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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외양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근본은  

 바뀌지 않고 더욱 더 그대로 있는 법이다

 (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 

  프랑스 경구(警句). 

1. 서서서서론론론론

  지금부터 25년 전만 해도 금융감독체계는1) 경제이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었다. Goodhart(1988)가 ““금융제도(의 구성요소들)를 감독하는 기관들에 대한 설계

와 감독의 범위 및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공개적으로 촉구할 

정도였다(김홍범 2009, p.102에서 재인용). 그러나 오늘날 감독지배구조 또는 감독체

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히 성장산업(growth industry)이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시대적 배경요인이 있다(Masciandaro, et al. 2008; 김

홍범 2009), 우선,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자유은행주의(free banking)와 중

앙은행주의(central banking) 간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1980년대에 중앙은행을 비롯

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관한 관심이 촉

발된 점이다. 앞서 인용한 Goodhart(1988)의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97년 5월 영국 노동당 정부가 통합모형을 전격 채택한 사건은 

이후 동 모형 및 관련 논리의 세계적 보급은 물론 쌍봉모형 등 감독체계의 여러 모

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직접적 기폭제가 되었다. 셋째, 1999년 유럽통화통합

(EMU)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출범으로 범유럽 통화정책의 단일화 이슈가 구체적

으로 진척되자, 그 다음 과제로서 이번에는 유럽의 각국 감독체계를 범유럽 차원에

서 어떻게 정비(또는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론 분석이 활발하

게 전개된 점이다. 넷째,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 또는 각 지역내 금융위기의 빈발

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점이다. 특히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연구와 실제 개편을 

촉발한 중요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금융개

혁을 통해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했다. 엄밀히 말해서, 당시 도입된 체계는 통합모형

의 한 ‘변형’이었다. 왜냐하면, 단일당국이 아닌 이원화된 기관구조로 분할된 감독당

국 감독정책을 관장하는 금융감독위원회(정부조직; 이하 금감위)와 그 집행을 관장

하는 금융감독원(공법인; 이하 금감원) 이 금융기관 및 시장 전반을 감독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통합모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이내 각종 구조

적 왜곡 및 비효율은 물론 궁극적으로 감독지배구조의 훼손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2000년 가을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2003~04년 신용카드사태를 통해 드러

났다(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2000; 김홍범 2004 • 2006).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

1) 이 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란, 금융감독의 지배구조(regulatory governance) 중 특히 하드웨어 측면에 해당

하는 금융감독의 기관구조(institutional structure of financial regulation) 개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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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현행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금융산업정책(이하 금융정책) 권한과 금융감독 권한이 동 금융위로 집중되었다.2) 이 

조치는 현행 통합감독체계의 태생적 한계와 함께 우리나라의 감독지배구조를 치명

적으로 손상시킨 두 가지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김대식ㆍ윤석헌 2005; 김홍범 

2008). 2011년 불거진 저축은행사태는 우리나라 감독지배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중대 사건이었다(금융감독 혁신 TF 2011; 김홍범 2011a).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태나 저축은행사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나라 통합감독

체계가 안고 있는 지배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나 감독체계 개편으

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감독의 지배구조적 후진성이 심화된 

것은 물론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정책계와 주요 대선캠프를 중심으로 금융감

독체계의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초 이 논의는 2012

년 말 대선과 201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한편 2013년 

2월 말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독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출범했으나, 지난 

4월 금융위에 의해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TF」가 개편 방안을 현재 모색 중

이다. 또한, 국회에는 4개 감독체계 개편안(정부입법안 1건; 의원입법안 3건)이 제출

되어 있다.3)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미 출범한 새 정부

로서는 감독체계의 대폭적 개편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인 듯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환골탈태 수준의 대폭 개편이 절실하다. “[이

를 마다하고,] 규제기구의 구조를 땜질하는 것만으로 과거의 단점이 저절로 고쳐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Carmichael 2003, 

p.7; 김홍범 2005, p.243에서 재인용). 언론 보도(예를 들어, 노미란 2013)에 따르면, 

금융위의 감독체계 개편 구상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에서 

시장행위감독업무를 분리해내 별도의 감독기구(소비자보호감독기구)를4)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한 메뉴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특정 감독모형의 유지

나 선택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감독모형의 운영을 좌우하는 외생적 왜곡요인의 척

결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차제에, 그동안 드러난 우리나라 감독

체계의 굵직굵직한 구조적 왜곡 요인들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감

독체계에 대한 대수술 없이 손쉬운 일부 메뉴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부분 개편을 추

진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끼치는 개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들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2) 당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편을 주도했다. 그로 인해 금

융부처가 재편되면서, 금융감독체계는 심각한 구조적 변형을 감수해야 했다. 상세한 내용은 김홍범(2008) 참조.

3) 정부입법안 1건은 금융위(2012.7.6)가 제출했고, 의원입법안 3건은 김기준 의원(2012.11.9), 정호준 의원(2013.3. 

11)과 민병두 의원(2013.5.17)이 각각 발의했다. 

4) World Bank(2012)를 따라, 이 글에서는 시장행위감독(market conduct regulation and supervision)과 금융소비

자보호감독(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and supervision)을 같은 의미로 보고 혼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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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지난 15년에 걸쳐 우리나라가 겪

은 개별적 감독 경험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전 세계가 겪은 공통적 감독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논점을 각각 도출, 정리한다. 3장에서

는 각 논점을 검토하고 해법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체계 개편의 핵심 논점을 외면

한 채 부분 개편이 추진될 경우의 위험성을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5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2.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체체체체계계계계    개개개개편편편편의의의의    논논논논점점점점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1997~98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통합모

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통합모형의 운영 과정에서 우리

나라 고유의 각종 구조적 문제점이 감독체계 내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른 감독지

배구조의 훼손으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200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대두되어 왔

다. 국제적으로는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공통적으로 기존 금융

감독 접근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

에서 감독체계의 개편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편의 논점을 국내적 감독경험에 기초한 논점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각국 공통의 감독경험에 기초한 논점으로 각각 구

분하여 간결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2.1 개개개개편편편편의의의의    논논논논점점점점: 1997~98년년년년    금금금금융융융융개개개개혁혁혁혁    이이이이후후후후    국국국국내내내내    감감감감독독독독경경경경험험험험을을을을    중중중중심심심심으으으으로로로로5)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 부문의 구조적 왜곡요인으로 인해 감독체계 개편이 필

요하다는 인식(예를 들면,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2000)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이

미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논점과 해법도 잘 정리되어 있다. 김홍범(2004ㆍ2006ㆍ
2008 • 2009 •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감독의 이원적 기관구조 문제이다. 1998년 4월과 1999년 1월 차례로 신

설된 금융감독위원회(의결기구; 현행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정부부처; 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집행기구; 공법인)은 각각 금융감독당국의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기대되었지만 조직 측면에서는 분리된 상태(organizationally 

separate)였다.6) 특히 9인 행정위원회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예산 • 회계 • 의사관리 측

5) 이론( )의 여지도 있겠지만, 국내적 감독경험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점은 상당한 정도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저자의 기존 연구(김홍범 2004ㆍ2006ㆍ2008 • 2009ㆍ
2012)를 토대로 주요 논점(문제점)과 해법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6) 한국의 통합모형이 이와 같이 “이례적인(unusual)” 모습으로(Coe 2001) 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감위/금감

원의 이원적 기관구조는,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 관치(官 )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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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조하던 금감위 내 사무국(비감독 공무원조직)이 수년간 진행된 편법적 과

정을7) 거쳐 2001년 2월 행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명실상부한 중간감독조

직으로 탈바꿈한 것이 중대한 문제였다. 이와 같은 이원적 감독구조 감독당국이 

조직문화가 판이한 별개의 두 기관으로 구성된 점 는 지난 15년 동안 두 기관 간 

영역다툼과 소모적 분란은 물론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을 가져온 주요 원

천이었다.   

  둘째, 감독부실화 메커니즘의 정착이다. 관료감독조직(금감위 사무국)의 문화적ㆍ
제도적 특징이 각종 구조적 비효율을 양산하고 감독지배구조를 훼손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감독부실화와 감독실패 예컨대, 2003~04년 신용카드사태와 2011년 저축은

행사태 등 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금융감독시스템 내부에 자리 잡게 되었다.8)  

  셋째, 금융위원회로 금융정책권과 금융감독권이 집중된 점이다.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을 모두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로서는 이해상충과 유인왜곡을 피하기 어려워, 결

과적으로 금융정책이 금융감독보다 우선시되기 쉽다. 우선, “금융정책은 효율을 지

향하지만 금융감독은 안정을 지향”한다(김홍범 2011b).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각자

의 목표가 충돌하므로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놓이기 쉽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정

책(규제완화)은 “[당장] 시장의 환호를 받는 인기업종”이지만, 금융감독(위험감시)은 

“시장의 인기도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도 이렇다하게 드러나지 않는 3D업

종”이다(김홍범 2008, p.346). 이런 상황에서 단기 정책시계를 가진 정부(금융위원회)

로서는 금융정책에 인적 • 물적 자원을 편중배분하려는 왜곡된 유인에 직면한다. 바

로 이런 이유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목표가 상이한 데에 따른 이해상충을 금융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

시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계약이론모

형의 표준적 결론이 시사하는 구체적 함의이다(Holmström and Milgrom 1991; 

Dewatripont, et al. 1999).9) 

국민적 합의와 ‘행정기관만이 금융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부(구 재정경제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

운데 도달된 일종의 타협안이었다(김홍범 2006). 그러나 이 타협안은 결과적으로 수년 후(2001.2) 금감위 사무

국이 9인 행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중간감독기구로 자리잡는 데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이로
써, “지금은 [9인 행정위원회의 보조기구로] 사무국이라는 불씨를 켜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시 재경원 차관

(강만수 2005, p.282)의 언급(1997.12)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음이 명백해졌다. 한편, ‘행정기관만이 금융감

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당시 재경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객관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시각이
었음은 물론이다(김홍범 2006). 김대식ㆍ윤석헌(2005, p.220)은 “민간이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7) 이러한 편법적 과정에 대해서는 김대식ㆍ윤석헌(2005)과 김홍범(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8) 여기서 관료조직의 제도적 특징이란 공무원 인사제도(계급제)에 근거를 둔 기획재정부-금융위(사무국) 간 순환

보직 및 인사교류를, 문화적 특징이란 공무원 특유의 상명하복ㆍ응집력ㆍ엘리티즘 문화가 금융감독분야에서는 

감독의 불투명성ㆍ폐쇄성ㆍ경직성으로 표출됨을, 각각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료조직의 특징은 구 재정경제부
의 정책지배, 감독관료의 책무혼란, 정치포획ㆍ규제포획, 감독정책 시계의 단기화, 그리고 감독의 전문성 부족

과 같은 금융감독의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은 물론, 감독의 지배구조(독립성ㆍ책임성 • 투명성 • 무결성) 훼

손에 기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금융감독의 실패를 부르는 소위 감독부실화메커니즘이 금융감독시
스템 내부에 만들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관료조직에 의한 금융감독이 실패하기 쉽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홍범(2006 • 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9) 그렇다면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로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금융감독을 금융(산업)정책의 하위수단으로 간주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억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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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금융(finance)의 기관 분리이다.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은 금융

위원회가 각각 관장함으로써 금융업무가 두 정부부처 사이에 분할된 상태이다. 그

러나 금융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구분은 당연히 

부적절하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성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금융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2003년 신용카드부실사태, 2008년 키코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부실사태와 같

은 각종 대형 금융사건이 중요한 촉매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독

당국(특히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부실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

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운용하

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소비자보호감독) 사이의 이해

상충에 초점을 맞춘 기관 분리의 주장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감독당국(특

히 금융감독원)에게서 시장행위감독업무를 떼어내 소비자보호감독당국을 신설하자

는 주장 이 주목받고 있다.10)        

  요컨대, 단기 시계를 가진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감독정책

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금융정책, 경기정책,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감독정책

에 우선하려는 유인을 갖기 쉽다. 더욱이, 감독부실화메커니즘이 작동할 정도로 감

독의 지배구조가 손상된 상태에서 2008년 2월부터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권까지 행사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문제는 불량지배구조(불량기관구조)로 

인한 금융감독의 금융정책/경기정책/정치 종속성으로 집약된다.11) 

  지난 15년 동안 국내 감독경험이 제기하는 감독체계 개편의 논점과 해법은 다음

문이다(김홍범 2013d, p.39). 이러한 점은, 당시 동 인수위원회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 재편”됨을 선언하면서(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b, p.19), “금융정책

(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힌(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a, p.20) 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0) 이러한 주장에도 일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지나치게 중시한 대증적 진단이

라 생각된다.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만 얼핏 보기 쉬운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본문에서 곧 언급되듯이 ‘금융정책/경기정책/정치에 종속된 탓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이 건전성감독뿐만 아
니라 시장행위감독도 전반적으로 취약해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이 최종 목표(소비

자보호)를 공유하는 데에서 연원하는 시너지는 두 감독업무 간 상호보완성의 원천이며, 현실에서는 이러한 시

너지가 두 감독업무의 단기적 목표 차이로 인한 상충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글의 3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1)지난 1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형 감독실패 사례에는 2003~04년 신용카드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사태가 
포함된다. 이들 사태는 둘 다 금융감독의 종속성과 관련성이 깊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

인은 1998년 중반~2002년 상반기까지 추진된 구 재경부의 경기정책(내수부양)에 금융감독이 종속되었던 점이

다(감사원 2004aㆍ2004b; 김홍범 2004). 또한, 2011년 저축은행사태도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적ㆍ경기정책적ㆍ정
치적 관점의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홍범 2011a). 왜냐하면 21

세기 첫 10년 동안 감독당국에 의해 취해진 주요 조치들 중 상당수가 당정회의나 청와대 회의에서 다뤄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조치(2001.7)는 당정간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에서, 88클럽안
(2006.6)은 청와대 서별관회의(2005.3) 및 청와대 토론회(2006.2)에서, 그리고 저축은행 자율 M&A 인센티브 허

용안(2008.9)은 청와대 서별관회의(2008.7)에서, 각각 논의되었다(김홍범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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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리된다:12) 

� 논점(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의 기관 분리(현행) v. 기관 통합

  � 해법: 금융위 • 금감원 통합에 의한 단일 공법인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단일 감독당국이 관장하도록 한다. 이 때, 관료조

직에 의한 감독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 (비정부) 공법인인 금

감원이 금융위를 흡수하여 단일 감독당국이 된다. 

� 논점(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관 통합(현행) v. 기관 분리

  � 해법: 감독당국(공법인)에서 금융정책의 기관 분리 

  동 단일 감독당국은 금융감독만을 관장하도록 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

부로 이관한다.13)

2.2 개개개개편편편편의의의의    논논논논점점점점: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금금금금융융융융위위위위기기기기의의의의    교교교교훈훈훈훈을을을을    중중중중심심심심으으으으로로로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은 금융안정 관련 정책체계가 전반적으로 재

편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를 통해 “시스템위험은 중요하

다”는 교훈을 전 세계가 절감했기 때문이다(Kim 2009, p.410). 이에 따라, 시스템위

험을 다루기 위한 거시건전성감독이 금융감독의 새로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

다. 또한, 금융안정에 관련된 여러 정책의 상호관련성 즉 통화정책-거시건전성감독

정책 간 상호관련성, 거시건전성감독정책-미시건전성감독정책 간 상호관련성과, 미

시건전성감독정책-시장행위감독정책 간 상호관련성 각각 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었

다.  

  위기 이후 재편된 금융안정 관련 정책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금융안정 관련 정

책에는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이 있으며, 감독정책은 다시 거시건전성감독정책, 미시

건전성감독정책과 시장행위감독정책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 정책은 고유의 차별화

된 근접목표를 갖는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은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금융기업 건전성을, 그리고 시장행위감

독정책은 시장규율의 작동과 금융기업의 영업행위 공정성을, 각각 근접목표로 추구  

12)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외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주요 정책이슈 중 하

나가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강화의 필요성과 그 기관구조적 함의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
여 다음 소절(2.2)에서 다시 다룬 후, 금융위기의 경험이 제기하는 감독체계 개편의 여러 논점 중 하나로 포함

시켜 3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13)기획재정부로 금융정책이 이관되면,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에 더하여 국내금융까지 관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 정책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말고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

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다(「정부조직법」제23조 제①항). 이러한 권한집중의 우

려는 1998년 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기획예산처를 분리해냈듯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등 일부 주요 기능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개선(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우려는 감독체계 개편을 다루는 이 글의 범

위를 뛰어 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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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    관관관관련련련련    정정정정책책책책체체체체계계계계: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금금금금융융융융위위위위기기기기    이이이이후후후후    

       정정정정책책책책                  근근근근접접접접목목목목표표표표                 최최최최종종종종목목목목표표표표

                                                    (영영영영향향향향력력력력의의의의    대대대대상상상상)

     통화정책                 물가안정

                                                     안정적 경제성장

                                                      (경제시스템) 

  

 거시건전성감독정책           금융시스템 안정 

 미시건전성감독정책         금융기업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개별 금융기업)

  시장행위감독정책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범례:            주요 영향력;             부차적 영향력

자료: Kremers and Schoenmaker (2010), p.3의 Figure 1.

한다. 한편,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은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최종목표를,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 시장행위감독정책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최종목표를, 각각 

공유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은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책이

며,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 시장행위감독정책은 개별 금융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

시정책이다. 하지만,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금융안정 정책체계를 이루는 네 가지 정책은 각기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 관련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여러 정책 간 상호관련성을 

각 정책이 인접 정책의 근접목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차적 영향력(점선 화

살 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다.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정책체계가 이상과 같이 이론적으로 재편되면서, 

14)그림 상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정책은 인접 정책의 근접목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차적 영향력을 

통해 동 인접 정책의 최종목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8 -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서막이었던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취약

한 소비자보호를 지목하고, 연준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과거 

다수 감독기구가 각기 수행하던 소비자보호업무를 부분적으로 통합하였다. 영국은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1997년 노동당이 13년 동안 운영해오던 통합모형을 폐

기하는 대신 쌍봉모형으로의 이행을 공표했고, 2013년 4월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

감독(소비자보호감독)이 원칙적으로 기관 분리된 쌍봉감독체계를 실제로 도입, 가동 

중이다. 미국 연준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소비자보호감독을 일원화한 기구도 

아니고 영국의 쌍봉감독체계도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지만,15) 이와 같은 주요국의 

감독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및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 

안정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World Bank 

2012, p.87).       

  한편,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필요성과 금융안정 관련 

정책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 미국에서는 감독 관련 공공기

관 수장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형태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설치되었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 형태로 금융정

책위원회(FPC)가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과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 관련 공공기관 수장의 협의체 도입은 감독체

계의 기관구조적 함의를 갖는 중대 현안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이 제기하는 감독체계 개편의 논점

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집약된다: 

� 논점(ⅲ): 금융소비자보호감독 강화를 위한 기관구조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의 기관 통합 v. 기관 분리)

� 논점(ⅳ): 거시건전성감독 도입을 위한 기관구조

� 논점(ⅴ): 금융안정협의체/금융안정회의체의 도입을 위한 기관구조

아래 3장에서는 이들 논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각의 해법을 도출하기로 한다.

15)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말고도,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각 주정부 내 

증권감독부서와 보험감독부서가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정운찬ㆍ김홍범 2012). 

한편, 영국 보수당은 “[통합체계 내 기관 간 조정장치인 FSAㆍ영란은행ㆍ재무부의 3자 시스템 하에서는] 문제
가 누적되는 동안 근본 문제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위기가 엄습했어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아

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서(The Conservative Party 2009, p.4; 김홍범 2009b, p.115에서 재인용) 통합모형의 

실패를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정치적 맥락에 기초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행정장치[3자 시스템]의 설계가 아
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선견지명의 부재,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인간의 실수가 그런 장치의 우수성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Goodhart 2008, p.16; 김홍범 2009b, p.116에서 재인용)과, “[3자가] 일찍이 2004년 비공개 ”전

쟁게임(war games)“을 통해 ... 노던록의 사업모델이 제기하는 시스템리스크와, 이 리스크가 HBOS에 미치게 
될 도미노 효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Cohen and Giles 2009; 김홍범 2009b, p.115에서 재인용)이 

그와 같은 판단의 일부 근거이다. 상세한 관련 내용은 김홍범(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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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체체체체계계계계    개개개개편편편편의의의의    논논논논점점점점별별별별    해해해해법법법법

  앞서 금융위기의 경험과 관련하여 집약된 3개 논점 가운데 논점 (ⅲ)과 (ⅳ)는 궁

극적으로 감독모형의 선택과 관련된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점부터 먼저 논의

한 후, 각 논점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3.1 감감감감독독독독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선선선선택택택택: 통통통통합합합합모모모모형형형형(현현현현행행행행) v. 쌍쌍쌍쌍봉봉봉봉모모모모형형형형

  감독모형은 전통적으로 금융기업별 모형(Institutional Model), 금융기능별 모형

(Functional Model), 쌍봉모형(Twin Peaks Model)과 통합모형(Integrated Model)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김홍범 2003; Group of Thirty 2008). 최근 Group of 

Thirty(2008, p.50)는 이들 중 금융기업별 모형 및 금융기능별 모형을 “낡은 모형

(legacy models)”으로, 쌍봉모형 및 통합모형을 “더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 [모형]”

으로, 각각 평가한 바 있다. 

  여기서 ‘쌍봉모형’과 ‘통합모형’은 모두 1990년대 중반에 붙여진 명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적절한 용어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 생각해보

자. 1990년대 중반에는 금융감독이 미시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으로만 구성되었

으며, 거시건전성감독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Taylor(1995)

는 미시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을 금융감독의 양대 축으로 하는 2-감독기구 모

형을 제안하면서 이를 쌍봉모형이라 명명했고, Taylor and Fleming(1999)은 미시건

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을 모두 관장하는 1-감독기구 모형을 통합모형이라 불렀으

며, 그 이후 각 용어가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중요 구성요소로 거시건전성감독이 새

롭게 부상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 사이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 또한 

명확히 인식되었다. 그 결과, 앞서 <그림 1>에서 논의한대로 금융안정 관련 정책체

계는 통화정책, 거시건전성감독정책, 미시건전성감독정책, 그리고 시장행위감독정책

의 4개 요소로 확대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통합감독자가 거시건전성감독정

책까지 온전히 관장하지 않는 한, 과거의 통합모형은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통합

모형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감독을 직접 관장하

든 하지 않든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편

적 합의가 생겨났다(Group of Thirty 2008; Brunnermeier, et al. 2009; Davies and 

Green 2010).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건전성감독정책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관여하는 한에서는, 금융감독 전체를 단일 감독당국이 온전히 관장

하는 순수 ‘통합모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16) 또한, 감독정책의 3개 

구성요소를 적절히 조합하여 두 묶음으로 만든 후 이를 두 정책당국에게 각기 배정

16)다만, 일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은 물론 금융감독 전반을 온전히 관장한다면 이는 순수 통합모형에 해당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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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의 3 가지 대안적 ‘쌍봉모형’이 가능해졌고,17) 논리적

으로는 ‘삼봉모형’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시건전성감독의 대두로 인해 금융감독에서 통합모형과 쌍봉모형이 

갖는 원래의 의미가 달라진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기관구조 측면에서의 정책

적 논점은 “금융안정 체계를 구성하는 4개 정책을 몇 개의 묶음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세계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상

황, 사회문화적 전통, 또는 경제 • 금융 발전단계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

다. 각국이 정답을 탐구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감독모형의 유형(통합모형 v. 

쌍봉모형)과 그 세부적 특징이 결과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의 맥

락에서 이러한 탐구과정은 앞서 2장에서 논의한 3개 논점에 대한 해법 금융소비자

보호감독 강화를 위한 기관구조의 해법, 거시건전성감독정책 도입을 위한 기관구조

의 해법, 그리고 금융안정협의체/회의체의 도입을 위한 해법 의 모색으로 구성된

다. 이제 각 논점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3.2 금금금금융융융융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보보보보호호호호    강강강강화화화화를를를를    위위위위한한한한    기기기기관관관관구구구구조조조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되

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금융혁신의 결과로 소비자금융 및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이 확대되었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졌으며, 가계부문의 리스크 익

스포저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의 시스템적 함의도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부각되었다(World Bank 2012). 국내적으로도, 1990년대 말 소비

자금융이 확산된 이후, 2003~2004년 신용카드사태, 2008년 키코사태와 2011년 저축

은행사태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성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는 지난 약 10년 동안 점차 강화되어 왔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행위감독기구(소비자보호감

독기구)를 현행 통합감독기구(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분리해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게 되었다. 이 주장은 소비자보호감독업무와 건전성감독업무가 보완관계라

기보다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 또한 금융감독체계의 맥락에서 보면, 

이 주장은 현행 통합모형을 포기하고 쌍봉모형으로 이행하자는 의미가 된다. 특히 

2012년 중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치적 •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면서, 금융소비

자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구조 개편 다시 말해, 감독모형 선택 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논쟁적인 핵심 논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이제 Nier(2009)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 논점을 일반적으로 검토한 후, 우

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17)금융감독을 구성하는 거시건전성감독정책,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 시장행위감독정책의 3개 정책을 차례로 정책 

A, B와 C라 표시한다면, 이들 세 정책을 어떻게 두 묶음으로 만들어 상이한 2개 감독기구에 각기 배정하느냐
에 따라 쌍봉모형이 취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 variants)에는 (AB, C), (AC, B)와 (BC, A)의 3 가지가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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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er 기기기기준준준준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검검검검토토토토            

  

  Nier(2009, pp.38~39)가 제시한 “순조롭게 작동하는 감독구조의 일반적 [10개] 속

성”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구조의 문제는 첫째, 통합감독기구에 부

과된 ‘목적의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목적의 상충’이 존재하는지와, 둘

째,  미시건전성감독기구와 시장행위감독기구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기 조업하는 경

우의 조정 비용이 어떠한지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①①①    통통통통합합합합감감감감독독독독기기기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간간간간    상상상상충충충충    v. 내내내내적적적적    일일일일관관관관성성성성    검검검검토토토토

  앞서 살펴본 <그림 1>에서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 시장행위감독정책의 근접목

표가 각기 ‘금융기업 건전성’과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과 금융기업의 영업행위 공

정성’으로 상이하지만, 이들 두 기구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로 동일하다. 그

러므로 미시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을 단일 통합감독기구가 둘 다 관장한다면 

두 감독업무의 근접목표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목적간 상충의 발생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최종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상충의 정도는 내부적

으로 조정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단일 통합감독기구가 수

행하는 미시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은 직접적으로는 서로 다른 근접목표를 겨냥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상충 관계에 놓일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최종

목표를 추구하되 두 감독접근은 장기적 보완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선험적 추론은 몇몇 국제기구가 최근 수행한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World Bank(2012, p.91)는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완적이[며] ... 일부 경우에는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 장기

적으로는 보완적”이라 평가한다. FSB(2011, p.10)도 “대부분의 FBS 회원국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감독이 상충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목적이라 간주한다”고 보고하고, 

이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이 둘 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는 공통의 이해(shared interest)를 갖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18)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FSB 회원국들은 목적간 상충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

해놓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일부 회원국은 그런 상충을 경험한 적이 아직 없

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p.10).19) 

18)이는 두 감독업무 사이의 장기적 시너지(보완성)가 단기적 상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19)다만, FSB(2011)은 상충조정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예외국으로 캐나다와 인도를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재무차관이 의장인 고위자문위원회(Senior Advisory Committee)를 통해, 인도에서는 인도중앙은행(RBI)이 고객

서비스위원회(Customer Service Committee)를 통해, 각각 상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국의 PRA가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 의거, 특정 조건 하에 CFA의 조치를 제한하도록 정한 것도 일종

의 강제 조정장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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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    미미미미시시시시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감감감감독독독독기기기기구구구구와와와와    시시시시장장장장행행행행위위위위감감감감독독독독기기기기구구구구의의의의    별별별별도도도도    조조조조업업업업시시시시    조조조조정정정정비비비비용용용용    검검검검토토토토

  미시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이 각기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두 가지 이유에서 두 기구 간 상시적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두 감독업무의 

“단절(disconnection)”에(ASBA 2012, p.37) 의해 자칫 장기적 시너지를 상실하는 일

이 없도록 두 감독기구 사이에 상시적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감독기구를 분리

한다고 해서 목적 간 상충의 잠재적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시

건전성감독기구와 시장행위감독기구가 각기 조업하는 상황에서도 목적 간 상충 발

생에 대비한 두 감독기구 사이의 상시 조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③③③③    Nier 기기기기준준준준을을을을    적적적적용용용용한한한한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검검검검토토토토의의의의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이상의 검토가 통합모형과 쌍봉모형에 대해 각기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첫째, 통합감독기구로부터 시장행위감독을 떼어내야 할 근거(즉 목적간 상

충)는 그리 강력하지 않으며, 떼어 내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지향하는 두 감독접

근 사이의 장기적 시너지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다. 만약 통합감독기구 내부적으

로 감독접근별로 양질의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면,20) 각 감독접근이 평소 자신

의 근접목표 및 최종목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누릴 수 있으며, 때로 단기적 상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양질의 지배구조란 “의사결정, 책임성과 소통구조를 각 

정책기능[(미시)건전성감독 정책기능과 시장행위감독 정책기능]에 따라 각기 분리함

으로써 두 정책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체계가 필

요한 것은 “(때때로 상충하는) 복수의 목적을 단일 기구에만 집중시키면 책무가 불

분명하고, 책임성이 복잡해지며,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IMF 2013a, 

p.1).21) 둘째, 미시건전성감독기구와 시장행위감독기구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

황이라면 상충을 다루고 시너지를 북돋우기 위한 두 감독기구 간 조정메커니즘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두 감독업무를 하나의 통합감독기구로 집중시켜

야 할 필요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통합감독모형이든 쌍봉모형이든 상충을 조정하고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

한 양질의 지배구조 장치(조정메커니즘)만 모형 내부에 확립된다면, 굳이 감독모형

을 변경할 이유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통합모형을 유

지하되, 통합금융감독기구 내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의 각 지배구조를 독자적

으로 확립하고 단기 상충의 해소와 장기 시너지의 촉진을 위한 효과적 조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Nier 기준이 시사하는 일반적 검토의 결론이다.   

20)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당국(특히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므로 건

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각각의 독자적 우량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인용문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경우의 안전장치 필요성에 대한 IMF 

(2013a)의 시각을 본문의 현재 맥락에 맞춰 원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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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의의의의    경경경경우우우우: 추추추추가가가가적적적적    검검검검토토토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구조의 문제를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경

험과 현실에 비추어 논의해보자. 논의의 초점은 다음 3 가지이다:

� 우리나라 쌍봉모형옹호론이 제시하는 쌍봉모형으로의 이행 근거는 무엇인가(쌍봉

모형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의 적정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 소비자보호감독기구의 별도 신설시 동 감독기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

대가 폭주하는 경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①①①①    쌍쌍쌍쌍봉봉봉봉모모모모형형형형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이이이이행행행행    제제제제안안안안이이이이    제제제제시시시시하하하하는는는는    근근근근거거거거    등등등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쌍봉모형옹호론인 한국금융학회 보고서(윤석헌 외 2012)는 다

음과 같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9개 문제점을 진단하고 4개 개편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9 가지 문제점(윤석헌 외 2012, pp.11~16):

 ㅇ 문제점1: “금융정책업무가 금융감독업무를 압도”

 ㅇ 문제점2: “금융감독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 분리”

 ㅇ 문제점3: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분리”

 ㅇ 문제점4: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ㅇ 문제점5: “시장규제기능의 한계”

 ㅇ 문제점6: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미비”

 ㅇ 문제점7: 당국의 “감독 독점”과 “감독유관기간들간 불필요한 경쟁과 책임회피”

 ㅇ 문제점8: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음

 ㅇ 문제점9: “감독당국 내부 통제장치 미작동”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윤석헌 외 2012, pp.17~18):

 ㅇ 개편방향1: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ㅇ 개편방향2: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도입하여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

도로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ㅇ 개편방향3: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통해 시장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

축”

 ㅇ 개편방향4: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로 감독유관기관들 간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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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학회 보고서의 분석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으며 개편에 대한 체계적 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개편방향2에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이 서로 충돌하기 쉽다는 관점과 개

편방향4에 금융시장의 중요성 및 발전을 강조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22) 이외에는 쌍

봉모형 제안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pinpoint) 않은 것으로 보인

다.23) 또한, 다음의 설명이 밝혀 주듯이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문제점 중 그 어떤 취

약성도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현행 통합모형 자체에서 연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서, 이들 9개 문제점도 쌍봉모형으로의 이행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김홍범 2012, pp.16~17):

 ㅇ “문제점1과 3은 ... 「정부조직법」 개정(2008.02)의 결과”

 ㅇ “문제점2는 1999~20002년 중 여러 차례의 법규 개정...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

(현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제도적으

로 구조화한 결과“

 ㅇ 문제점4, 5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문에서 제시한대로 현행 통합모형을 유지하되 

각 감독업무의 지배구조를 내부적으로 개편하는 쪽이 더 나은 해법임

 ㅇ “문제점6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얻은 새로운 교훈일 뿐, 특정 감독모형[의 

선택]과는 무관한 내용“

 ㅇ “문제점7~9도 어떤 감독모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모형 내부에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구체적 장치와 관련된 과제이며, 이런 측면에서 쌍봉모형이 통합모형보

다 반드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 ... 단정하기는 곤란”

결국, 한국금융학회 보고서가 지적한 감독체계의 9개 문제점은 “통합모형 고유의 

특성 및 작동방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감독체계 내부에 인위적으로 

편입된” 것들이거나(김홍범 2012, pp.20~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감독체계

에서 보강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여기서 통합모형 외부로부터 외

22)이러한 관점들은 쌍봉모형옹호론이 강조하는 동 모형의 특징적 장점과 관련된다. 하지만, 전자의 관점(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간 상충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상충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두드
러진 것으로 앞서 일반적 검토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적 감독경험을 살펴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간 상충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다.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감독 

간 상충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감독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소비자보호보다 우선시하는 하기 때문에 소비
자가 피해를 본다고 흔히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2장에서 논의했듯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금융정책/경기정

책/정치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금융감독의 종속성으로 인해, 건전성감독이 훼손되기 쉬운 것처럼 소

비자보호감독도 훼손되기 쉽다. 예를 들어, 2003~04년 신용카드사태 및 2011년 저축은행사태의 감독실패 사례
에서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었고,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감독자가 건전성을 

소비자보호에 우선시한 조치가 일부 관찰되기도 하지만, 금융감독의 금융정책/경기정책/정치 종속성 탓에 건

전성감독 및 소비자보호감독이 동시에 훼손된 측면도 비중 있게 감안하는 것이 좀 더 균형감 있는 접근일 것
이다. 한편 후자의 관점(윤석헌 2013)에 대해서는,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 규모와 

깊이, 향후 발전의 측면에서 쌍봉모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 글은 판단한다. 

23)또한, 한국금융학회 보고서에는 현행 통합모형을 포기하고 쌍봉모형을 선택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정성분석

이든 정량분석이든 아무런 비용편익분석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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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으로 편입된 문제점들에 대한 한국금융학회 보고서의 시각은, 사실상 이 글(2

장)의 시각 국내적 감독경험에서 드러난 감독의 제반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초

래된 불량지배구조로 금융감독이 금융정책/경기정책/정치에 종속된 현재 상황에 

대한 시각 과 동일한 상황 인식을 공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그와 같은 현행 체계의 핵심적 문제점들이 그대로 체계 내

부에 온존하는 경우 쌍봉모형이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 누적되어 있는 감독비효율과 불량지배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쌍봉모형으

로 이행하는 경우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24) 왜냐하면, 통합모형 하에서 그러했듯이 쌍봉모

형 하에서도 현재의 각종 구조적 감독비효율과 불량지배구조는 모형의 운행을 관장

하는 추동 세력(driving forces)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쌍봉모형

에서 원칙적으로 기대되는 특징적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쌍봉모형 

자체도 이내 오염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혁의 핵심은 

모형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운행을 좌우하는 구조적 감독비효율 및 불량

지배구조의 척결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사안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우선순위로 볼 때,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쌍봉모형의 선택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선결과제의 해결이 선행(또는 동

반)된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논의할만한 부차적 이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비자보호 이슈가 갖는 정치적 가시성(political visibility)으로 인해 만

약 더욱 핵심적인 개편의 여타 논점(구조적 감독비효율과 불량지배구조 관련 논점)

이 그대로 방치된 채 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된 개편 전부 개편이 아닌 부분 개편

만 이행된다면 커다란 국민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

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②②②②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보보보보호호호호의의의의    적적적적정정정정    수수수수준준준준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합합합합의의의의가가가가    존존존존재재재재하하하하는는는는지지지지    여여여여부부부부

소비자보호는 ‘공짜점심’이 아니라 “온 국민의 비용부담이 걸린” 문제이다(김홍범 

2013a).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의 추가 투입이 수반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누리게 될 직 • 간접 편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직 • 간접 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

다. 물론 소비자보호 강화의 비용편익분석은 쉽지 않다. 하지만 Sants(2011)가 다음

24)예를 들어,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합감독체계 운영경험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

기관간 협력과 견제가 지금까지 원활하지 않았다면, 쌍봉모형을 채택한다고 해서 협력과 견제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원활해질 이유는 없”다(김홍범 2012, p.20). 물론 쌍봉 하에서는 적어도 소비자보호(감독)은 더욱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문에서 곧 논의하듯이, 소비자보호가 몇 가지 이유에서 사회적 

적정 수준을 크게 넘어갈 중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잉반응(overshooting) 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통합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면, 이것은 ...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과 관련 장치의 제도화가 미비한 데에” 중요하게 기인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

다(김홍범 2012,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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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전개한 5 가지 상충(tradeoffs)에 대한 원론적 검토는 가능하다: 

� 소비자보호 강화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5 가지 상충(Sants 2011, pp.1~2):

 ㅇ “책임과 적합성(responsibility and suitability)”

 ㅇ “개입과 혁신(intervention and innovation)”

 ㅇ “투명성과 효율(transparency and efficiency)”

 ㅇ “비용과 효과성(cost and effectiveness)”

 ㅇ “책임성과 판단(accountability and judgement)”

  첫째, “책임과 적합성” 간 상충이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자가 소비자의 

적합성을 대신 판단해주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적 결정에 져야 할 책임

은 부분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그 상품의 거래로부터 얻어지는 소비자 편익을 압도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감독자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에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하여 그런 상품을 아예 금지시킨다고 하자. 이는, 시장의 혁신 • 경쟁 • 소비자선택의 

제약을 의미한다. 이것이 “개입과 혁신” 간 상충이다. 이 때, 감독자가 “조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 더 많은 자원투입이 필요하므로 규제비용은 확실히 

상승”할 것이다(Sants 2011, p.2).25) 셋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투명성의 제고는 

“감독자의 효율을 훼손하고 소비자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잠재적으로 

초래하게 될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효율” 사이에는 상충이 존재한

다(Sants 2011, p.2). 투명성 제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

고 소비자의 올바른 결정을 촉진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넷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자가 더욱 선제적 • 개입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성공할 전망이 커

지긴 하겠지만[즉 효과는 있겠지만] 추가비용이 확실히 든다”는 의미에서 “비용과 

효과성” 간 상충이 존재한다.26) 다섯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자가 어렵고 

용감한 미래지향적 판단(difficult, brave and forward-looking judgements)을 내려주

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런 판단 중 몇몇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수도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이런 경우 “책임성과 

판단” 사이의 상충이 존재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자는 판단중심 감독

(judgement-based supervision)'에 의해 조기 개입을 결정하지만, 그런 결정 중 일부

25)2013년 4월 9일자 FT 기사(Masters 2013)에 따르면, 쌍봉감독의 두 축인 PRA와 FCA의 규제감독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2013-14년 금융기관 분담금(잠정)은 각각 214.2백만 파운드와 432.1백만 파운드로, 쌍봉감독을 위해 
총 646.3백만 파운드의 분담금이 기관비용(institutional cost)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동 기사는 2013-14년 

쌍봉감독의 분담금이 1년 전 통합감독의 분담금(FSA의 규제감독서비스에 대한 1년 전 분담금)에 비해 15% 증

가한 규모라 보도하고 있다. 2013-14년 금융기관 분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sters(2013)를 참조하기 바란
다.   

26)쌍봉감독 하에서는 FCA의 ‘선제적ㆍ개입적 감독’을 위해 검사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 덕분에 금융기관 도산
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액이 줄어들면서 FSCS의 보상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만, Sants(2011)는 쌍봉모형 하

에서는 소비자피해액(보상액)의 감소분이 검사비용의 증가분보다 작아 총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17 -

는 조기 개입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으로 사후적으로 판명되면서 감독자 

책임성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요컨대, Sants는 이와 같은 5개 상충관계를 감안하여 각각의 “균형(balance)” 수준

다시 말해, ‘소비자보호의 적정 수준’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감독자가 책무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Sants 2011, p.3).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관하여 Sants가 

제시하는 수준의 기본적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 강화

의 당위성만 사회적으로 널리 강조되었을 뿐, 소비자보호 강화가 수반하는 각종 상

충 및 기회비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진정 

소비자보호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 [금융감독원의 분할을 통한 새로운 소비자보

호감독기구의 신설을 논의하기에 앞서] ‘누가 금융소비자이며 이들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를 한데 묶어 복수의 대안을 명쾌하게 제

시한 후 여론을 공개 수렴해야” 할 것이다(김홍범 2013b).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

가 부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자보호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

적 검토가 필요하다.         

 

③③③③    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보보보보호호호호감감감감독독독독기기기기구구구구    신신신신설설설설시시시시, 동동동동    기기기기구구구구에에에에    집집집집중중중중될될될될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요요요요구구구구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우우우우려려려려

  최근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의 진행 배경에

는 소비자보호 자체의 취약성 개선이라는 관점과 함께, 재분배적 관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에 부

와 소득의 양극화가 꾸준히 심화되었다는 점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관점이 부각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에서 재분배의 수단

으로 서민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각각 강조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금융부문을 활용하여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려는 복지정책의 성격도 포함하게 되었다. 금융복지정책

금융부문(구체적으로 서민금융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복지정책적 의도를 

투영하여 만든 서민금융정책이나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의 취지는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복지정책은 정부재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도( 道)이

다. 만약 복지정책에 금융을 접목하려 한다면, 원래의 재분배 취지가 관련 금융원리

와 지속적으로 양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사전 분석이 긴요하다. 사실, 

재분배를 위해 복지정책에 ‘금융의 옷’을 입혔던 금융복지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가 

다름 아닌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였다(Funnell 2009; Bäcksröm 2010; 김홍범 

2012).  

  금융복지정책이 예기치 않게 수반하기 쉬운 또 다른 부작용은 모럴해저드를 자극

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문헌에서 재분배 이슈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Bäcksröm 

(2010)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는 중요한 재분배적 정책 함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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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금융시스템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Zingales 2010).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미국 전역에서 주택시가가 담보대출 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

(underwater)’ 건수가 급증하자 ‘전략적 연체자(strategic defaulters)’ 주택담보대출

을 상환할 능력은 있지만 담보대출잔액을 갚지 않는 쪽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전략적 계산 하에 담보대출 연체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사람

가 수년간 크게 늘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는 결국, 계약과 신뢰에 기초한 금

융질서의 전반적 훼손으로 이어져 커다란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28)      

  최근 수년간 재분배적 성격을 띤 서민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확대된 

점과 이와 수반되는 모럴해저드(일반적 의미의 전략적 연체 등)의 증거가 쉽게 관찰

되는 점은29) 우리 사회에 모럴해저드 확산이 향후 더욱 가속화할지도 모른다는 우

려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에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가30) 자리 잡기에 좋

은 토양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최근 각종 금융복지정책이 전략적 연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서31) 이들 정책에 포퓰리즘의 거

품이 전혀 끼어 있지 않다고 단언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정치적 • 사회적 

분위기 속에 소비자보호 강화를 기치로 금융감독원에서 시장행위감독을 떼어내 별

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정치적 가시성(political visibility)이 높은 소비자보호감

28)전략적 연체는 일종의 모럴해저드인데, 이를 억제하는 힘은 “옳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사리분별력”과 “연체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다(Zingales 2010, p.3). 그런데 전략적 연체자의 증가는 쉽게 가속화된다. 

“전략적 연체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낙인은 줄어들기” 때문이다(Zingales 2010, p.3). 한편, 전략적 연체를 적극

적으로 장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반대 시각의 근거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White 2010, p.971):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는 ... 감성적 요인(emotional forces)의 작용으로 전략적 연체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 [그러나] 주택소유주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준(norms)은 대부자를 지배하는 

기준과 크게 대조적이다. 대부자는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이

윤극대화나 손실극소화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개별 주택소유
주는 주택시장 붕괴로 인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분배적 불평등

(distributional inequalities)이 초래된다.”

White의 시각에 대한 Zingales의 다음 반박은 지극히 옳다(White and Zingales 2010, p.5): 

“이러한 시각은[White의 시각은] 깡통주택소유주가 우리 사회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견해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소송이 필요한 약탈적 대출 사례도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사기
(fraud)가 개입되지 않은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 

[만약 주택을 놓고 내기(gamble)를 했는데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얻었다면 어땠을까?] 은행을 구

제하든 주택소유주를 구제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훼손하
는 일 이득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29)예를 들어, 최근 개인회생신청자의 급증(김일규 2013), 서민금융 연체율의 급등(배미정 • 석민수 2013)과 집단대

출 연체율의 급등(심재훈 • 고유선 2013a)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전략적 연체가 

최근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Frisell(2004, p.2)은 인기영합주의자(populist)를 “이념적 토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인기 있

는 의견(popular opinion)을 추종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인기영합적 정책

(populist policy)이란 ”유권자의 상당 부분(“서민(ordinary people)”)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얻을 수 있
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열등“하다(p.2). 이 글은 Frisell(2004)의 인기영합

주의자 및 인기영합적 정책의 각 정의에 준하는 의미로 인기영합주의(populism) 용어를 사용한다. 

31)전략적 연체와 관련해서는 각주 29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심재훈 • 고유선(2013b)과 이진명

(2013)을, 각각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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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다루는 이 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순식간에 급증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우리 사회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자보호 수준’ 또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합의한 소비자보호 수준’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현행 감독체계의 굵직한 근본 문제들 특히 정부관료조직에 

의한 감독, 감독의 이원구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금융위 집중 등 은 최근과 같

은 사회적 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 Zingales의 

맥락(White and Zingales 2010; Zingales 2010)에서32) 본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은 

금융질서 유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다.  

(3) 소소소소결결결결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구조를 놓고, Nier 기준

을 적용한 일반적 검토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감독경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 수준 등을 감안한 추가적 검토를 수행했다. 일반적 검토의 결과, 쌍봉모형 제

안이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소비자보호 강화의 기치는, 현행 통합모형을 유지하되 

두 감독업무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적 검토도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 감독비효율 및 불량지배구조의 척결이 감독모형의 선택에 

앞서는 핵심적 선결 과제라는 점, 감독모형의 선택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의 사회

적 적정 수준을 찾아내려는 정책적 노력과 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재분배적 관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강조되면서 소비자보호만을 다루는 감독자가 신설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보호가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버슈팅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이 절은 다음 논점(ⅲ)에 대한 일반적ㆍ추가적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해법에 도달했다: 

� 논점(ⅲ): 금융소비자보호감독 강화를 위한 기관구조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의 기관 통합 v. 기관 분리)

  � 해법: 단일 감독당국(공법인) 내부에 쌍봉 지배구조를 구현  
  감독당국 내부에 미시건전성감독접근과 시장행위감독접근을 위한 각각의 

독자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두 접근 간 단기상충 해소와 장기시너지 제

고를 위한 조정장치를 마련한다.

 

이 해법을 따르는 경우, 두 감독기구로 이루어지는 쌍봉모형에 비해 각각의 조정비

용을 상시 절감할 수 있고 현행 통합모형에서 쌍봉모형으로의 이행비용도 불필요해

32)각주 2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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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면서도 통합감독기구 내부의 쌍봉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쌍봉모형안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치를 더욱 효율적ㆍ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해법에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사례는 1997~98년 금융개

혁이 이행되기 직전의 한국은행(본부)-은행감독원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33) 우선, 

은행감독원의 내부 경영은 “대부분 [은행]감독원이 [원내 총무국의 통할 하에] 자율

적으로 행사“했다. 예를 들어, 총무국내 총무과와 계리과가 원내 인사ㆍ연수업무와 

예ㆍ결산업무를 각각 담당했었다. 물론, ”내부 경영 관련 총괄 및 조정 권한은 본부

가 보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직ㆍ인력관리, 예ㆍ결산, 인사 면에서 은행]감독

원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했으므로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본부로부터 사실

상 독립적이었다. 

  둘째, 이와 같이 은행감독원의 자율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한국은행법이 정

한 임원 임명에 관한 법률조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감독원장(1인; 

임기 4년, 중임 가능) 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은행감독원 부원장(1인; 임기 3년, 중임 가능)과 부원장보(3인 이내; 임기 3

년, 중임 가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제4차 개정(1977.12.30) 한국은행법 제29조 제②, ③항

).34)     

 

3.3 거거거거시시시시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감감감감독독독독    도도도도입입입입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기기기기관관관관구구구구조조조조

  FSA(2009)는 거시건전성감독 책무를 영란은행과 FSA 사이에 배분하는 3개의 가

능한 방식(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FSA가 제시한 대안들을 일반

화하여 소개한 후, 이들 대안의 적합성을 우리나라의 구체적 경험에 비추어 각각 

검토함으로써 거시건전성감독 도입을 위한 기관구조에 관한 해법을 도출하고자 한

다. 

(1) FSA(2009)의의의의    3개개개개    대대대대안안안안

33)이 문단 내 인용문은 모두 한국은행 내부자료(일자 미상)에서 따왔다. 

34)본문에 언급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임원의 임명 관련 법률조항은 한국은행법 제4차 개정(1977.12.30) 시부터 
제6차 개정(1997.12.31) 직전까지 정확히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1977.12.30~ 

1997.12.31) 중 한국은행 총재(1인; 임기 4년, 중임 가능)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부총재(1인; 임기 3년, 중임 가능)와 이사(5인 이내; 임기 3년, 중임 가능)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금
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각각 정해져 있었고(제4차 개정 한국은행법 제23조), 금융통화운영위원

회(9인) 의장은 재무부장관이었다(제4차 개정 한국은행법 제9조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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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거거거시시시시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감감감감독독독독

책책책책무무무무    부부부부담담담담의의의의    주주주주체체체체
각각각각    대대대대안안안안의의의의    특특특특징징징징    (장장장장ㆍㆍㆍㆍ단단단단점점점점) 사사사사례례례례

제제제제1안안안안

중앙은행(분석과 정책판

단)과 미시건전성감독당

국(수단의 선택과 운용)

� 중앙은행-미시건전성감독기구 간 

  책임성의 명확한 배분이 가능

� 중앙은행의 공개적 권고와 미시건

  전성감독기구에 대한 comply-or 

  -explain rule의 적용을 통해 각 

  기구의 책임성 제고가 가능

ex. EU

(ESRB-ESFS 간 

거 시 건 전 성 감

독 분장1)
)

제제제제2안안안안 중앙은행 � 중앙은행의 책임성 명확
ex. UK

(BoE의 FPC2))

제제제제3안안안안 공동위원회가 관장

� 다른 안에 비해, 정치적으로 채택

  이 좀 더 용이

� 위원회 내부의 의견불일치를 대외

  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면, 실질

  적으로 제1안과 유사 (중앙은행의 

  권고에 대해 미시건전성감독기구

  가 거부권을 발동하는 것과 유사

  한 상황; 중앙은행과 미시건전성

  감독기구 간 책임성 배분이 명확)

� 위원회 내부의 의견불일치를 대외

  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면, 중앙

  은행이나 미시건전성감독기구에게 

  책임성을 물을 수 없음

ex. USA

(FSOC3))

<표표표표    1> 거거거거시시시시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감감감감독독독독의의의의    기기기기관관관관구구구구조조조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FSA(2009)의의의의    3개개개개    대대대대안안안안: 내내내내용용용용    및및및및    평평평평가가가가    

주1) EU의 거시건전성감독자인 ESRB(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는 미시건전성감독자인 ESFS(유럽금융

감독자시스템)에 대해 공개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는 있으나, comply-or-explain rule이 

ESFS에게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김홍범 2009b).     

  2) FPC는 PRA(건전성감독원) 및 FCA(시장행위감독원)에 대해 지시권과 권고권을 보유하며, FPC의 

권고에 대해 PRA 및 FCA에게는 comply-or-explain rule이 적용된다(한국은행 런던사무소 2012).

  3) FSOC에는 재무장관(위원장) 1명, 연준 의장 등 8개 연방감독당국의 수장 8명과 보험전문가 1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FSOC는 SIFI 지정권을 보유하며, 연준 및 연방감독자에 대해 

권고권을 갖는다. FSOC의 권고를 받은 연준/연방감독자에게는 comply-or-explain rule이 적용된

다(정운찬 • 김홍범 2012).

자료: FSA(2009)의 3개 대안과 각 대안에 대한 Litan(2009) 및 Smaghi(2009)의 견해를 정리한 김홍범

(2009, pp.120~123)의 내용을 기초로, 한국은행 런던사무소(2012)와 정운찬 • 김홍범(2012)을 참고

하여 작성.  

   FSA가 제시한 각 대안의 내용과 특징을 일반적 맥락 다시 말해, 영란은행을 중

앙은행으로, FSA를 미시건전성감독기구로, 각각 일반화한 맥락 에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선, 제1안은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미시건전성감독기구

가 정책수단의 선택과 운용을, 각각 관장하는 방안이다. 중앙은행은 자신의 거시건

전성 분석과 판단을 미시건전성감독기구에게 공개적으로 권유하며, 이 때 미시건전

성감독기구에게는 그 권유를 실제로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는 이유를 공개적으

로 설명할 의무(comply-or-explain rule)가 부과된다. 제2안은 중앙은행이 거시건전

성감독을 단독 관장하는 방안이며, 제3안은 중앙은행과 (미시)건전성감독기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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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공동위원회가 거시건전성감독을 관장하는 방안이다. 책임성의 관점에서는 

제1안과 2안이 제3안보다 우월하며, 정치적 이행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제3안이 제1

안과 2안보다 우월하다 (Litan 2009; Smaghi 2009). 

(2)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에에에에서서서서    각각각각    대대대대안안안안이이이이    갖갖갖갖는는는는    적적적적합합합합성성성성: 검검검검토토토토와와와와    평평평평가가가가

  이제, FSA의 3개 대안(일반화 버션)이 각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갖

는지를 논의의 편의상 제3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①①①①    제제제제3안안안안의의의의    적적적적합합합합성성성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건전성감독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공론

화 과정은 아직까지 전혀 진행된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계(policy circle) 

내부적으로는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가 5개 공공기관(기획재정부ㆍ금

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의 기관장급 협의체인 “경제금융대

책회의”(일명 “서별관회의”)인 것으로 이미 정리되어 있다(조영제 2012). 또한, 거시

건전성 관련 논의를 위해 앞서 5개 공공기관의 부기관장급 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

회의”가 2012년 7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동 거시경제금융회의는 2012년 9월 7일 제

정된 대통령훈령(「거시경제금융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한시

기구(2012.7.20~2014.12.31)로서, “국내외 경제와 금융 • 외환시장 동향,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 •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두는 관계기관간 협의체”로 공표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2).35)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제3안을 거시건전성감독체계로 잠정 채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행 거시건전성감독체계는 치명적 한계를 갖는다. 

거시건전성감독체계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현행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데에다, 초보적 지배구조조차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훈령은 법률이 아니며, 경제금융대책회의는 수년째 청와대 서별

관에서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기

관장들의 정무적 모임으로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피상적 내용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동 회의체는 어떤 공식 자료(예를 들면, <보도자료>)도 자

체적으로 공표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회의체의 우량지배구조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김홍

범 2004). 특히, 복수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체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 사

이에 실제로 알맹이 있는 토론을 통해 방향이 결정되기보다는, 회의에서 실질적 토

35)거시경제금융회의는 2012년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기존 차관급 회의체인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외
환시장안정협의회, 그리고 금융업무협의회를 흡수 • 통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2)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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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생략된 채 회의자료에 이미 반영된 관할 정부부처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회의체를 주도하는 관할 정부부처(기획재정부)가 선도기구로서 회

의의 어젠더 결정은 물론 각 이슈의 결론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이다. 이는 회의체 자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회의체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장) 사이의 기능적 협력과 수평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은,36)  현행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구성하는 두 회의체

경제금융대책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일방적 • 하향적 회의체 운영방식은 위기상황, 즉 위기 직후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위기관리단계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시건전성감독은 위기 이전에 시스템위험을 관리하려는 위기예

방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우리나라의 기존 회의체 운영방식은 거시건전성감독체

계의 가동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 회의체를 신설하여 거시건전

성감독 책무를 부여한다 해도 이 회의체의 실제적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 무결성 

등을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회의체 운영의 기존 지배구조적 

취약성에는 법률적 측면도 있지만, 우량지배구조의 확립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제

도와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FSA(2009)의 제3안에 해당되는 우리

나라 현행 거시건전성감독체계는 개편되어야 한다.  

②②②②    제제제제2안안안안의의의의    적적적적합합합합성성성성

  이제 제2안으로의 개편, 즉 거시건전성감독자로서의 한국은행이 바람직할지 생각

해보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다른 어떤 정책기구보다도 거시건전성감독자가 되

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전문성 측면에서 그러하

다.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온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거시전문가

(macroeconomics expert)이다. 그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통해 금융시

스템 안정까지 명시적으로 도모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정책기구가 거시건전성감독

을 관장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는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앙은행은 다른 어떤 정책기구보다도 거시건

전성감독자가 되기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어떤 정

책기구보다도 지배구조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조직이다. 통화정책을 위해서도 양

질의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위해서는 양질의 지배구조가 더

욱 중요하다(Borio 2011). 왜냐하면, “경제와 금융 일반에 일반적ㆍ간접적 영향을 미

치는 통화정책 결정과는 달리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은] 개별 기관과 시장에 선별적ㆍ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거시건전성감독자는 정치 및 산업의 엄청난 압력

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김홍범 2009, p.151). 

36)거시건전성감독에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견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Kim(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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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어떠한가? 전문성 측면에서라면 몰라도,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 책무를 단독 관장하기에는 자체 역량이 아

무래도 부족하다. 제8차 개정 한은법(2011.8)에 따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도모’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므로 이전보다 커다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제6차 개정 한은법(1997.12) 이래 지난 15년 동안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법률적 독립성(de jure independence)에만 머물러 있었고 실제적 

독립성(de facto independence)으로는 거의 연결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

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 결정을 [단독으로] 내려야 하는 경우, 한은은 엄청난 ... 

[외부] 압력에 직면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감독은 적정 범위(예를 들

어 정책 판단의 범위) 이내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김홍범 2009, p.151). 바로 이러

한 관점에서, 이제 이 글은 제2안보다 제1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③③③③    제제제제1안안안안의의의의    적적적적합합합합성성성성

  제1안은 거시건전성감독을 한국은행과 (미시)건전성감독자가 분장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의 정책적 분석과 판단을, 건전성감독기구가 

정책수단의 선택과 운용을 각기 분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때 예상되는 이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김홍범 2009). 첫째, 한국은행과 건전성감독기구 사이의 

책임성 배분이 명확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거시건전성감독 성과의 평가를 통해 각 

기구별 업무 역량의 객관적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점은 특히, 한국은행의 공

개적 권고를 건전성감독기구가 따르지 않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

명해야 하는 의무(comply-or-explain rule)를 평소 부과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제1안은 두 기구 간 감독 협력 및 선의의 경쟁을 촉

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제2안에서는 정의상 기구 간 경쟁이 

존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둘째, 한국은행과 건전성감독기구의 두 기구가 거시건

전성감독을 각기 분장(제1안)하므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경우(제2안)에 

비해 포획위험이 일반적으로 낮아진다. 셋째,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을 독자적

으로 관장하는 경우(제2안)에 비해, 거시건전성감독 관련 정책판단자로서의 한국은

행(제1안)에게 필요한 미시건전성 정보집합의 크기는 같거나 작아질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복수기구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제1안이 갖는 중요한 

현실적 장점일 수 있다. 

  끝으로, 2012년 한국금융학회가 제시한 ‘금융안정위원회(안)’(윤석헌 외 2012)이 수

반하는 잠재적 문제들(<Box 1> 참조)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제1안이 갖는 또 하나

의 장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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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한한한한국국국국금금금금융융융융학학학학회회회회    보보보보고고고고서서서서의의의의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위위위위원원원원회회회회안안안안(윤윤윤윤석석석석헌헌헌헌    외외외외    2012)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검검검검토토토토

� 한국금융학회 금융안정위원회안의 주요 특징

 ㅇ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유관기관 수장 5인과 국회추천에 의한 “민간비상

     임위원 6인”의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부의장은 한국은행총

     재로 보함”(윤석헌 외 2012, p.88)

 ㅇ “별도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고, ... 간사가 위원회 운영실무를 담당[하되], ... 금융안정

     과 관련된 연구,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은행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연구조직(가칭 ‘금융안정조사국’)을 설치”(윤석헌 외 2012, p.88)

 ㅇ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

     든 권역의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무담보로 제공 가능하고 이 대출의 공여 및 상

     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독권 행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나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권역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증자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이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배타적 적기시정조치 권한과 사후 감독권을 행사”(윤석헌 외 2012, 

     p.91)  금융안정위원회에 “‘초법적’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김홍범 

              2012, p.13)

� 한국금융학회 금융안정위원회안(윤석헌 외 2012)에 대한 검토의견 

 ㅇ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정책(거시ㆍ미시건전성[감

    독]정책 포함)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공식화하는 경로“로 남용될 우려(김

    홍범 2012, p.14)

 ㅇ 이는, Nier, et al.(2011, p.4)의 “거시건전성 정책 장치의 바람직한 주요 원칙”에 비추

    어 다음과 같은 2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김홍범 2012):

     � 금융안정위원회를 정부(기재부)가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수 전

       문기구의 정책운영상 독립성(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 금융안정위원회가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시스템리스크 예방)을 넘어, 그와는 구분 

       되는 위기관리 및 위기처리까지 모두 관장하도록 한 점

(3) 소소소소결결결결

  이제 제1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에 관한 분석과 정책 판

단을 관장하는 거시건전성감독자로서의 역할과 통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관장하는 

통화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러한 변화는 한국은행

이 거시건전성감독자 및 통화당국으로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물가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근접목표를 추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목적 간 충돌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최종목표

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상이한 근접목표 사이에

는 시너지가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감독자 역

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상이한 근접목표의 단기적 상충에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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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보강이 필요해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내부조직이 “의사결정, 책임성과 소통구조를 각 정책기능[통화정책기능

과 거시건전성감독기능]에 따라 각기 분리함으로써 두 정책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춰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 것은 “(때때로 상충하

는) 복수의 목표를 단일 기구에 집중시키면 책무가 불명확하고, 책임성이 복잡해지

며,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IMF 2013a, p.1). 요컨대, 한국은행 내부적

으로 통화정책업무의 우량지배구조와 거시건전성감독정책업무의 우량지배구조가 각

기 별도로 확립되어 있다면, 각 업무가 평소 자신의 근접목표 및 최종목표를 독자

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목표 달성에서] 시너지를 누릴 수 있

으며, 때로 단기적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 •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단일 통합금융감독기구 내에서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 각각의 독

자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과거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모형이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1안에 따라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분장하게 된 미시건전성감독당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시건전성감독과 거시건전성감독의 관계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

제학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 미시건전성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춘 “부분

균형” 분석이어서 “금융기관 사이의 상호작용과 금융부문과 실물경제 사이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므로, “[미시건전성감독에는] 시스템 및 거시 차원이 

보태져야 한다”(IMF 2013b, p.18). 이는 “단일 기구가 미시건전성감독기능과 거시건

전성감독기능을 둘 다 관장해야 함을 시사한다”(IMF 2013b, p.18).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이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 동일한 수단집합을 공유한다는 사실도 단일 기구

가 두 감독기능을 함께 관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지한다. 

  전체(거시건전성)와 부분(미시건전성)은 많은 경우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으로 두 감독기능은 상호강화적(mutually reinforcing)이다. 하지만 <그림 1>에 나타

나 있듯이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근접목표도 서로 다르고, 

최종목표도 서로 다르다. 두 감독정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이 각기 근접목표가 달라 단

기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어도 최종목표가 같아 장기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과는 차이가 난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은, 미시건전성감독정책보다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가 망가지는데 부분이 건

재할 수는 없는 데에다, 부분이 건재한 것으로 보이는 동안에도 전체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미시건전성감독당국(단일 감독당국으로서

의 금융감독원)에게 자신의 정책 판단을 공개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고, 미시건전성감

독당국에게 비준수시 공개적 설명의무(comply-or-explain rule)를 부과하는 것은, 미

시건전성감독정책에 대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의 상대적 우위에 기여하는 장치로 해

석할 수 있다.37) 이렇게 본다면, 미시건전성감독당국이 거시건전성감독자 역할을 부

37)영국의 거시건전성감독자인 영란은행(의 FPC)은 미시건전성감독자인 PRA에 대해 권고권은 물론 자본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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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해서 감독당국 내부의 기관구조 변경이 필요해지는 것

은 아니다. 

요컨대, 논점(ⅳ)에 대해 이 절이 도달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 논점(ⅳ): 거시건전성감독 도입을 위한 기관구조

  � 해법: 한국은행과 단일 감독당국(공법인) 간 거시건전성감독 분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판단을, 단일 

감독당국은 정책수단의 선택과 운용을 각각 관장한다. 이 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에 대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의 상대적 우위

를 인정하는 조치(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공개적 정책 권고를 따르지 않

을 경우 감독당국의 공개적 설명의무 등)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행 내

부적으로 통화정책업무와 거시건전성감독정책업무 각각의 독자적 지배구

조(조정장치 포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4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협협협협의의의의체체체체/회회회회의의의의체체체체    도도도도입입입입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기기기기관관관관구구구구조조조조

  우리나라에는 법률적 근거를 가진 금융안정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2009

년 9월 15일 합의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기획재정부 

외 2009)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부기관장급(차관급) 회의체

로 금융업무협의회가 운영되어오다가 2012년 7월 신설된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흡수

되었다.38) 하지만, 동 회의에 법률적 근거가 없음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정책체계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고(<그

림 1> 참조) 관련 4개 정책 사이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금융안

정 정책체계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커

졌다. 또한 금융위기시 위기관리를 관장할 회의체(의결기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커

졌다.   

(1)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협협협협의의의의회회회회

  최근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정책체계를 구성하는 4개 정책 간 상호연관성의 중

심축은 단연 거시건전성감독정책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측

같은 특정 감독수단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한다(한국은행 런던사무소 2012). 이와 같은 지시권은 미시건전성감

독정책에 대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의 우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38)기존 차관급 협의체인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및 외환시장안정협의회도 2012년 7월 금융업무협의회와 함께 거

시경제금융회의로 흡수 • 통합되었다(기획재정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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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나 정책의 다면성 측면에서나 그러하다. 그러므로 금융안정협의체 가칭 ‘금

융안정협의회’ 에는 거시건전성감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과 건전성감독기구가 참

여해야 하며, 여기에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의 이해관계자로서 기획재정부와 예금보험

공사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 책무의 한국은행과 (미시)건전성감독기구 간 분장은 순조로운 상

시적 정보공유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협의회는 평소 그러한 정보

공유를 위한 공식 채널로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정보를 상호 공

유하고 경제금융의 주요 현안(거시건전성감독 이슈 포함)을 수평적으로 협의하기 위

한 정기적 모임이다. 이 때, 금융안정협의회가 참여기관이 각기 관장하는 정책의 독

립성을 훼손하는 경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관 간 수직위계로 인해 복수기

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의 지배구조가 특히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

융안정협의회가 정보공유 및 토론을 위한 채널의 범주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안정협의회는 평소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들 사이의 순수 협의체

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금융안정협의회가 금융안정에 관한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들 각각의 정책 전문성을 중시하는 순수 협의체라

는 점과 금융안정 정책체계의 근간이 되는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의 최종 판단을 한국

은행이 관장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의 의장직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금융안정협의회의 목적과 구성, 운영 등에 관

한 제반 사항이 법률에 명기되어야 하고 협의기구로서의 우량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2)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위위위위원원원원회회회회

  평상시에는 금융안정협의회가 가동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위기시에는 위기관리

를 위해 금융안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련된 효율적 • 효과적 의사결정 메

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기시에는 금융안정협의회(협의기구)가 

아닌 금융안정위원회(의결기구)가 가동되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안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 관련 4개 공공기관으

로 구성된다. 다만, 위기관리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세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점과 정부가 금융안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점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동일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가 평시에는 금융안정협

의회로 운영되다가 위기시에는 위기관리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로 전환되어 운영되

는 등, 회의체의 의장, 회의체의 성격 및 운영방식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다.39) 이와 관련하여, 평시와 위기시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 여부의 판단은  

39)이 글이 제안하는 금융안정협의회와 금융안정위원회는 동일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의 의장, 회의체의 성격 
및 역할이 상황(위기시 v. 평시)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회의체의 의장, 역할 등이 달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유사한 사례가 캐나다에서도 관찰된다. 캐나다의 금융기관감독위원회(FISC;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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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전문기구(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단일 감독당국으로서의 금융감독원) 각자가 

개별적 상황 인식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3 의결로 자신의 견해를 기

재부장관에게 서면 제출하면 장관은 대통령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러한 절차는 평시에서 위기상황으로의 이행과 위기상황에서 평시로의 이행에 공히 

적용된다. 위기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 행위40) 및 관련 

절차는 추후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대상이 된다.41) 금융안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법률에 명기되어야 하

고 의결기구로서의 우량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소소소소결결결결

  논점(ⅴ)에 대해 이 절이 제시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 논점(ⅴ): 금융안정협의체/금융안정회의체의 도입을 위한 기관구조

  � 해법: 금융안정협의회와 금융안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평시에는 한국은행, 단일 감독당국(공법인),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의 수 

장들이 정보공유와 토론을 위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협의기구; 의장 

은 한은총재)를, 위기시에는 동일 구성원이 위기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금

융안정위원회(의결기구; 의장은 기재부장관)를, 각각 설치 • 운영한다. 각 기

구의 목적,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며, 각기 별도의 우량지배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위기와 비위기(정상)의 상황 판단을 위해 전문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정부는 책임성을 각각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절차(각 전문 기관이 자신의 의견을 기재부장관에게 서면 제출하면, 

장관은 대통령과 협의하여 결정)를 확립한다. 

금융기관감독청장)와 고위자문위원회(SAC; 의장은 재무차관)는 둘 다 동일한 구성원 금융기관감독청장, 재무
차관, 캐나다은행(BoC) 총재,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 사장 으로 조직된 회의체이지만, 이들 두 회의체는 

주어진 책무에 따라 각기 구분되며 의장이 달라진다. 금융기관감독위원회는 “감독문제에 대한 관련기관간 의

사소통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기구로 ... 의사결정기구나 자문기구는 아니”며, 고위자문위원회
는 재무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정책의 변경, 법안..., 법률의 변경 등을 논의”한다(김대식 외 2002, p.139).  

40)여기서 의사결정 행위에는 무위(inaction) 즉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 도 포함된다. 

41)본문에 제안된 위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및 관련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최소비용원칙에 대한 예

외로 시스템위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및 관련 절차의 미국 사례(김대식 외 2002 참조)를 원용

하되, 이 글 본문의 맥락에 맞춰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본문이 제시한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는, 위기 여부의 
판단을 위해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핵심 투입물(core inputs)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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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체체체체계계계계가가가가    부부부부분분분분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만만만만    개개개개편편편편된된된된다다다다면면면면?42) 

  이 글은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5개 논점을 명확히 진술한 후, 감독체계의 전면 개

편을 전제로 지금까지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현실적 제약에 직면

해 있는 데에다 자신의 선호를 개편과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유인도 갖는다. 구체적

으로, 정부는 가급적 전면 개편보다는 정치적 가시성이 높은 일부 논점에 대해, 그

것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부분적으로만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개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개편을 위한 개편에 불과

하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시각이다. 그런 경우, 차라리 현행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

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단한 가상 예를 통해 직

관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논점 중 다수

가 다음과 같이 특정 기능(또는 업무)의 분리와 통합에 관련된 것들이다:43)

� 논점(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의 기관 분리(현행) v. 기관 통합

� 논점(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관 통합(현행) v. 기관 분리

� 논점(ⅲ):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의 기관 통합(현행) v. 기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2013.2)을 통해 구성된 새 행정부가 만약 자신의 임기 내에 금융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이들 3개 논점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

일까? 그것은 아마도 (비정부 공법인기구로 통합하든 정부기구로 통합하든) 기관 통

합과 그에 따른 감독인력의 민간화(공법인기구) 또는 공무원화(정부기구)를 수반하

는 논점(ⅰ)일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을 이행하더라도 가급적 개정 

정부조직법의 재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을 이행하고자 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반면, 논점(ⅱ)의 경우에는 기구를 반드시 별도로 신설하거나 분

리하지 않더라도 개편이 가능하다. 논점(ⅲ)의 경우, 현행 금융감독원(공법인기구)으

로부터 시장행위감독업무를 따로 떼어내 신설 시장행위감독기구(공법인기구)를 건전

성감독만을 담당하게 된 금융감독원과 나란히 금융위원회 산하로 병렬 배치하는 경

우에는, 기구 신설은 수반되더라도 정부조직의 변경은 없으므로 이것 역시 크게 부

담스런 개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개편의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논점(ⅱ)와 

(ⅲ)은 정부가 개편을 어렵지 않게 고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42)금융감독체계 TF 주관 초청토론회(2013.5.12)에서 저자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과정에서 한 TF 위원은 저자에
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관통합과 기관분리, 그리고 건전성감독과 시장행

위감독의 기관통합과 기관분리의 가능한 2x2(=4가지) 조합 가운데, 만약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관통합이 현

행과 같이 유지되면서 건전성감독과 시장행위감독의 기관분리만 실현된다면 이는 4 가지 가능한 조합 중 최악
일 것이다.” 저자는 즉석에서 그 견해에 동의했었다. 당시 이 TF 위원의 명쾌한 의견 제시는, 저자가 이 장에

서 부분 개편의 가상적 예시 및 관련 분석을 전개하도록 자극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43)논의의 편의상, 이 장에서는 거시건전성감독의 기관구조 관련 논점(iv)와 금융안정협의회/금융안정위원회 관련 

논점(v)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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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오래 전부터 논쟁적 사안이었던 논점(ⅰ)에 비해 이들 두 논점은 특히 지난 

1년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 결과, 논점(ⅱ)에 대해서는 금

융감독기구로부터 금융정책기능은 떼어내야 하는 방향으로 학계의 합의가 현재 거

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논점(ⅲ)에 대해서는 학계 내부에서도 아직 시각차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논점(ⅲ)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시장행위감독을 따로 

떼어내 소비자보호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제논리

가 무엇이든 그와 상관없이 정치논리 소비자보호의 정치적 가시성을 감안할 때 소

비자보호감독기구의 별도 신설은 사회적 호소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논리 만으로

도 정부에게 매우 매력적인 개편의 메뉴일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이제 논점(ⅰ)은 논외로 하고, 논점(ⅱ)와 (ⅲ)에만 초점을 집중하기로 

하자. 이제 각각의 개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4 가지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조합 A는 현행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둘 다 관장하고,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쌍봉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건전성감독업무와 시장행위감독

업무 각각의 독자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경우이다(논점(ⅱ)에 대해서는 기관구조

의 개편이 없음(개편X); 논점(ⅲ)에 대해서는 기관구조의 내부적 개편을 이행(개편

)). 둘째, 조합 B는 현행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둘 다 관장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시장행위감독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를 관장하는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신설하는경우이다(논점(ⅱ): 개편X; 논점(ⅲ): 개편O). 셋째, 조합 

C는 금융정책업무를 떼어내 여타 정부부처(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위원회

가 감독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시장행위감독업무를 떼어내 금

융소비자보호를 관장하는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이다(논점(ⅱ): 개편

O; 논점(ⅲ): 개편O). 넷째, 조합 D는 금융정책업무를 떼어내 여타 정부부처(기획재

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감독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내

부적으로 쌍봉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경우이다(논점(ⅱ): 개편O; 논점(ⅲ): 개편 ).

  <표 2>는 이들 각각의 조합이 감독품질에 가져올 영향을 보여준다. 표에는 논점

(ⅱ)와 (ⅲ)에서 아무런 개편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현행 조합을 시작으로 

조합 A, B, C, D의 내용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조합의 감독품질에 대한 

영향은, 현행 조합의 감독품질을 기준으로 품질의 증감요인(각기 ⊕ , ⊖ )을 통해 제

시되어 있다. 이 증감요인들은 앞서 이 글이 논의한 내용에 토대를 둔 것임은 물론

이다. 증감요인의 수효를 감안하여 각 조합의 성과를 평가한다면,44) 조합 D가 최선

(⊕  2개)이고 조합 B가  최악(⊕  1개와 ⊖  3개)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

로, 근본적이고도 명백한 현행 ‘핵심적’ 구조 왜곡(금융위원회에 의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동시 관장)을 그대로 둔 채 ‘부차적’ 부분(금융감독원에 의한 건전성감

독 및 시장행위감독의 동시 관장)을 가시적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잘못 건드리면

즉 조합 B의 경우에 가장 열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44)이러한 접근은 자의적이긴 하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유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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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각각    조조조조합합합합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1) 감감감감독독독독    품품품품질질질질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영영영영향향향향

현현현현행행행행        

조조조조합합합합

논점(ⅱ): 금융정책/금융감독 기관통합

논점(ⅲ):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 기관통합
-

조조조조합합합합    A

논점(ⅱ): 개편X  금융정책/금융감독 기관통합

논점(ⅲ): 개편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 기관통합

                  (단일 감독기구 내 쌍봉구조 구현)

⊕  쌍봉 지배구조의 내부적 구현에 

   따른 건전성감독ㆍ시장행위감독

   품질의 개선

조조조조합합합합    B
논점(ⅱ): 개편X  금융정책/금융감독 기관통합

논점(ⅲ): 개편O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 기관분리

⊕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의 기

   관분리에 의한 각 감독품질의 

   개선

⊖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의 기

   관분리에 따른 두 감독업무 간

   조정비용의 증가

⊖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의 기

   관분리 이후, 규모와 세력이 약

   화된 각 감독기구에 대한 정부 

   영향력(관치 • 정치)의 강화

⊖  분리된 시장행위감독기구의 정

   치적 가시성이 한층 높아지면

   서, 지속불가능수준의 소비자보

   호 강화요구가 사회적으로 급증

조조조조합합합합    C
논점(ⅱ): 개편O  금융정책/금융감독 기관분리

논점(ⅲ): 개편O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 기관분리

⊕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의 기

   관분리에 의한 각 감독품질의 

   개선

⊕  감독당국(금융위)이 감독만을 

   관장하면서 각 감독품질이 개선

⊖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의 기

   관분리에 따른 두 감독업무 간

   조정비용의 증가

⊖  분리된 시장행위감독기구의 정

   치적 가시성이 한층 높아지면

   서, 지속불가능수준의 소비자보

   호 강화요구가 사회적으로 급증

조조조조합합합합    D

논점(ⅱ): 개편O  금융정책/금융감독 기관분리

논점(ⅲ): 개편  건전성감독/시장행위감독 기관통합

                  (단일 감독기구 내 쌍봉구조 구현)

⊕  감독당국(금융위)이 감독만을 

   관장하면서 각 감독품질이 개선

⊕  쌍봉 지배구조의 내부적 구현에 

   따른 건전성감독ㆍ시장행위감독

   품질의 개선

<표표표표    2>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체체체체계계계계    개개개개편편편편의의의의    가가가가능능능능한한한한    조조조조합합합합: 예예예예시시시시    및및및및    비비비비교교교교

각주 1) O는 개편에 의해 기관 분리를 이행한 경우, X는 개편 없이 현행 기관구조(통합)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는 기관 분리는 없으나 금융감독원 내부에 쌍봉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방식으

로 부분 개편을 이행한 경우를, 각각 의미.

     2) ⊕ 는 감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 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각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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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현현현현행행행행    감감감감독독독독체체체체계계계계의의의의    주주주주요요요요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과과과과    해해해해법법법법

현현현현행행행행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해해해해법법법법

(ⅰ) 감독정책/감독집행의 기관 분리   금융위ㆍ금감원 통합에 의한 단일 공법인화

(ⅱ) 금융감독/금융정책의 기관 통합    감독당국(공법인)에서 금융정책을 분리 

(ⅲ) 소비자보호의 취약성              감독당국 내부에 쌍봉 지배구조 확립

(ⅳ) 거시건전성감독체계의 실질적 부재 한국은행-감독당국 간 거시건전성감독 분장

(ⅴ) 금융안정 협의체/회의체의 부재   금융안정협의회/금융안정위원회 설치 • 운영  

5. 요요요요약약약약    및및및및    결결결결론론론론

  지금까지 이 글이 제시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논점과 각 해법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Box 2>와 같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해법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전체 기관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그그그림림림림    2> 바바바바람람람람직직직직한한한한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체체체체계계계계의의의의    기기기기관관관관구구구구조조조조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위위위위원원원원회회회회 (위기시 의결기구; 의장: 기재부장관)

         

                           

           기기기기획획획획재재재재정정정정부부부부                                            예예예예금금금금보보보보험험험험공공공공사사사사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원원원원                                                한한한한국국국국은은은은행행행행

                                                                         시시시시장장장장행행행행위위위위   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감감감감독독독독        거거거거시시시시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  통통통통화화화화정정정정책책책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예금보험제도                   감감감감독독독독(소소소소비비비비자자자자    --------------         감감감감독독독독(분석과

           경제ㆍ재정ㆍ금융ㆍ외환정책                                      보보보보호호호호감감감감독독독독)   거거거거시시시시건건건건전전전전성성성성        최종판단)        

        예산ㆍ기금; 국가채무                                                      감감감감독독독독(수단의        

           공적자금 등                                                              선택과 운용)

                                                                                   

                                                                     (별도 지배구조; 기구내 쌍봉구현)         (별도 지배구조)

                        금금금금융융융융안안안안정정정정협협협협의의의의회회회회 (평상시 협의기구; 의장: 한국은행총재)

  한편, 이 글은 우리나라 감독체계가 위 5개 논점(문제점) 모두에 대한 전면 개편

의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장의 가상 예에서 설명했듯이, 만

약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제약이나 개편 논점의 정치적 가시성에 의해 정부가 선택

적으로 부분 개편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열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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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이 글은 금융을 연구할 순수 민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김홍범 

2013e). 한 마디로 지난 15년은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한국경제 • 금융의 격동기였고, 21세기 한국 금융의 비전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 금융의 미래비전을 확립하고 그에 적합한 금융안전망을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면, 1998년 금융개혁 이후 제도 정비는 대체로 

사안별로 진행(piecemeal approach)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전개되었거나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개별 사안들 예를 들어, 두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제 • 개정, 우리은행 •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을 둘러싼 각각의 접

근이 그런 좋은 예이다. 금융의 미래비전이 불분명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슈별 논의

는 그 초점이 전체보다는 개별 사안 자체에만 집중되므로,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반

의 관점에서 내적 정합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런 근거로, 이 글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금융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전반에 관한 미

래지향적 정책권고를 제안할 선진국형 특별 민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저자는 이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순수 민간위원

회에 의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해왔다(김홍범 2007 • 2008 • 2009 •

2013a • 2013c • 2013d • 2013e; Kim 2009). 여기서 ‘선진국형’이란 1990년대 중반

(1996.5~1997.3) 활동했던 호주의 금융시스템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 일명 

월리스위원회)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순수 민간위원회였던 호주 금융시스템위원회

는 연구기간 중 적극적 여론수렴활동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

다. 이 때 동 위원회의 적극적 여론수렴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우량지배구조 특히 

투명성과 개방성 은 금융개혁의 성공을 가져온 필수 전략이었다(김홍범 2008;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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