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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승 필

I. 들어가는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에 주안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일깨
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시각에서의 금융규제의 접근은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최근 각국은 금융관련법령에 거시감독정책목
표와 수단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비로소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법리검토를
위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거시금융감독체제에 대한 공
법·규제법적 검토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의 경우 과거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된 대상으로 인식해 왔으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경기와 금융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울러 시장기능이 비정상
적 활동 및 상황에 의해 지장을 받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보
편화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변화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이다. 금융소비자의 보
호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
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 소비자들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정도에서 소비자의 권
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파생금융상품의 등
장으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계약단계에서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노력들이 나타났고 이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
들도 조직법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는 학계
및 감독당국 등에서 공법적 측면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안정과 금융소비
자보호가 공행정조직의 임무이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비공식 규제
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과 여기에 순응해온 지금까지의 시장의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 그러나 최근 행정청의 조치와 판단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의 의문 내지는 국
1) 미국에서도 금융에 대한 공법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조금씩
공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서 Jacob E. Gersen,
Administrative law goes to Wall Street : The New Administrative Process, 65 Admi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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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권리보호요구가 강해지면서 공법적 측면에서 법적쟁점을 조망해볼 필요가 대
두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안정과 금융
소비자보호를 각각 나누어 그 공법적 쟁점과 의미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과 금융소비자보호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II. 금융안정의 개념
1. Crockett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금융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 안정이라는 단어 자
체가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정상
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2)
금융안정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중의 대표적인 것인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과 영국의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이다.
양 법 모두 통상의 입법방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지만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결국에는 크로켓의
정의에서 그 개념적 요소와 범위를 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안정에 대한 초기연구를 시작했던 크로켓은 금융안정을 금융기관의 안정과 시
장의 안정이 결합된 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주요 금융기관(key
institutions)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방해 없이 그리고 외부의 지
원 없이도 그들의 계약상의 의무(obligation)를 모두 다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있다.3) 그렇다면 누가 주요 금융기관인가가 남는다. 당시 주요 금융기관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
다 불안정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염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오
늘날의 상황에서 비추어보면 이러한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s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구체화된 상태이며, 이
를 은행으로 좁힌다면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내지는
D(Domestic)-SIBs가 여기에 해당한다.4) 한편, 시장의 안정성은 시장참가자들이 가
격체계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수시로 변화하지 않으
며 근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5)

2)
3)

4)

5)

Rev. 689(Summer 2013)이 있다. 독일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조치권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지
만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7.6, 서문
Andrew Crockett, Why is financial stability a goal of public policy ?,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s 1997 sympoisum,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in a Global Economy” p. 9
G-SIBs의 선정은 글로벌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금융인프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가장 큰 비중은 규모지표인 총 익스포져로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행,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2015, 95면
Andrew Crockett,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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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영란은행법 Section 1A 역시 영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보호와 안정의 제고가
영란은행의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6) 금
융안정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시도한다면 정책목표와 책무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미시건전성의 측면에서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거시건전성의 측면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제도 간 정합성 및 안정된
인프라를 요소로 하여 이를 구성할 수 있다.7) 결국 금융안정이란 개별금융기관의 건
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원
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금융안정의 요소를 나타내면서 각각의
감독당국의 정책목표 내지는 정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법적개념의 형성은
지금은 부재하지만 향후 금융안정이 점차 금융정책의 핵심가치가 될 경우 그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 시론적 의미가 있다.
2. 금융안정의 개념적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안정의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디까지를 금융안정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가 필요하다. 범위의 획정이 가지는 의미는 금융안정이 임무로 부여된 경우 그 임무
의 범위가 획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을 감독 및 관리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개별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건전성이 그 전제가 된다. 따
라서 미시적 감독수단이 금융안정의 한 요소가 된다.8) 둘째,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확보가 금융안정의 전제가 되는 바, 거시적 감독수단도 금융안정의 한 요소가
된다. 셋째, 금융안정의 일 요소로서 금융인프라는 지급결제기능이 그 핵심을 차지한
다. 금융인프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망,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한
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 CLS 은행이 운영하는 외
환동시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9) 넷째, 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뱅크런을
6) Hilary J. Allen, What is “Financial Stability”? The need for some common languag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4, p. 933
이 논문에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법적인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다.
7) 한국은행,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정책체계 구축현황, 한은금요강좌자료, 2013.3.15. 참조
8) 예를 들어 금융안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복원력(resilience)의 시장의 복원력도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각 금융회사들 - 특히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 관련비율은 각 개별금융기관의 복원력
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금융안정의 요소별 검토는 크로켓의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금융안정논의
의 일반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 강종구,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2006년 한은-KDI 금융학회 춘
계 금융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1-2면에 따르면 크로켓의 분류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틀로서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안정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
성, 내부관리의 안정성 등을 유지, 둘째, 금융시장안정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주식 및 부동산 가격,
환율, 금리)가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변동됨에 따라 단기간에 급변동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 셋째,
금융 인프라의 안정은 시장규율, 공적금융안전망의 원활한 작동과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금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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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고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예
금보험기능이 있다.
이를 다른 방향에서 – 임무주체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
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경로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지급
결제시스템의 안정에 주안을 둔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지급결제영역에서의 시스템리스크에 주안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
독원의 경우 미시건전성 감독의 측면의 합으로서 금융안정에 주안을 두며, 최근 거
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관심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주안으로 함에 따라 예금보
호기금의 집행과 정리업무를 통해 금융안정업무를 달성한다.
이중에서도 금융안정과 가장 밀접한 것은 거시건전성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시장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금
융인프라의 원활한 작동은 모두 금융시장이라는 거시적 단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개념적 범주를 나누면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은 미시, 거시, 예금보
호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거시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에서 다루는 금융안정은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금융안정의 법적근거
금융안정은 종국적으로 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통해 경제시
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금융안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체적인 견해는 우리의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고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2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외에 금융안정의 근거로 기본권 조항에서 재산권 보장을 든다. 금융안정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투기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정당한 재산권
의 가치만큼 효용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재산권 보장을 이
유로 구체적인 금융안정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
권 보장이라는 추상적 책무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10)
금융안정에 대한 법률적 수준의 규정은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법 그리고 예금보
제도의 안정성이다.
10)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조치를 발동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감독권 발동을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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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금융안정에 유의”
정도만을 규정한데 그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법은 제1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원의 설치목적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에 있음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정의와 수단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예금보험공사법
역시 제1조 목적조항에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
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정의조항 내지는 금융안정이 언급된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과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구체적 조문이 부재한 이유는 그 법적 쟁점과 정책수단이 매우 모
호하고, 금융안정 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11)에 기인한다.
III.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성
1. 중앙은행법상의 금융안정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금융안정이 규정된 것은 금
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중시되면서 제8차 한은법 개정(2011.9.8.)시 개정된 것이나
그 구체적인 수단을 두지 않고 표현 역시 한국은행의 정책상 고려요소인지 목표인지
가 불분명하다.12)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적인가의 여부는 정책목표의 문제와 함께 세부적으로는
한국은행법상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한 권한의 발동에 있어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공동검사의 요구목적이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정보일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공동검사를 수용할 수 있으나, 금융안정이 정책목표가 아니라
면 금융안정목적의 공동검사 요청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확대할
경우 한국은행 자체적인 정책수행에서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 활동은 가능하나, 타
기관과의 공동행위 내지는 타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 금융안정의 정책목
표성 인정 여부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2.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목표인가 ?
(1)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는 견해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LOR : the Last Lender of Resort)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안정영역에서 마지막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안정
11) 조대형,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1302호, 국회입
법조사처, 2017.5.8, 1면
12) 중앙은행에게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한 입법례는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
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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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래 한국은행의 목표조항으로 들어가야 했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
융안정기능과의 중복으로 현재 규정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 셋째, 한은법 제96조에
금융안정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 넷째, 해석상 금융안정을
고려하도록 했다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수행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의 방향과 한계를 정했다는 견해이다.13) 특히 중앙은
행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인 금융시
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진다는 입장이다.14)
(2)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보지 않는 견해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논거를 들 수 있다.
첫째, 명시적으로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2013년 법제처가 금융안정은 일종의 선언적 조항으로서 제1조
목적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15), 셋째, 최종대부자기능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당연한 기능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논거인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의 입법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금융안정목표설 부인의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그러나 당시 입법의도가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둘
째 논거는 당시 법제처의 의견에 불과하며, 법제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셋째, 최종대부자 기능이 발권
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가진 당연한 권한이라는 점은 반대로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기능이라는 점의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3) 현행법에 대한 시론적 해석
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서 금융안정 인정여부
첫째, 최종대부자 기능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안전판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일정한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나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정할 만큼의 논거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종대부자기능은
금융안정기능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적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야 비로소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자연스러운 역할이다. 그리고
이 기능은 금융시장의 최후안전판으로 금융안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13) 노철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의 목적·기능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연구 제6권 제3호(2016), 160면
14)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19면
15) 노철우, 전게논문,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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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안정을 부수적 정책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안정기능과 중복이 되어 우회
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원래는 금융안정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의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은 크로켓이 제기한 금융안정의 정의
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금융안정은 미시적·거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
이다. 즉 각각의 미시감독수단과 거시감독수단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들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금융안정의 요소별 감독을 하는 것이고 결국 모두가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6) 따라서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과 시스템리
스크를 기반으로 한 거시감독정책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
행 규정의 형태가 이러한 역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유의해야 한다”는 해당 기관에 어
떠한 형태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는지가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도 위반된다.
셋째,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는 점 역시 금
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국은행의 임무 내지는 기능으
로서 금융안정을 인정했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보고
서의 제출이 의무화된 경우는 이를 대체로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
의 측면에서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충족활동으로 본다.
예컨대 독립적 중앙은행제도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국회보고는 전형적인 석명의무
내지는 책임성 충족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에 금융안정에 대한 기능을 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능을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구체적인 금융안정수단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입
법의 오류가 될 수 있다.
나. “유의해야 한다.”의 의미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안정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의’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분명한 만큼 그 의미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감독질서
와의 타협적 측면이 있었음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
문장의 선택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결국 해석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은 상호간에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요소로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순수한 문리적 해석에 더 부합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점은 통화정책 내에서 금융안정을 포섭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은 별개의 개념으로 쓰이고 정
16) 노철우 교수도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13, 728면을 빌어 위의 주장과 동일
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에는 정부,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
보험기구가 모두 포함되며 이 기능들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철우, 전
게논문,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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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목표도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가 중첩되는 면은 있지만 포섭의 관계의 관계로 보기
는 어렵다. 만약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동검사의 요구 등 타 기관간의 행
위에서는 오히려 문리적 해석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되, 금융안정에 상충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도 공동검사의 범위 내에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다. 즉, ‘유의’만을 근거로 직접적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보수집이 필요해서 공동
검사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상대기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행정법상 재량의 개념 내지는 형량명령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금융안정은 통화
정책 중 재량판단의 한 고려요소이며, 그 자체가 달성목표는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고려요소로서 금융안정을 고려했다
면 그리고 금융안정을 정책판단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면 금융안정요소의 영향력
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위법의
문제는 해당 고려요소로서 금융안정을 누락하거나 금융안정을 다른 요소와 적절하게
형량하는

과정을

(Abwägungsausfall),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형량결함(Abwägungsdefizit),

형량누락
형량오판

(Abwägungsfehleinschätzung), 형량의 불비례(Abwägungsdisproportionalität)를 들
수 있다.17) 형량의 누락은 행정청이 이익형량의 과정을 누락한 것을 말하며, 형량의
결함은 형량을 하였으나 “사물의 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nach Lage der Dinge
)”18) 중요한 요소들이 형량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형량의 오판은
개별이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이다. 형량의 불비례는 개별이익과 그 가치는
도출하였으나 관련되는 이익 간 평가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19)
구체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정책금리의 인
상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시장에서의 차입여건을 제약하고 부도위
험을 높이게 되어 시장전체적인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긴축적 정책은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자산가격의 하락이 시장전반에서 나타날 경우 자
산투매로 가격의 폭락이 나타나고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20)
반대로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경우라면 미시건전성의 측면이
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반적 유인이라면 거시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
다. 한편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경우 차입자들은 차입규모를 확대하게 되며 이를 통
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증가되어 시장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시스템리스
크의 원인이 된다. 저금리는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자산수요증가를 견인하
며, 조달된 자금은 다시 실물시장에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순환적 증폭을 일으키
게 됨에 따라 시장 리스크는 상승하게 된다.21) 따라서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금융안정과 연관된 상황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7)
18)
19)
20)
21)

최승필,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1호(2016), 236면
BVerfGE 34, 301; 최승필, 전게논문(각주 18), 236면
BVerfGE 48, 56; 최승필, 전게논문(각주 18), 236면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129-130면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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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금융안정정책의 수단 및 조직에 대한 검토
1.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
광의의 개념 하에서의 금융안정정책수단은 미시건전성감독, 거시건전성감독, 예금
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다. 멀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까지 금융감독은 대부분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을 의미하
였다.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자기자본규제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동되
는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각 업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업에서의
지급여력제도(RBC), 금융투자업에서는 순자본비율(NCR)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뱅크런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
호법에 근거한 조사·검사를 포함한 감독수단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금융
안정이 훼손된 후에는 부실 및 도산 금융회사의 정리(resolution)절차를 진행함으로
써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집행과 정리에 중점
을 둔 보험금지급(pay-box)형이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안을 둔 위험최소화기제(risk-minimizer)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22)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제도는 최후의 금융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 최종대부자기
능의 발현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최종대부자제도의 법적의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긴급유동성을 지
원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개별 금융기관과 중앙은행간 대출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은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통화고권(Währungshoheit)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 비상권한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출계약으로 보더라도 그 계약은 강제적이기 때문이다.
즉, 대출계약이 강제되어 있다면 이는 공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대출계약내용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최종대부자제도의 직접
적 근거는 한국은행법이지만 근본적인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의 경제의 조
정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최종대부자기능을 발동할 것인가의 여부는 중앙은행의
고유재량영역에 속한다.
2.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 - 거시건전성감독정책
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은 거시건전성감독을 의미한다. 기존의 금융규제는
대부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방지
하는 미시건전성규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의 변화에 따
른 금융불안정 요소가 시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복원
22) 최승필, 예금보험기구의 효율적 검사·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그 관련문제에 대한 공법적 검토,
금융안정연구 제16권 제2호(2015.1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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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시스템리스크의 저하 또는 방지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감독은 새로운 금융
규제의 핵심분야로 이슈화되었다.23) 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감독은
금융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
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경기대응적 규제라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감독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을 “금융안정차원에서 시스템리
스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전성 정책수단을 설계·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24)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며 이를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에 지속가
능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25)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
건전성정책은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수습의 과정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었
다는 점에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경험이 많지 않아 시론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며26), 특히 법학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영역이다.
감독정책의 수행 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이 미시건전성감독과 갈리는 가장 큰 특성
은 미래예측적 데이터를 가지고 재량판단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황에서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행위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규제
법리에 따르면 과거 행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이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
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를 제재함으로서 위험을 관리 가능한 범위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미시건전성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속적
요건의 부과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
의 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이 급속도로 강화된다는 것은 위험의 확
대를 야기하고 그 확산방향 역시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미래예측적 내지는 선제적 대
응의 필요성이 크며, 자연스럽게 규제의 방향 역시 거시건전성감독으로 이동하고 있
으며, 행정청의 재량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량의 확대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바, 준칙을 통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도 제안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
책을 준칙적으로 운영할 경우 정책당국의 무대응(non-actions) 감소와 투명성 제고
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그 준칙이 경기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준칙의 형
식 역시 감독당국 내부적인 대응지침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큰 틀에서는 여전히 행
정청의 재량영역이라는 점에 포섭된다.
그러나 재량이 가지는 동태적 비일관성은 금융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서 준칙과 재량의 중간적 대안으로 “제약조건하에서의 재량(constrained discretion
)”27)을 검토해볼만 하다. 즉, 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양적 또는 질적지표를 제시하고
23) Andrew Crockett, Marrying the micro-and macro-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BIS, 2000, p. 2
24)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9면
25)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of
22 Dec. 2011 on the macro-prudential mandate of national authorities (ESRB/2011/3),
Sec. 1, Recommendation A - Objective 1.
26)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9면
27) constrained discretion에 대해서는 Bianchi, Francesco; Melosi, Leonardo, 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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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에서 제약조건하에서에서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행정영역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시 등을 통해 일정한 준칙을 정해두고, 그 준칙
을 통해 재량영역을 줄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표가 제
시하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하거나 지표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은 경우에도 정책수단을 사용한다면 충분한 석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오류를 줄
여나갈 수 있다.28)
3. 거시건전성감독에서의 규제수단
(1) 거시건전성감독의 일반적 규제수단
거시건전성감독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의 현실화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경기순응성과 금융회사 간 연계성에 기인한다. 이에 착안하여 제시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경기순응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단으로 경기
대응적 완충자본의 부과, 부문별 자본규제의 강화, 동태적 대손충당금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 간 연계성에 대한 것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에 대한 추가자본의 부과 및 예금보험료율 부과,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
을 들 수 있다.29)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 자본규제, 유동성규제, 신용규제로 나
눌 수 있다.

구분

구체적 수단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규제

동태적대손충당금
금융회사이윤배분규제
지급준비금제도

유동성규제

통화불일치규제
만기불일치규제
담보인정비율상한제(LTV)
총부채상환비율상한제(DTI)

신용규제

외화표시차입상한제
신용총량규제

출처 : 김동헌, 이만종,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설계 및 적용방법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설계 미
적용방법론, 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3호(2014), 119면

discretion and central bank transparency, Econstor Working Paper(2014-16), July 2014,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130675/1/812425561.pdf (2017.8.30 방문), 이외 참
고할만한 문헌으로 K. Knot, Governance of macroprudential policy, Financial Stability
Review, 2014, issue 18, pp. 25-32
28) 같은의견, 한국은행, 전게서(각주 5), 57-58면
29) 김용민, 박정필, 정연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BOK 경제리뷰,
2014. 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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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일종의 리스크 대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이 LTV와 DTI이다. 이처럼 경기를 고려한 규제수단의 부과는 시장전체의 방향성에
따른다.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담보가액을 상회하는 대출을 하지 않
는다면 굳이 LTV나 DTI 규제를 해야 할 명확한 동기가 없다.30) 그러나 경기의 변
화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윤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거시적인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LTV와 DTI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
다. 그러다가 규범적 근거 없이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 반발이 제기되자 이후 감독규
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형식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형식의 규제설정은 타당하
지 않다. 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는 것이 매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LTV와 DTI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2(주택담보대
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은행법 제34조(경영의 건전성)에 근
거하여 재량준칙으로서의 비율(별표 6)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긴
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의 감독규정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판례가 불가피
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다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31) 이를 근거로 그 형식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는 일반적인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
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바, LTV와 DTI에 대해서는 위
임법리상의 문제는 여전히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는 고시로의 위임기준으로 구체적 범위, 내
용의 전문성 및 기술성, 경미성, 위임의 불가피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제34
조 제2항 제4호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라는 추상
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역시 이에 대한 구체화 없이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대출규제조치를 정했다는 점을 문
제로 지적할 수 있다.32) 오히려 제한은 있지만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이 형식적 측면
에서 대출규제의 법리적 근거를 더욱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8호는 극심한 통화팽창기를 전제로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
우 일정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의 발동을 제한하기 위
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의 전제가 있어 국가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LTV 및 DTI에 대한 감
독규정과 직접 충돌가능성은 없지만 중첩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
렵다.33)

기술전문적인 영역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은행법을

30) 김경수, 비통념적 시각에서 본 금융안정체계의 구축, 금융연구 제27권 제4호(2013), 10면
31) 헌법재판소 2014.7.24., 2013헌바183·202(병합) 결정
32)
같은의견,
이현석,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KAPA
Focus,
http://www.kapanet.or.kr/kapabook/125/PDF/125_FOCUS1.pdf(2017.9.1 방문),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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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우리 금융법체계 내에서는 입법원리 내지는 규제법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
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안정정책의 참여자로서 중앙은행의 수단에 대한 검토
가. 중앙은행의 행정주체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핵심인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로는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책임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책을 도출
하여 통화정책과의 연관선상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
한 것이 정보의 수집 및 보고징수권한이다.
중앙은행이 감독행정청으로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징수
권, 조치요구권, 제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현실
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미시감독정책
까지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시분석능력을 더하여
거시감독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감독거버넌스가 다르게 형성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모델로 하기는 어렵다. 보다 현실적으로라면 거시건전성감독
정책권한을 분할하여 수행하되, 한국은행이 강점이 있는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분
석능력을 기반으로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이
를 위해 한국은행에 정보수집권을 확충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34)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형적인 고
권적 행정조사권에 해당한다.35) 따라서 중앙은행이 행정주체로서 이러한 권한을 수
행할 수 있는지는 빈번히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정부조직이거나 정부조
직의 지휘를 받지 않는 반관반민의 조직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감독권 문
제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정부조직에 속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의 경우 법령 또는 사무의 위탁에 의해 공
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구체적인 위임
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한국은행은 설치법에 따라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설립된 영조물로서 법
령에서 부여한 목표를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보고징수권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권에 대해서 전통적인 논쟁은 반
관반민 조직에서 이러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도 보았다. 연방행정절

33) 노철우, 전게논문, 359면
34) 유사의견, 김진호,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거시건전성정책 협력, 한
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3호(2013.12), 각주 38, 29면
35) 자료수집권을 일본은행이 사용하는 고사(考査, Kousa)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도 있으나, 고사는 특정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을 위해 일본은행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감독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이
아닌 전체금융시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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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르면 ‘agency’는 의회, 미국영토
내의 정부, District of Columbia 정부, 정당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 법원, 군사법
원 및 위원회, 개인 및 기업 또는 기구로서의 사람, 정당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agency’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입법권한, 지시명령권, 재결권, 인·허가권을 가진다.36)
따라서 미국에서는 FRB에 직접 규제권한을 부여하는데 크게 이론이 없다. 이와 관
련하여 이른바 NAFI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 2011년 1월 28일 COFC(Court of
Federal Claims)는 FDIC가 금융기관매각을 하면서 정리(Resolution) 과정에서 합병
지원계약(Merger Assistance Agreement)을 해당 금융기관들과 맺었음에도 불구하
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피소된 사건을 심리하였다. 당시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본안전 판단의 쟁점 중

하나가 COFC의 관할인지 여부였다. COFC는

사물관할을 인정하면서 ‘NAFI(nonappropriated fund instrumentalities)’ doctrine을
발표한 바, 연방공법(公法)사건을 담당하는 Court of Federal Claims의 관할권 판단
기준은 재원이 아니라 기구의 기능과 목적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37)
나. 정보취득과 관련 MOU의 검토
우리나라는 감독당국별로 자료를 징구하고 MOU를 기반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감독은 미시, 거시,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개별 기관들간 정보교
류가 핵심이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MOU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MOU의 법적 성격에 대
해 이를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영미법상 계약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서의 약인(約因, consideration)을 요구하며, MOU에는 이러한 약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MOU에 일률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38) MOU의 법적성격에 대
한 판례의 명확한 입장은 없으며, 단지 상대방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 양해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정도39)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MOU를 우리 행정법체계 내
에서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내지
는 제제조치를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금융감독당국 간 정보공유의 근거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
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는 각 기관이 수취한 정
기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그리고 통계 등을 공식문서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다. 정보공유를 요청받은 기관은 통상의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
며, 거부시 공식문서로 구체적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있고, 해당정보는 그 금융회사와 특정 행정청간 특정

36) APA §551; 최승필, 전게논문(각주 23), 39면

37) 이에 대해서는 Slattery v. U.S. 635 F.3d 1298, C.A.Fed., 2011. Jan. 28, 2011; Alexa M.
Strear, The Evisceration of the NAFI DOCTRIN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2012, 21 Fed. Cir. B.J. 725, p. 727면; 최승필, 전게논문(각주 23), 40면
38) MOU의 법적이슈에 대해서는 남유선, “M&A 계약교섭단계에서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
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6.27.), 8-10면
39)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1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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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기관들이 단순히 MOU를 근거로
들어 공유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근거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정보를 금
융당국간 공유 내지는 타 기관에 제공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 역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형식적 측면은 충족한
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동의는 불법을 조각한다.” 는 법언이 적용되기는 무
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MOU 방식의 정
보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방식
도 아니다. 결국 법률적 근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해각서는 정보 활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한 특정 감독청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양해각서방식의 정보교
환의 불완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공유체계를 형성할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일관된 방
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입법노력 없이 양해각서
의 효력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공유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입법
을 통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미국의 FFIEC를 참고할 만 한 예로 들 수 있는 바,
전문적인 자료 및 검사협조체제로서 1979년 3월 10일 FIRA(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 of 1978) title X에 근거하여 연방금융기
관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 FFIEC)를 설치
하고 은행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
사(FDIC)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연준의 통합정보시스템(CDR : Central Data
Repository)에 집중하여 공유하고 있다.40) 이러한 정보공유체계는 참여기관간 정보
공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부
터 직접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인 정보공유체 내지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대체적인 근거는 지금의 MOU 기반 정
보공유의 불안정성에 있다.41)
3. 거시건전성감독당국의 판단범위와 권한
거시건전성감독당국의 판단범위 및 권한은 감독당국인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양
과 질에 대한 사항이다. 이를 다루는 이유는 그 재량의 본질에 따라 감독당국의 처
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 그리고 본안판단에서 법원의 결정방식 및 내용이 달라지
기 때문이다. 최근의 금융규제,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규제의 가장 핵심적
인 사항은 리스크이다. BIS와 같은 국제기구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수단들이 개발되고

40) 최승필, 전게논문(각주 23), 61면
41) 김진호, 전게논문, p. 23; 관련문헌으로 윤석헌·정지만,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한국금
융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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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으로 경기역행적 완충자본을 도입한 Basel III 기준은 감
독당국이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파악하여 역행적 버퍼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 버퍼를 설정할 것인가(Ob) 그리고 어느 정도로 버퍼를 설정할 것인가(Wie)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영역이 인정된다.42)
감독당국에 재량이 주어진다면 그 발현형식은 리스크를 현출하는 요소를 요건으로
하고,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의무위반시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이 미래예측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 요건에 재량
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판단여지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부
견해는 요건재량설과 판단여지설의 입장을 동일시하여 요건부분을 판단여지가 대신
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재량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재량은 그 한계 내에서 다양
한 선택가능성을 의미하고, 판단여지는 하나의 최적화(optimal)된 판단을 도출한다
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재량은 다양한 선택이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에는
다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최적의 결정만이 존재하고, 다만 사실을 법 개념에
포섭시키는 과정에서만 재량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다. 재량의 범위에 있다면 법원은 재량전체를 두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을 판단하
지만, 판단여지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포섭의 과정을 제외한 사실과 법개념의 인식확
정의 단계 모두 사법심사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판단여지의 영역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영역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법원
은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관련사실의 고려, 일반적 척도의 적용여부, 판단기관의 적
정성 등이 충족되면 사법심사를 자제할 뿐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대법원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판단하는데 대체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고도화된 가치판단
이 이루어지는 전문적 영역인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별도의
판단여지의 영역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요건부분에 작동한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재량을 판단여지가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은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을 두고 효과부분에도 전형적인 효과재량을
두고 있는 소위 복합규정을 오인하여 양쪽 모두에 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요건부분에 판단여지를 두는 것은 불확정적 입법과 이에 따른 예외적 판
단여지의 인정이고 이러한 판단여지가 곧바로 요건재량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만약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고려된다면 이는 계획고
권의 통제를 위해 필요한 형량명령의 개념 속에서 포섭됨을 의미하며 만약 금융안정
이라는 형량요소를 누락한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를 구성하게 된다.43) 이러한 예측작
용은 반드시 불확정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개념의 경우에도 예측여지
(Prognosenspielraum)는 인정될 수 있다.44) 따라서 금융안정에는 그 조치의 성격과
42) Hilary J. Allen, ibid, p. 937
43) 이원우 교수는 미래에 대한 예측작용 및 예측가능성은 계획행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획고권
에서 계획보장(Plangewährleistung)의 문제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이원우, 거시경제정책에 대
한 법적통제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01년 하반기,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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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범위에 따라 일반재량, 판단여지, 형량명령이 혼재하게 된다.
금융안정 특히 거시건전성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재량영역
의 혼재와 관련하여 눈여겨볼만한 판결이 있다. 독일에서도 재량을 3분화한 영역에
대해 우리와 마찬가지의 논란이 있던 중, 2007년 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불확정
개념인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법해석이

연방행정법원

(Bundesverwaltungsgericht)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신시장 역시 금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과 범위의 확장성 및 속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
가피하다. 독일 통신법 제13조와 제21조는 규제처분과 관련하여 규제재량이라는 용
어를 통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기존의 재량의 3요소 중 어떠한 재
량으로 볼 것인가에 논쟁이 있었고 이는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에
연결되는 문제였다. 연방행정법원은 이 규제재량은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상황에 결
합하여 고려해야 하는 형량으로 보았다.45) 이러한 입장은 통신법상의 연방통신위원
회가 시장진입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단순한 재량이 아닌
주요 7개 항목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형량으로 보았고 위법 역시 형
량하자론으로 귀결시키고 있다.46) 우리의 재량이론이 독일 행정법상의 재량3분론에
서 나왔으나 행정청의 전문영역에 대한 판단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바, 독일의 연방
행정법원의 새로운 입장은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독일과 다른 재량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행정법 이론으로 이를 평
가하기는 어렵다. FSOC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인 Metlife Inc.에 대해 경제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FRB의 강화된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하였
는 바, Metlife Inc.는 이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하
였다. 소송에서 FSOC는 해당 금융회사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FSOC가 그간 제
시했던 가이드라인(Guidance for Nonbank Financial Company Determination)상의
기준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
산유동성, 익스포져, 레버리지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
를 하면서 필요한 제반 데이터에 대한 조사여부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없어 해당 강화감독대상지정 조치는 “arbitrary and capricious” 하다고 판시하였
다.47) “arbitrary and capricious”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자의적 또는 의심스러운
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4. 금융안정기구로서 금융안정정책협의기구의 법적성격 및 권한

44) 이원우, 전게논문, 270면
45) BVerwG, Urteil des 6. Senats vom 28.11.2007 - 6 C 45/06
46) 문병효,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4, 210-211면; 최승필․김대인․
임현,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 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한국법제
연구원, 2017, 95면
47) Metlife, Inc, v.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D.C. Cir. Civil Action No.
15-0045(RMC),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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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정책조정기구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미국의 FSOC(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로서 FRB내에 설치되었으나 별도의 기구이다.
금융안정감시협의회는 2010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하여 미국의 금융시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은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8개 연방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
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주택청, 금융소
비자보호국이다.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의 조기경보, 둘째, 시장규율의 증진, 셋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
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이다.48)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며, FRB의 감독대상이
되는 비은행금융회사의 지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회 의장인 재무장
관의 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Sec. 111(f))
해당 위원회는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지 못하며, 금융시장의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개별 감독당국에 대하여 권고조치를 발령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타 감독기관의 행정행위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각각의 금융감독기구들이
설치법에 따른 임무와 함께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성의 핵
심은 ‘지시로부터의 자유’ 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참여기구의 자발적 동
의를 전제로 한 비구속적 권고를 제시할 뿐이다. 예컨대 협의회는 금융회사의 행위
가 유동성 및 신용위험을 야기시켜 금융시스템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
융감독당국에 대해서 가중된 규제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Sec. 120)
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감독기구에 권고를 발령할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49), 매년 협의회 의장인 재무성 장관의 선서와 함께 의회에 연차보
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보고서에는 협의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위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50)
FSOC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위반의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 의회가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감독당국을 설치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독기구를 통할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체적인 정책방향
을 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즉 독립기구위에 독립적
정책조정기구(“an agency of agency”)라는 통상적이지 않는 형태의 구조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독립적인 규제자를 또 규제하는 규제기구(“regulating
the regulator”)를 만든 것은 조직구조상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51) 이
러한 우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FSOC의 권한을 정책조율과 권고에 그치도록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FSOC의 권한을 권고의 발령에 국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
48)
49)
50)
51)

Dodd-Frank Act § 112(a)
§ 5330(d)
12. U.S.C. § 5322(a)(2)(N), § 5322(b)(2), § 5322(c)
Jacob E. Gersen, ibid, p.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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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상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비록 FSOC의 권고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이나 권고를 공개함으로써 실제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승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52) 또한 협의회의
권고에 가급적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FSOC가 정책대응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Sec. 120(c)(2))53)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해당 기구에 실질적 압력으
로

작용하고

그

결과

기존의

독립적

규제기구들은

재량이

없는

의무

(nondiscretionary duties)를 가지게 되어 결국 이 권고의 본질은 표준을 설정(“shall
impose the standards”)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주장이다.54)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FSOC 의사결정의 무게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FSOC의 의사결정은 구성기관들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
한 것이며, 이는 참여기관들이 FSOC가 그 결과로 제시하는 기준을 자발적으로 승인
하겠다는 동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권고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
으며, 실질적 힘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거부의 사유를 제시하고 거부할 수 있으므
로 명시적으로 타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55)
위헌논쟁 이외에도 FSOC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복수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분
명하고, 정책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감독권한을 조율하여 시장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어 협의체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FSOC의 의장직을 재무
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바, 정책조율의 과정에서 FRB의 독립성과의 충돌부문은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 영국 - 금융정책위원회(FPC)
영국의

경우도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2012)을

통해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
구간 정책조율 및 협의를 하고 있다.56) 공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설치목적은 “금융안
정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성장과 고용 목적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57) 그러나 그 지위와 법적성격 그리고 권한의 면에서는 FSOC와
52) Michael S. Bar, 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in Financial Regulation : Checks and
Balances, Public Engagement, and Other Innovations, Law & Contemp. Probs. 78, no. 3,
p. 124
53) 12. U.S.C. §5330(c)(2)
54) Jacob E. Gersen, ibid, p. 701
55) 하나의 예로 FSOC는 MMF에 대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3가지 옵션을 공개적으로 SEC에 전달하
였다. 그러나 SEC는 커미셔너 다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FSOC는
‘Section 120 Proposal’이라는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SEC는 자체적인 개혁
안을 마련하였다. 그 개혁안은 FSOC가 최초 제시한 것보다는 개혁적이지 못하였으나 기존 제도에 비
해서 혁신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SEC의 이러한 행보에는 권고안의 공개와 이에 따른 여론의 압
력 등이 작용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Michael S. Bar, ibid, pp. 124-125
56) 금융서비스법 2012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이 영란은행, 2편이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의 개정내용으로 PRA와 FCA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57) Bank of England Act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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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달리한다. 먼저 FPC는 MPC와 함께 영란은행 이사회 산하의 내부조직이며,
건전성규제원(PRA :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과 영업행위규제원(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간 정책을 조율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한 지침제
공 및 권고를 한다(FSA 2012 제9B조). FPC는 영란은행총재 및 부총재, FCA장, 영
란은행 임명위원 1인, 재무장관 임명위원 4명 및 재무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영란
은행 내부조직으로 FPC를 두게 된 배경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정에서 발간된 재무부 보고서의 평가가 있다. 당시 재무부는 금융감독원
(FSA)에 건전성 감독에서부터 영업행위까지 감독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영란
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명목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적절한 수단을 가
지고 있지 않다는 점, 전체 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의 권한
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58) 이는 금융감독원(FSA)을 해체하여 권
한을 분산하고, FPC를 영란은행 내부조직으로 하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재무부의 개
입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FPC는 시스템리스크를 인식 및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Bank of
England Act 9H조와 FSMA 2012 제9H조에 의하여 각각 미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PRA(건전성규제원)과 FCA(영업행위규제원)에 대하여 지침을 하달하고 조
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권고를 할 수 있다. 미국의 FSOC가 가지는 권한이
권고에 그치는 것에 반하여 FPC가 가지는 권한은 실제로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요
구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FPC의 요구에 대하여 건전성규제원과 영업행위규제
원은 동 법 제9I조에 의하여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대응이 FPC
가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구의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FPC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해야 하며, 거부시 반드시 사유
를 적시해야 한다.59)
이외에 Bank of England Act 9O조 내지 9R조에 따른 권고를 하는 바, 영란은행
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기관에 대한 사항, 재무부에 대
하여 재무부의 건전성 조치에 대한 사항, PRA 및 FCA의 업무에 대한 사항, 필요시
영란은행, 재무부, PRA 및 FCA 이외에 기관에 대한 사항이다. FPC는 Bank of
England Act 9W조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며, 동 법 9U조에 따라 영란은
행은 FPC의 회의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
(3) 독일 - 금융안정위원회(FSC)
FSC(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Ausschuss für Finanzstabilität)는 금융안정
58)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Summary of Consultation
Responses, Nov. 2010, p. 3; 서승환, 영국 금융규제기관의 조직과 권한, 행정법연구 제44호, 252
면
59) 윤석헌, 고동원, 반기범, 양채열, 원승연, 전성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정책심포지엄 자료집, 2012.6.8, 129면; 최승필, 거시건전성 금융규제
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한국법제연구원, 2013,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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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Finanzstabilitätgesetz)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설치된 조직으로 거시건전성감
시(독일재무성은 이를 “금융시장의 안정에 주안을 둔 감독”으로 정의60))와 미시건전
성감독과의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로존에서 각국이 금융안정 및 거
시감독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가 2011년 회원국
당국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권한 부여를 권고한 것에 기인한다. 권고 제1조 제2항은
회원국 수준에서 거시건전성 감독당국이 주도적 권한을 행사해야 함을 정해 두고 있
다.61) 위원회는 분기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통해 금융안
정 관련된 제반이슈를 검토하고 권고를 발령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독일연방은
행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구성은 연방재무성 3인, 독일연방은행 3인, 독일금융감독청 3인으로 이
루어지며, 자문역할로 연방금융시장안정청에서 1인이 참여한다. 연방재무성에서 의
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기경보 및 권고조치의 발령이 의결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연방은행의 판단
이 존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조율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연방의회(Bundestag)에 대한 연례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 거시경제금융회의
우리나라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른 나라의 정책협의체와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
다. 설치근거가 되는 대통령훈령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62)
제1조는 회의의 목적을 거시건전성점검, 정보교환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
다. 회의는 차관급 회의체로 참여주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
독원, 예금보험공사이다. 회의는 분기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회의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의체 설치의 법적근거가 금융위원회 소관의 대
통령 훈령인 행정규칙이라는 점이다. 중앙은행과 같은 독립기구를 포함한 정책의 협
의와 심의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바, 미국의 경우는 도드-프랭크법, 영
국은 영란은행법, 독일은 금융안정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거금회의는
개별적 직무명령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훈령에 근거하면서도 부여하고 있는 권한은
회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
하고 있으며, 제2항 3호는 “그 밖에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
항으로서 분석․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대상화함으로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
다.
둘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닐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
6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EN/Issues/Financial_markets/Financial_marke
t_ stability/Financial_stability_committee/financial-stability-committee.html(2017.9.22방문)
61)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ibid.
62) 대통령훈령 제338호, 현행 규정은 2015.1.28. 개정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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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방향성을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의 공개도 없으
며, 특히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없음에 따라 책임성의 부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책임성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 거버넌스가 작
동할 경우 - 예컨대, 감독기구가 대출에 개입하거나 감독기구의 근거 없는 규제유
예, 정치적 의사결정 - 에는 금융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63) 미국의
FSOC는 각 규제기관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이 보고시 FSOC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재무성장관의 선서를 전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64)
셋째, 단순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기구일 경우에는 거금회의규정 제7조에 비밀유
지의무를 부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각 참여주체의 정책을 심의한다는 것을
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적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거금회의규정이 사전적으로 참여주체에 대해서 비밀
유지의무를 별도 부과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법을 비롯하여 각 참여주체의 근거법률 내지는 준용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바, 별도
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훈령으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서 최소한 법률적인 근거를 부여하
고 업무의 명확화와 함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각 감독당국 간 업무의 성격,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
1. 금융소비자의 개념과 법적근거
금융소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조치수단의 대상
범위를 획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조건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
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
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금융에 접목한다면 금융소비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에서의 일반투자자와 은행법에서의 예금자 및 보험업법에
서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을 의미”65) 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63) 김인배·김일중,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금융안정성, 금융연구, 제27권 3호(2013.9), 37면;
Quintyn, M. and M. Taylor, Robust Regulators and Their Political Masters :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Thoery, in Masciandaro, Donato and Marc Quintyn (eds.), Designing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s :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2007,
Cheltenham, Edward Elgar, pp. 3-40
64) 12 U.S.C. §5330(d), §5322(c)
65) 김선광, 전자금융과 소비자보호, 원광법학 제27권 제4호, 2011,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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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 제1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예금수요자, 은행법
제1조 예금자, 제52조 은행이용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투자
자, 제9조 일반·전문투자자, 보험업법 제1조 보험계약자,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거래
자, 제18조 제3항 금융이용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신용카드회원, 제24조 소비
자, 제39조 할부금융이용자, 제54조 금융이용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이용자,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이용자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국
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
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소비자보호운
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소비권자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취약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66) 이외에도 소비자권
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
장,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그리고 제119조 제2항 경제의 조정 조항
등을 포괄적 근거로 들 수 있다.67)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와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수단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금융위원회법 제5절 이하
의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조항을 들 수 있으며, 새롭게 부각되는 전
자금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
호 조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역시 일반소비자의 특정한 형태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의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
4조는 소비자의 권리로 안전권, 정보권, 선택권, 참여권, 보상청구권, 교육권, 단체조
직권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는 정보권으로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 내재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보
의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UNCTAD가 발표한 은행업에서 금융소비자보
호의 핵심요소인 금융포용성, 금융투명성, 금융교육, 지속가능성(책임 있는 대출과
공정성, 과도한 부채회피), 내부통제, 권리구제 등 법집행은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상
의 원칙과 근접하고 있다.68)
2.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환경의 변화

66)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16, 626면; 최승필, 지방행정과 소비자권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
41권 제1호(2017), 83면
67) 최승필, 전게논문, 83면
68)
http://unctad.org/en/Pages/DITC/CompetitionLaw/ResearchPartnership/Financial-Consume
r-Protection.aspx(2017.9.22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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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미와 쟁점
시장에서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자인 기업과 소비자간에는 크게 두 가지면에서 차
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가 정보이며, 다른 하나가 교섭력(bargaining power)이다. 정
보의 비대칭성은 특히 금융분야처럼 전문화되고 상품이 복잡하거나 이자율이 외부변
수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69)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융소
비자보호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의 일부분으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조치가 취해지
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건전성감독과
구분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저축
은행 사태 당시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회생을 목적으로 고금리 후순위발행을 허가
하였으나, 결국 저축은행이 도산하고 결국 고금리 후순위채를 매입한 소비자들의 피
해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건에서는 투자부적격 회사채가 발행되었음에도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고 감독당국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커지게 되는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70) 따라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고,
건전성 감독의 근거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근거법률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한 법률
적 쟁점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태와 관련하여 분리형(쌍봉형) 감독체계가 주요하게 논의
되었던 바, 이미 충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골자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양자를 분리함으로써 각 감독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일기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편중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
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한 금융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분리형체제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2) 변화의 동향
규제제도에 대한 과거의 법적접근이 새로운 행위제한 내지는 제재수단의 강화 등
에 집중되었다면 오늘날의 규제제도에 대한 접근은 뚜렷하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
다. 하나가 규제에 대한 편익분석, 또 다른 하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의 설정
이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두 가지를
69)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자산운용회사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신탁
자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 증권을 발행하면서 광고지와 자료 등 판매 보조 자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
하여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
드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0) 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쟁점, 인하대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2015.3), 285면; 윤
석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제 개편, 금융소비자연구, 제4권 제1호(2014),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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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규제의 설정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규제의 개선
방향이다. 그리고 이 양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고려요소가 있다. 첫
째, 이슈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규제적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 – 예컨대 소비자의 정보부족 등 - 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슈를 다룰 범위를 개별금융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시장전체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감독당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입
할지 개입수단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규제개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 규제의 비용 그리고 피규제자의 이익과 규제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간의 이익형량이다.71)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도 설
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약관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논의에서는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서명·동의하였으므로 법적
인 문제점이 제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형식과 실제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며, 선택할 수 없는 약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책임을 이전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자가 양산되면서 금융포용이라는 개념이 G20
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금융포용은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여신, 저축, 지급결제, 보
험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72) 를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금융포용정책은 금융소외자가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보다 견고한 보호체제 안으로 포섭된다.73) 따라서 금융포용은 새로운
측면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3) 핀테크와 금융소비자보호
가. 규제샌드박스와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핀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영역은 미시건전성부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영역 모두 핀테크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
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에서 사이버보안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시
스템리스크로 전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핀테크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71)

Anne-Francoise Lefevre, Michael Chapman, Behavioural economic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42, pp. 11-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국 영업행위규제청(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의 사례연구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72) 배준석, 금융포용과 중앙은행, 금융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3, 53면
73) 배준석, 전게논문,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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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여신 등 금융서비스, 결제서비스에서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74)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규제개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직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적 특성이 향후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된 범위와 요건 내에서
허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접점을 갖는다. 영국의 FCA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기여하지만, 반대로 소비
자에게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이에 대
한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75)
규제샌드박스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허가․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해당 금융상품에 맞는 규제기준이 없는 경우, 둘째, 허가․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이 해당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맞지 않는 경우, 셋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 넷째, 소비자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을 들 수 있다. 규제샌
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아직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
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
자보호조치의 사전적 수단으로는 모든 샌드박스들이 소비자들에게 샌드박스에서의
테스트의 목적과 전략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76) 그리고 사후적
으로는 샌드박스 내 ADR과 같이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신기
술의 적용과 출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신속한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목적에 맞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수단으로 들어지는 것들이 대체적분쟁해결절차라
고 부르는 ADR이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로서 금융소
비자보호에 특화된 보호수단은 아니다. 소비자보호에서 ADR이 강조되는 이유는 신
속한 처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언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ADR은 규제샌드박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 소
비자보호수단 중 하나이면서도 규제샌드박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소송
의 경우 소송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을 도과함에 따라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공급이 실제로 활용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일반 소송의 형태로 갈 경우에는 신기술에 대응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의 증권투자감독위원회(ASIC)는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샌드박
스에 별도의 ADR 절차를 두고 있다.77)
74) Deutsche Bundesbank, Finanzabstabilitätsbericht 2016, S. 76
75) FCA, Speech by Christopher Woolard delivered at the Innovate Finance Global Summit,
https://www.fca.org.uk/news/speeches/innovate-finance-global-summit(2017.8.15 방문); Jo
Ann S. Barefoot, Regulatory Innovation, Fintech Law Report E-Banking, Payment &
Commerce in the Mobile World, FinTech Law Report 19 No. 3, p. 3
76) Jo Ann S. Barefoot,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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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제수단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수단을 감독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전적인 보호
기능과 사후적 보호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 보호기능으로는 금융시장의 일반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감
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후적 보호기능으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기능과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후적 보호기능 - 위기
기대응은 일반적인 기능이 아님에 따라 상시감독체계 내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논의의
주를 이룬다.
OECD는 2014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8) 이 중에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과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시 고려해야 할 원칙79)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을 법령 내지는 자율규제 규약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한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
입법은 보호기구의 체계, 감독기구의 역할, 금융소비자교육, 기본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보공개와 투명성, 책임 있는 영업 및 대출관행, 데이터 및 프
라이버시 보호, 효율적인 청산(resolution)메커니즘과 분쟁해결수단을 포함하여야 한
다. 셋째,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법령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거
나 금융소비자보호법령과 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역을 관통하는 법령은 해당 영역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법령과도 정합성을 이루
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은 기존의 법령과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공백(regulatory gap) 내지는 규제차익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한 검토
(1) 미국 CFPB
가. 소비자보호기구의 기본구조 및 권한
2011년 OECD는 회원국 경제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
한 10개의 일반원칙’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제2원칙의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
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과 해당 기구의 책임과 통제권에 관한 사항이다. 금융소비
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미국의 CFPB(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를 들 수 있다. 미국의 CFPB는 연준 내에 설치된
77) 최승필 외 5인, 국외전자금융 및 금융보안 법제도․정책조사, 금융보안원, 2017, 427면.
78) OECD, 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maining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14,9.9
79) OECD, ibid,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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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

독립행정청으로

미국의

다른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이

행정입법권

(Rulemaking), 감독권(Supervisory) 그리고 제재권(Enforcement power)을 가지고
있다. 독립행정청으로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소비자보호업무가 해당 업역에
대한 감독 및 진흥의 업무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체적으
로 하위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
하고 도드-프랭크법 Sec. 1011은 FRB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두고 그
재원은 정부의 재정이 아닌 FRB에 의해 충당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업무에 대하여
FRB의

간섭이나 개입은 금지된다(Sec. 1012(c)(2))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agency in agency' 라는 독립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자보호업무
자체가 감독 및 산업육성 및 진흥과 상충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타협의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의 경우 – 이후 위헌논쟁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바 –
FRB의 비재량적지출인 바, FRB가 관여할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원
자체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80)
금융소비자보호청이 가지는 규범형성권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에
게 금융회사가 수행해야 할 공시를 규율하는 공시규칙(Sec. 1032, 1033),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분쟁이전 강제조정(mandatory pre-dispute arbitration) 금지 및 제한
규칙(Sec. 1028),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이고 남용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규칙(Sec.
1031) 등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대출부문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문
부서로서

공정대출

및

평등기회보장국(Office

of

Fair

Lending

and

Equal

Opportunity)을 두고 있으며,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금융지
식교육국(Office of Financial Literacy)을 두고 있다.(Sec. 1013(c), (d)) 아울러 소
비자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보고서 징구권 및 조사권도 보유하고 있다.(Sec. 1025,
1026)
나. CFPB의 조직법측면에서 위헌논쟁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구조를 두고 독립성의 훼손으로 인해 위헌이라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주택담보대출업을 하고 있는 PHH Corporation 등은 대출의 과정에서
대출보험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부동산거래절차법(RESPA :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위반을 하였고 이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은 1억900
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미국은 부동산거래절차법에 따라 LTV가 80% 이상인
대출은 대손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모기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PHH는 자신과 내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보험사에 모기지론을 안내해주
고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PHH는 2016년 4월 12일, 연방항소
법원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PHH는 소제기
에서 그 쟁점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구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기관의 구조를 위헌이라고 판단받고 위헌적 조직에 의해 내려진 처분이므로 취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소송전략으로 보인다.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80) Jacob E. Gersen, ibid, p.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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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해당 기관이 내린 처분은 원천무효가 아니고

취소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6.10.11 소가 계류된 연방항소법원(D.C.
Circuit of Appeals)은 CFPB가 위헌적 구조인가의 여부에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
린다.81)
당시 첫 번째 소가 제기되었을 때, PHH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구조는 독임제 행
정기관으로 위원회형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다양한 업역별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헌법 제1
조와 제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인식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
반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CFPB는 독임제 독립기관(an independent agency headed by a
single Director)으로서 연방헌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에이전시(독립행정청)는 일명 ‘머리없는 제4부’라
고 부르는 것으로 권한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독립에이전
시는 다수의 커미셔너, 디렉터, 위원들이 상호간에 그러한 견제역할을 해왔다. 원래
CFPB는 이러한 전통에 맞도록 다수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청으로 설립하기로
되었으나 도드-프랭크법의 입법과정에서 독임제행정청으로 설립구조가 변경된 것이
다. 이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헌법구조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며 예외적인 것이다. 단
일의 독임제 규제행정청은 광범위한 행정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게 됨에 따라 책
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장(director)에 대한 견제기능도 작동되지 않는다. 이러
한 구조는 재정적 의사결정(arbitrary decision-making)의 가능성이 있으며, 권한의
남용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위험이 있어 위헌적이다.”82)
한편 PHH측에서 위헌 주장을 했을 때 쟁점 중 또 하나가 재원을 재정에서 받지
않고 FRB로부터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는 소송에서 처음부터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법원은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헌법 제1조는 의회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바, 의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power
to purse)을 가지고 이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 따라서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재
81) PHH Copr. 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ite as 839 F.3d 1 (D.C. Cir. 2016)
82) Roberto J. Gonzalez, Paul, Weis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D.C. Circuit Finds Single-Director Structure of the CFPB
unconstitutional,
2016.10.31.,
https://corpgov.law.harvard.edu/2016/10/31/d-c-circuit-findssingle-director-structure-of-the-cfpb-unconstitutional/ (2017.9.28 방문); 관련논의 : CRS,
Constitutional Limits to Agency Independence, CRS Reports & Analysis(Legal Sidebar),
2016.1.6.;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다수 언론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을 소비자보호국
이 행사하도록 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다거나 혹은 소비자보호국을 독자적으로 설립한 것이 위헌적
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며, 판결의 핵심은 미합중국은 독립에이전시의 경우
합의제를 원칙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바, 독임제 행정청 형식의 소
비자보호국의 구조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가 소비자보호기구를 독자적으로 설립할
경우 독임제로 할 것인지, 합의제로 할 것인 지에서 법리를 참고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PHH는 이외
에 소비자보호국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한 행정법판사와 지위(inferior officer)와 선임에 대
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바, 행정법판사제도는 우리 법체계에는 없는 것이고, 행정심판법의 전문적
사항에 해당하는 논점인 바,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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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 의회가 정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FRB를 비롯한 많은 독립연방기구들이 재정에서 재원을 충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재원조달이 독립성 그 자체
를 침해하지는 않는다.”83)고 판단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연방항소법원의 소부(3명으로 구성)에서 내려진 이 판결에 이
의를 제기하고 전원합의체(11명) 판결을 요구하였고, 현재 심리 중이다.
(2) 영국 FCA
FCA(영업행위규제원)는 기존의 금융감독원(FSA)를 해체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
위분야에 대한 감독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감독기구이다.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FSA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 FCA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지만 PRA의 감독대상인 은행, 신용조합
등 예금수취기관 및 보험사 등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감독도 함께 수행
할 수 있다.
FCA가 제시하고 있는 기관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금융소
비자보호, 둘째, 금융시장보호, 셋째,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이다.84) 그러나 금융서비
스시장법(FSMA) 2000 Part 1, Sec. 1(2)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구의 규제조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첫째, 시장의 신뢰보호, 둘째,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해촉
진, 셋째, 소비자보호, 넷째, 금융범죄의 방지이다. FCA의 규제대상은 은행 등 예금
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 독립적 금융자문회사 등이다.
FCA의 의사결정기구는 FCA의장, 집행위원 4인(FCA CEO, FCA 금융범죄담당 이
사, FCA 감독담당이사, FCA 운영담당이사) 그리고 (미시)건전성감독원인 PRA의
장을 포함한 7명의 비집행이사로 구성된다. PRA의 장은 영란은행의 건전성감독담당
부총재이나 여기에서는 PRA의 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FCA의 업무는 크게 감독, 금융범죄대응, 인허가업무, 시장분석, 정책 및 리스크
연구로 나뉘며,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패널을 운영하고 있
는 바, 소비자패널, 업계패널, 중소기업패널, 시장패널이 있다.
FCA는 규칙(Rule)과 지침(guidance) 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을 제정할 때
는 PRA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FSMA 2012 Sec. 137A, 138I) 소비자보호조치가
건전성규제조치와 상충될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허가권(FSMA 2000 Part III, Sec. 31, 42) 및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FSMA 2012 Sec. 73), 경고·과징금부과·영업정지 등의 제재권(FSMA
2000, Sec. 205, 206, 206A)을 보유하고 있다.
3. 금융소비자보호와 통화정책과의 관계

83) CRS, ibid, p. 1
84) FSMA 2012 Part 1A, Chapter 1C-E; https://www.fca.org.uk/about/the-fca(2017.9.3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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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관련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작용되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수행
의 과정에서 상호조율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의
항목 –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에서 상세하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
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에 대
한 소비자의 신뢰와 경로 구성요소인 가계의 건전성은 간접적으로 통화정책과 연관
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관성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시장의 순
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보호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수단은 불공
정거래행위 규제, 금융상품 약관규제, 허위과장광고 규제, 공시의 진실성 규제, 금융
소비자교육, 민원의 처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비자보호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이
다. 이들 권한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별금융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시건전성감독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
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는 관련성을 갖는다. 개별적인 금
융기관은 통화정책의 대상기관이자, 지급결제망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건전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
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급준비제도라는 용어와 기원이 예금에 대한 최소한도의 공적보관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
유동성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급준비제도의 현
대적 의미로 불 때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련성은 떨어진다.
배타적 발권기구로서 중앙은행이 갖는 최종대부자기능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은 “금융위기로 인해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
막 보루”85)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공급될 경우 해당 금융기
관의 예금자 등에 대한 간접적 보호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시장전체에 공급될 경
우에는 시장의 안정을 통해 금융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금융소비
자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대부자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간접적 관련성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관련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간접적인 연관성만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거버넌스 구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의사에 달렸으나 관계성의 측면에서 직접적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독임제 기관이 아닌 관련
당국을 포함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중 하나
로 참여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85)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1777 (2017.10.16.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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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제
출하거나 정책형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금융
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한 법률에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할 때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절차는 반드시 기속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반영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이지만 최소한 의견제시 절차를
둘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후 석명의무의 이행 또
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기회는 금융
소비자보호기구에 신중한 숙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 조화를 달성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
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
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관련 입법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으로 나뉜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비교적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가시화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발의되었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한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안8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원장의
임명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금융소비
자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금융기관
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다. 같은 해 발의되었던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안87)
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금융분쟁조정 및 금융교육업
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
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요청권,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86)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45, 2009.2)
87)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96,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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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한 접근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건전성감
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로 구분하는 쌍봉형,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구
분하는 소봉형,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를 하나로 두는 단봉형이다. 쌍봉형과
소봉형은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상충시 협
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형의 경우에는 정책조율에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간
이해상충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구를 분리할 경우에는 미국의 FSOC처럼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88)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성 논의가 빠질 수 없다. 타 정책과의 이
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조율과 별도로 그 자체의 독립성이 보
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금융소비자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통합된 금융
소비자보호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제에는 소비
자보호기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징금
제도, 피해배상의 원칙, 분쟁조정 중 소제기를 통한 조정절차 지연방지 제도 등의 실
제적인 구제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민사소송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장시
간이 소요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업으로 인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일반의 집단적 이익일 경우 공공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금융소비
자보호를 위한 법안의 제정은 공·사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2016년 10월 25일,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 제출되었
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지금까지 7차례89) 발의된 바 있으나 대체로 내용이 대동
소이하다. 따라서 금번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담아야 하
는 공법적 쟁점과 입법방향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보호는 크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 보호수단으로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약관, 영업에 대한 인허가 및 준칙준수감독, 금융거래 당사자 간 정보제공의무 부과
와 준수감독, 금융교육이 있다. 사후적 보호수단으로는 민원처리제도, 분쟁조정제도
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입규제에
88) 보다 자세한 관련논의는 윤석헌,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 독립성과 쌍봉형, 민병두 의원실
세미나 –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발표자료, 2014.3.27. 참조
89) 2011년 7월 13일, 의원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안번호 2617), 2012년 7월 6일, 정부발의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73), 2013년 3월 11일, 의원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
호 1904023), 2013년 10월 28일, 의원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안번호 1907358), 2013년 11
월 28일, 의원발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8148), 2014년 9월
25일, 의원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안번호 1911846)이 있으며, 2017년 3월 9일, 최운열의원
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 6092)가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 박선숙 의원안이 종합적
인 내용을 담고 있어 박선숙 의원안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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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상품과 이를 영위하는 자를 구분 적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 및 중개자 그리고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3조).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출모집활동을 규제범위로 포섭
하였다.(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함
으로써 등록을 거친 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호의 대상으로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
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6호)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보험의 경우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아니나 이해관계자로서 피
보험자 내지는 보험금수익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는 바,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금융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권리이다.(안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을 모두 권리적 측면에서 담아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조직법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인으로 하여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안 제34조, 제42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의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조사 및 분석,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분쟁조정업무 등이다.(안 제36조)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을 위해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정책을 별도로 심의·의결하
기 위한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계획, 정책의 추진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안 제
32조) 금번 안의 조직법적 구성은 금융위원회 내에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소비자정
책위원회를 두고 그 집행기구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되며, 일종의 조사연
구기구 및 분쟁해결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
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체제를 선택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달리 여전히 기
존 감독기구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체계에서 근본
적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
무, 금융상품광고규제,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을 정하고 있으
며(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사후적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분쟁조정이 제기되었
을 때 금융회사가 관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두었다.(안 제52조부터 제
60조까지)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61조, 제62조)과 집단소송(안 제63조)의
법적근거를 두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소비자 보호
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 등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충
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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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두고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명
시적으로 금융이 제외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금융 역시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바,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한과 충돌된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규정을
두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경우에 대한 규
정을 두지 않아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모호한 상태에 있다.90)
법안은 또한 집단소송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아직 소비자보호에 대한 포괄
적 집단소송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
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금융관련 소송에서 집단소송은 기업
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부실감사, 주가조직 및 내부자거래에 대한 것만을 대상(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안의 집단소송과 다르
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인정되고 있는 단체소송과도 그 틀을 달리하는 바, 단체
소송의 경우 법정요건을 갖춘 적격단체에 한하여 소제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고
적격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질적인 면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보호
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에 대한 집단소송의 증가는 시장의 불
안정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 소송의 효과
면에서도 집단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당사자가 스스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불측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다.91)
VII.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접점에 대한 검토
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1) 금융안정일반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을 중심으
로 양자의 관계를 규명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 대체적으로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특히 법적인 측면
에서 양자의 관계를 공식적인 연구성과로 다룬 문헌도 없다. World Bank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금융안정이 해쳐진 것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
생한 것에 대해서 “단지 간접적인(only indirectly)”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호의
존적(interdependence)”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92)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관
계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90) 전상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안)·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
진 의원안) 검토보고서, 국회정무위원회, 2017.2, 20면
91) 전상수, 전게자료, 80면
92) World Bank Group,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15.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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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부분에서 양자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면 향후 관련
입법의 제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러한 관련성의 검토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정책적 공조 내지는 각각의
정책구현시 상호 유의점 내지는 고려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2) 미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미시건전성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될 경우 금융소비자
가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과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접점을 갖는다. 즉 미시건
전성 감독의 일반적인 목적은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통해 파산위험
을 최소화함으로써 예금자 등 자금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표한다.” 고 표현
할 수 있는 바, 이 중 후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금
융기관의 경우 재무레버리지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수익을 추구할 가능
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예금자 및 채권자의 이해와 반하게 된다는 점이 들어지고 있
다.93)
반대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
생하기 쉽다.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후생의 면이 후
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감독당국은 PF
부실대출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에게 후순위
채 발행을 허용하였다. 당시 후순위채 금리는 8%대로 정기예금금리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열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1년 중
11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되면서 후순위채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94) 2003년
에 발생한 카드대란의 경우로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중산층 가계곤
란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초과수요가 많아지면서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시켰으나 그 결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신
용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된 바 있다.95)
이러한 상충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은 양자가 중첩적인 부분이 많아 장기적으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며 따라서 미시건전
성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 간 상호 정책조율이 더욱 긴요하다는 견해도 제시
되고 있다.96) 그러나 더욱 엄밀하게는 금융소비자보호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으로 나누어 공적영역의 경우에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의 정합성 내지 상충성의 고
려가 필요하고 사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 중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소비자일반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 금
93) 강종구, 전게논문, 2면
94) 도보은, 이성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방향, 금융소비자연구 제2권 제2호
(2012.12), p. 2, 13-14
95) 도보은, 이성복, 전게논문, p. 2, 11-12
96) 이학영 의원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
집, 2017.2.28. p. 38(김홍범교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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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거래조건 등에 대한 규제, 시장지배력규제, 정보비대칭의 해소, 금융이해력 제고를
들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분쟁해결 중 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에 대한
것은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97) 그러나 분쟁해결기구와 절차 및 구조 그
자체는 공적인프라로서 공적영역에 속한다. 입법례에서도 독일의 금융감독원(BaFin)
의

설치근거인

FinDAG(금융감독원법)

Sec.

4(1a)는

“집단적

소비자의

이익

(kollektive Verbraucherinteressen)” 으로 소비자 일반의 이익을 명시하고 공적기구
로서 감독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98)
미시건전성감독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허가제도는 개별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적 이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간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간접적 목적이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사익보호
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드-프랭크법 Sec. 1402(a)는 모기지에 있어서 주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대출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9) 이는 금융기
관의 입장에서는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줄여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시장전체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사전적으로 감
내가능한 부채의 범위 내 에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위험노출이 줄어 사전적 보호
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규제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정보의 비대칭
성 해소를 위한 설명의무 등이다. 감독당국의 개입을 통해 개별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에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를 보
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도 제고되면서 종국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
가 발생한다.100)
(3)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금융안정을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거시건전성에 국한할 경우 직접적으로 소비자보
호와의 관련성을 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접적인 형태로 금융소비자가 개별 금융회
사와의 거래에서 입출입·지급결제 등을 비롯한 제반거래가 사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
우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대응적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팽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버퍼로서 경기완충적 자기자
본을 부과하는 경우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위
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금융상품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은행들은 자기자본규제비용이 높아질 경우 이는 대출금리로 전가되면서 금
97) 같은 의견 : 이학영 의원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게자료, p. 42(김홍범교수 토론)
98) (1a) Die Bundesanstalt ist innerhalb ihres gesetzlichen Auftrags auch dem Schutz der
kollektiven Verbraucherinteressen verpflichtet.
99) 우리의 DTI와 유사한 것으로 미시, 거시, 소비자보호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
100) World Bank Group,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12.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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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의 단기화를 통해 수시로 비용상
승분을 단기변동금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기
구는 거시건전성 때로는 미시건전성기구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어진 권한을
상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경기가 좋을 때 경쟁적 대출확장정책으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 기존의 대출연장을 거
부하거나 대환대출의 요건을 강화시켜서 소비자 위험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01)
한편,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이 가지는 위험을 회사 내부적으로 포섭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외화차입에 있
어서 환율변동의 위험 또는 이자변동의 위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복잡한 상
품구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금융안정의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102)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영역에서 약탈적(predatory) 또는 소비자를 호도하는
(misleading) 대출관행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기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모기지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자산가격버블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출관행은 과거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에 취약했던 비은행금융회
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SOC가 금융안정조치 차원에서 경제에 중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 FRB의 강화된 감독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거시감독정책의 일환이지만 장기적·간접
적으로 잘못된 대출관행을 완화시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103)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비대칭성이 클수록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지며 이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거시적
안정에도 영향을 주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104)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는 경우 예컨대 투자자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 예컨대 수익창출능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시장의 자금
공급에 경색을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종국
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105) 반면 과도한 이자를 전
제로 한 대출행위에 대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차입자의 이자상환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부도율을 하락시켜 종국적으로 금융안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거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는 서로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갖는다. 그러

101) 도보은·이성복, 전게논문, 19면
102) World Bank Group, ibid, p. 1
103) Martin Neil Baily, Aaron Klein, Justin Schardin, The Impact of the Dodd-Frank Act on
Financial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 3(1), 2017, p. 29
104) 도보은·이성복, 전게논문, 18면
105) 강종구, 전게자료,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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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중 중요한 것은 정책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도드-프랭크
법 제1023조(c)는 FSOC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CFPB 규정에 대해 잠정적
인 중지명령(“stay, set aside”)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충적 권한의 작
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시건전성측면에서의 금융안정을 위해 소비자보호조
치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공행정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
교형량을 통해 공적이익이 큰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선택이 있는 것은 재량권
의 행사법리에 부합하다.
2.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입법론적 방향
금융안정체계 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건전성과 각각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
성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예컨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뱅크런을 방지함으
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간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특히 금융시장안정을 위험요소
가 발생할 경우 미시감독기구 및 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모두 동시에 시
장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기구 간 감독조치는 상호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미시·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간 협의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각 금융당국의 동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금
융감독기구는 미시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시스템으로의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시적 요소로 이동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상
을 발견하며 이를 미시적인 요소로 가서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므로 양자간 필수
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06)
이러한 상호관계는 입법의 과정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바,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
비자보호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별도로 입법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
은 물론이며, 금융안정법령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는 금융안정
을 유의 내지는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비록 선언
적이지만 법률적 수준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횡적거버넌스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107)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인 거시
건전성감독정책에 대해서 이를 총괄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 내지는 중앙은행에 설치한 안정협의체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106) 김진호, 전게논문, p. 20
107) 김우찬(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세미나 발표자
료, 2012)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 입안시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과정과
상이한 주장으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 주장의 취지는 공감할만 하다., 김진호, 전게논문,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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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기능은 “유의해야 한다.”에 그치고 있다. 문리적 해
석 측면에서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을 거시건
전성감독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 자료수집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108)
만약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리
스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
책과의 조율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법에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개입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09) 물론 현행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여하고 있어 이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
시건전성감독에서 한국은행의 개입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
다.
금융안정은 미시적인 면과 거시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그리
고 통화정책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의 FSOC나 영국의 FPC와 같은 정책조율기구의 설치문제
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개별적으로 조율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합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안정협의체의 권한은 미국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당국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권고에
그치도록 하고 FSOC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 FRB의 강화된 감독대상으로 지정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권한을 수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권권한이 개별 감독기
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
지만, 중앙은행의 본질적 요소인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내재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회는 광범위한 입법형
성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거시감독체계의 경우 기존 감독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영
역이라는 점에서 입법화하는데 형식적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VIII. 나가는 말
금융분야에서 공법적 연구는 매우 생경하다. 그만큼 공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감독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경제
학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이
론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견해나 금융이론과 거시경제학이 단절되었다는 의견
들이 나오고 있다.110) 따라서 이에 대한 법학적 연구나 특히 공법적 접근은 거의 시
108) 외국의 입법례로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하는 경우는 영국,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
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체코, 이스라엘이 있으며, 유관기관간 협의체 형식의 총괄기구를 채택한 국
가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캐나다, 호
주,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있다.
109) 같은 의견, 김인준·김성현·김소영·김진일·신관호,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 금융안정정책을 중
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1호, 2017.4,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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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미시,
거시,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은 모두 국가작용에 해당하고 그 내면에서 헌법적
책무성 그리고 각 개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법적책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법리적 접근은 향후 금융안정과 관련한 권한의 배분, 책임의 소재, 적절한 의무
배분, 책임성의 확보, 투명성의 제고, 횡적거버넌스의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
적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단적 측면에서 적법성을 담보로 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각 감독기구 간 이해관계의 조율방법 등을 정하는데 법리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시론적 연구로서 불비한 점이 많지만 금융안정 - 특히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110) 김진호, 전게논문, 20면; 관련논의로 윤석헌 외, 전게자료(각주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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