각 보험사의 상품 특성 및 보장내용, 가입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한 후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손해보험협
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등의 보험상품 비교 사이
트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
료는 보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금이 많다면 보험료도 많아지게 된다.
⑤ 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을 들 경우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손실이 가장 크고 유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클 것이다. 보통 가
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⑥ 보험가입은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설계사, 대리점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를 통한 방
카슈랑스,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3) 보다 자세한 사항은『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금융감독원, 200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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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① 보험에 관한 설명 적극적으로 듣기
가입자로서 설계사 등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의 가입권유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
험과 같은 금융상품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관 등을 통해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하기
설계사가 설명하는 내용도 약관에서 찾아보고 약관상의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입 후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서류화된 자료, 즉, 약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구두 설명은 시간이 경과하면 그 진위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자신의 계약의사를 서명으로 확인하기 전에

Ⅳ

반드시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 주는 상품설명서와 보험보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품설명서와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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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다.
특히 보험이 장기계약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 상품설명서상의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납입기간 등 정확한 보장내용을 이해한
후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③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알리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
시 청약서상에 해당 질문표를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질문표에 표시하지 아
니하고 설계사에게만 과거병력 등을 알려주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
으로 보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거나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④ 자필로 서명하기
보험계약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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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는 보험계약자가 설명 받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서술 및 서명을 기입하기 전에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 받고 확
인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후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모두 인정한 내용임을 의미하므로, 후에 청약이나 계약내용 관련하여 분
쟁이 생길 경우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계약자의 책임으로 남기 때문이다.
⑤ 보험증권 확인하기
보험증권은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자는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및 증권을 반드시 챙겨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을 받으면 최
종적으로 본인이 가입하고자 했던 상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그리고 상품이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자의 권
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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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계약 가입 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것은 1회 보험
료가 납입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보험가입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1회 보험료
영수증도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보험계약 철회하기
청약서에 보험상품 가입의사 표시로서 자필서명을 한 이후라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
거나 보장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거나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당해 금융회사의 고객만족센터(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철회방법을 문의하고 안내받
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또는 청약서부본 뒷면에 철회신청서 양식과 함께 철회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철회하면 된다. 단, 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이다. 그러나 계약관
련 서류(예를 들어 약관, 보험증권 등)를 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누락 등 형
식요건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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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최근의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의 창구 이외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인
터넷, 전화, 핸드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해킹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 거래시에
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①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비밀번호는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
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② 피싱사이트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쇼핑몰, 온라인 게임몰 등 유면한 기관을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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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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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하여 최근의 잔액을
확인하여 피싱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조회가 되지 않
는다.
* 피싱 이외에 파밍(pharming)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도 있다. 파밍은 해커가 PC의 호스트파일(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파일)을 조작해 고객은 진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
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기 수법이다.

③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이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한다.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탈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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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해야 한다.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 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
트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한번만 설정하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⑤ SMS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휴대폰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
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⑥ 전화,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 하세요.
최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
화로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결제금액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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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계좌번호 또는 현금인출기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2.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 판매신용, 할부신용, 현금대출, 카드
론 등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다. 이자나 수수료의 지급 없이 최장 50여일 정도의
신용을 제공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편리함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따
라서 신용카드는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는 구매력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 시켜 사용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미래의 부채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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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 가입시 유의사항

①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회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
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③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된다. 사
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
④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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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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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
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카드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
비를 절약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
해야 한다.

나. 신용카드 수령 후 유의사항
①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은 신용카드 이용시 본인확인에 사용되며 미서명시 도난분실 등에 의한 부정사용시

364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사용등록을 마쳐야
신용카드 배송시 카드는 사용정지 상태로 배송된다. 따라서 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ARS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
하여 사용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2∼3일이 경과한 후 자동사용등록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관 및 이용시 선량한 관리의무 준수
신용카드는 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다. 또한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
는 안되며,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이용금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하여 이용 관리하도록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에 명시하고 있다.
부
록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르면‘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
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85다카2273)

다. 신용판매 이용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유의사항

① 도난·분실신고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이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
사용의 피해가 확대된다면 이는 회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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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난·분실신고시 카드회원이 손실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하지 않은 회원이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사실상으로
는 본인 또는 제 3자가 그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카드의 미서명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분실당한 경우 부정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그의 서명을 무단 기재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회원의 카드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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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카드회원은 카드의 소지인으로서 그 카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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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책임에 반할 관리소홀로 분실도난을 당한 경우 부정사용에 회
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현금에 준하는 수준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여·양도·보관·이용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신용카드는 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
공을 할 수 없음을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의 신용에 근거하
여 보증인 없이 회원에게 교부되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게 하던 중 분실 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피
해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다.
회원의 가족ㆍ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발생 경우
일부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기도 하는
데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사용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족일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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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대여ㆍ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
용하여야 한다.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 경우
신용카드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이용 후 현금처럼 지불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융통의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구매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관련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허위로 매출을 일으키고 물품의
양도 없이 이를 현금화시킨 후, 이자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떼고 회원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 회원이 구맹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 금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부
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70조 벌칙)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는 부
정사용에 있어 보상에서 제외된다.
비밀번호 관련
신용카드 약관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에
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 알기 쉬운 번호로 지정하
면 안되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어서도 안된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은 보호
받을 수 있다.
명의도용 부정발급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
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발생한 카드대
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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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항변권

①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물품 및 용역의 구매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할부매출에 대하여
일정기간이내에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
부거래의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
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프트웨어,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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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등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 철회

부
록

권 행사가 제한된다.
②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
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영어잡지 1년
구독비용이 30만원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이 비용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5개
월째부터 잡지가 배달되지 않는다면, 이 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상의 항변요청서를 작성
하여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낼(항변권 행사) 경우 나머지 할부대금 18만원을 내지 않
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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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구매 물품의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할부매출 중 할부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구매물품이 할부 계약시 약정한 시기까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행사의 제한
•할부 선결제 등으로 인하여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상거래 목적의 할부거래의 경우
철회권과 항변권의 비교
구분
공통요건
적용대상

철회권

항변권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졌더라도

결제한 물건 서비스가 당초 설명과 상이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청기간

통상 거래일 또는 물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할부기간중 언제든지 행사 가능

행사방법

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면 발송

예외

부
록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법상의 취지상 영리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할부 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을 나누
어서 내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5만원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였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해자로 등재된 경우
•할부금을 다음 기일까지 계속해서 2회 이상 내지 않고 내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
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금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이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할부금
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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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결제 이용시 주의사항

리볼빙결제는 신용카드대금중 일정 부분 이상의 대금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
환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
제방식이다.
리볼빙결제시 결제대금의 상환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다. 정률법은 리볼빙 이
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결제요청
비율을 5~100% 사이에서 1% 단위로 지정 할 수 있다. 반면 정액법은 리볼빙 이용금액
에 대하여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다.
리볼빙결제는 결제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이용자의 단
기 유동성을 개선하여 소비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금결제가 장기화되고 결
제대금이 누적되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당장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결
제대금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의 소비를 과소 인식하여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미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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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증가시키게 된다.
부
록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고 가용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즉시
남은 결제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리볼빙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사에 알려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시 유의사항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제고를 위해 다양한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
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
는 소멸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소멸예정 포인트에 대하여 카드사 홈페이지, 청구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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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회원 본인에게 안내하여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립
된 포인트는 회원 본인이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 정지?해지된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후 소멸되
므로 신용카드의 정지?해지시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 내역을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
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소멸된 포인트 및 향후
소멸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방법이나 적립비율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다. 카드사들은
이용금액이나 카드 종류별 적립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므로 약관과 포인트 관련 부속명
부
록

세서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적립은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 전액
적립되며,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가 연체되었더라도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카드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 카
드론, 연회비, 이자, 기타 제수수료, 포인트 사용금액 등은 카드사가 별도 정하지 않는
한 적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포인트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 결제대금 차감, 캐쉬백, 인터넷 쇼핑몰, 제휴가맹점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포인트 결제 이용시 유의사항

선포인트 결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물품구입시 카드사가 물품금액의 일부를 대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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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가 대납하여 준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3년) 동안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선포인트 결제는 카드사 마다 세이브 포인트, 포인트 세이브, 하
이 포인트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초기의 선포인트 결제는 주로 자동차 구입시에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가전
제품, 네비게이션, 노트북, 카메라, 여행상품, 대출이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선
포인 결제를 위한 전용 신용카드가 출시되거나 기존의 포인트제도를 변경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선포인트 결제는 회원이 제품구입시 할인받은 금액 만큼을 카드사 비용으로
먼저 회계처리하고 회원은 이를 포인트 상환하는 포인트선지급 방식과 제품 구매시 할
인받은 금액을 회원이 할부거래 방식으로 갚아 나가는 포인트 연계 할부 방식이 있다.
그러나 선포인트 결제를 이용한 물품구입은 할인이나 무상구매가 아니라 회원이 물
품을 구입한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을 갚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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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종의 채무이다. 특히 포인트 연계 할부 방식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 부
담과 함께 연체시에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
록

따라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할부거래 약정서를 마련하여
거래조건, 상환의무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약정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약정서에는 포인트 적립 및 적립제한 조건, 포인트로 할부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필요사
용액, 필요사용액 미달시 현금상환의무, 미상환시 불이익 및 상환 후 잔여 포인트의 활
용 방법, 포인트 거래조건 변경시 카드사의 사전고지, 기타 회원의 권리제한·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과 약정서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3.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카
드 이용실적과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출
관련 서류 없이 키드사가 부여한 한도내에서 ATM, 전화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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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최장 50여일 정도의 단기로 일반대출 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높
고, 다음달 결제일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취급수수료를 갚아야 한다. 따라서 높은 이자
율을 부담하면서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
우에만 이용하고 가용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선결제 등을 이용하여 바로 갚아야 이자부
담과 돌려막기나 연체 등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에 비해 대출기간이 3~24개월로 비교적 길지만 이자율은 현금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오래 사용하기에는 이자부담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회비
부
록

부담과 함께 도난·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해지는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
다. 또한 회원이 최종 사용일(신용카드 발급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일 기
준)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계속 사용 여부를 알려 주어
야 한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
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해지 전후에 잔여 포인트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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