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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융기 에게 부여된 투자권유에

한 규제사항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한 고찰을 목 으로 한다.이 논문이 지 하고 있는 행 자본시장법상 설

명의무의 문제 으로는 ①사 자치가 용되는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융

투자업자만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 문제,②설

명의무의 당사자문제로 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장외 생상품거래를 할 경

우와 문투자자에 한 설명의무 용의 문제,③설명할 사항과 범 에 있

어 어떠한 기 을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④설명의 정도에 한 자본시장

법상 기 이 투자자보호기 에 맞추어 정한 수 인지의 문제,⑤설명의무

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해외의 법제와 사례를 통해 의 문제 에

한 해결방안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 다.

그 결과 ①에 하여는 자본시장법 이 부터 논의되어 오던 신의칙상 부수

주의의무로서의 고객보호의무의 법리와 정보비 칭 해소가 설명의무의 근

거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

로써 이러한 이념을 규제원칙화 한 것임을 확인하 다.

②에 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융투자업자에게만 용되는 설명의무를 동종

의 융상품을 매하는 유사 기 에게도 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한

해결로는 각 규제법 차원에서의 설명의무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과 융소비

자보호법을 통한 규제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자본시장법

상의 보호 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도 고객보호의무 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가 존재하며 이에 하여는 감독규정이나 융투자업자

의 업행 가이드라인을 통한 세부사항의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③에 하여는 행정규제상의 설명의무와 사법상의 책임의 근거로서의 설명의

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고 설명의무 이행시 요성에 한 단은

계약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모든 사항으로 보되,설명의무 반에



한 단은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

로 요한 사항인 경우로 단해야 한다는 요성 단의 기 을 제시하 다.

한 직 인 장외 생상품 거래가 아닌 펀드와 같은 간 형 장외 생상품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기 자산인 장외 생상품의 구조와 험성에 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많

았다는 에서 이에 한 투자자보호방안이 필요함을 지 하 다.

④에 하여는 설명의 정도에 한 자본시장법상 기 이 정한지에 하여

한국과 독일의 결을 심으로 검토하여 투자자보호의 에서 보다 강화

된 설명의 기 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장외 생상품거래의 목 과 투자자 특

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 이 보다 합리 임을 주장하 다.

⑤에 하여는 설명의무의 이행방식에 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등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하여 검토하 다.아무리 법상 규제기

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자율규제기 인 융투자 회의 역

할증 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 이고 신속하게 응할 필요가

있음을 일본 증권업 회(JSDA)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았고 투자자 손실과 피

해발생을 사 으로 제어하기 한 융감독기 의 역할제고가 필요함을 주

장하 다.

장외 생상품 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

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 이 국제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으로 바람직한 상이라고 야 할 것이다.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 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장외 생상품,설명의무,법 리스크, 융규제, 융기 과 고객의 계

학번 :2010-2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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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융기 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융투

자업에 한 법률1)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한 고찰을 목 으로 한다.

기본 으로 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 음을 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매자인

융기 에 비해 상 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융기 의 설명은 계약

의 편입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즉,여기서의 융기 의

설명은 어떤 의무에 따른 설명이라기보다는 계약과정에 수반되는 차의 하

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융기 이 고의 는 과실로 해당 상품에

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고객이 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

에 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융기 의 책임을 구성하는 하

나의 이론으로 설명의무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이러한 의무의 근거

에 해서는 신의칙이나 보호의무론이 주로 논의된다.즉,설명의무는 상품의

매자인 융기 에 비해 상 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상품에 한

주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자의 정보비 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 으로

융기 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계약당사자간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한 일정한

규제 내지는 개입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융거래에 있어 설명의무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생상품이라고 하

는 진화된 융상품의 등장이 있었다.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융상품은 1990년 에 이르러 생상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리스크 리

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고수익을 창출하는 융상품으로 각 을 받았

다.그러나 2008년 시작된 로벌 융 기의 배경에 생상품이 있다는 사

1)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제정,2009년

2월 4일 시행),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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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알려지면서 량살상무기(financialweaponsofmassdestruction)2)라는

비 을 받아야 했다. 융기 이 융상품에 한 설명의무를 제 로 이행하

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미국과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소송3)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표 으로 키코(Knock-in

Knock-out)라는 환헤지 장외 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규모 손실을 입

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심을 받게 되었다.4)

키코사건 마지막 법원 변론(2013.7.18)은 외 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

었다.공개변론이 결정된 배경에는 해당 사건의 사회 요성과 공감 형

성에 한 재 부의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5)뜨거운 심 속에 진행된 공개

변론 이후 2013년 9월 26일 법원의 최종 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키코계

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을 제로 험성에 한 설명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않은 융회사에 하여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다.6) 법원의 결

로 인해 오랜 시간 논쟁의 상이 되어오던 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

무에 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한 결의 구체 내용은

자본시장법 이 과 이후의 설명의무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한 기 이 될 것으로

보인다.

2)WhatWorriesWarren(2003.3.3),Fortune

3)JenniferE.Bethel,Allen Ferrell,Gang Hu,"Legaland economicissuesin

litigationarisingfrom the2007-2008creditcrisis",HarvardLaw andEconomic

Discussion Paper(2008.11.17),CarlaE.Craig & DanielHume,"Nightmare2-

Customers":RecentLitigationBetweenderivativesdealersandtheircustomers

involvingissuesoffraud,breachoffiduciaryduty,suitability,etc..,andregulator

andindustryresponse,inunderstandingthebusiness,bankruptcyandsecurities

aspects of derivatives, Commercial Law & Practice Handbook series

No.A4-4492(1995)

4)Bloomberg,"KIKOHedgesSlayKoreanExporters,ThreatenBanks(2008.10.17)

FinancialTimes,"OutcryoverKorean'Kiko'suspensions"(2009.4.1)

5)원종 ,“키코(KIKO) 련 법원 공개심리의 주요 쟁 과 향후과제”,이슈와 논

제697호(2013.8.13),1면

6)법률신문,“ 법원,키코(KIKO)불공정 상품 아니지만...”(2013.9.26)

키코 련 사건 4건에 한 원합의체 결이 선고되었다.[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146 원합의체 결,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3637 원합의체 결,

법원 2013.9.26선고 2013다26746 원합의체 결, 법원 2013.9.26선고 2011

다53683 원합의체 결]



-3-

설명의무는 추상 인 개념이다.거래과정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설명’에

한 당 가 규범이 될 때에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는 규제자의 방향설정에 따라 다양한 규제양

태를 보일 수 있다.즉, 융소비자보호와 시장의 자율성 어느 것에 방

을 두느냐에 따라 피규제자인 융기 이나 융소비자의 이해 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자본시장법에서 설명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일견

련된 법 불확실성과 의무의 근거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설

명의무의 법 기능과 한계에 한 논의는 융소비자보호의 에서의 논

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상품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외

생상품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설명의무 반을 문제 삼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에서 ‘무엇’을 ‘어떻게’설명할 것인가에 한 설명의무 규제

에 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는 세계 으로 융소비자보호가 강화

되어가는 시 에서 투자자책임 원칙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융규제

법 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할 수 있는

분야인 설명의무규제에 한 비교법 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기능과 법률 계에 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범

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는 융투자상품에 용됨

을 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증권과 생상품이 포함되나 본 연

구에서는 이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설명의무로 융투자상품의

범 를 한정한다.

구체 인 범 는 ①사 자치가 용되는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융투자업

자만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 문제,②설명의무

의 당사자에 한 문제,③설명의 내용에 한 문제,④설명의 정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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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기 이 투자자보호의 규제법상 이념에 비추어 정한 수 인지

의 문제,⑤사후 구제방안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한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한 문제에 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가 융소비

자보호에 있어 유의미한 수단인지에 한 의문과 제도 개선방안 등에 한

검토를 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시

도한다.설명의무에 한 각 국의 법제는 그 나라의 법제도와 융시장의 고

유한 특징을 반 하고 있는데 이에 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외국의 법제에 한 비교법 분석을 하여 규제의 정도와 수 을

살펴본다. 한 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 반과 련된 한국과 외

국의 분쟁사례를 통해 설명의무 규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계를 살펴보고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제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설명의무의 개념에 해 논의한다.자본시장법 이 의 간

투자자산운용업법과 증권거래법 시행령,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의 설명

의무 규제내용 례와 학설을 통해 논의되어 온 사항과 자본시장법 이후

명시 으로 규정된 설명의무에 한 개념을 정리하고,외국의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어떤 식으로 개념구성하는지에 해 정리한다. 한 유사개념과의 구

분으로 합성원칙, 정성원칙,약 설명의무,조언의무에 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①에 한 검토로 설명의무의 법리 근거에 해 논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 에 계약법상의 보호의무론을 근거로 학설과 례에 의

해 인정되어 왔던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를 원칙화 함으로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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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근거를 갖게 되었다.그 다면 자본시장법 이 과 이후 양자의 규제근거

의 차이는 어떠한지 종례의 례이론과 자본시장법상 규정과의 계는 어떠

한지 살펴본다. 한 외국에서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신인의

무에 해 비교법 검토를 하여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융투자업자만이 고

객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정리해본다.

제4장에서는 ②∼④에 한 검토로 설명의무의 구체 인 내용에 해 살

펴본다.설명의무의 주체와 상 방의 범 에 한 검토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과 련 법률에서의 설명의무 규제내용과 설명의무가 문제 되었던 표 인

국내외 사례를 심으로 법원이 명시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본다.투자자보호를 포함한 융규제법 에서 설명의무 규제내용의

문제 설명의무의 구체 기 에 한 개선방안을 개진한다.

제5장에서는 ⑤에 한 검토로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해 살펴

본다.설명의무 반 시의 제재사항과 보호장치 등에 하여 행정 ,민사 ,

형사 수단을 검토하고 실효성 확보를 한 설명의무 규제의 방향성 개

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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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설명의무의 의의

제 1 설명의무의 개념

Ⅰ.국내법

1. 례에서의 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제정 이 에 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설명의무는 종래 증권

투자에서 투자권유자인 융기 의 권유자책임의 하나로 발 되어 왔다.주

로 투자신탁거래와 주가지수선물거래 등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특징7)이며

개념 으로는 “ 상상품에 한 요사항을 설명하여 투자자들로 하여 투

자의 험성에 한 정확한 인식을 기 로 투자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8)로 정의되어 왔다.

장외 생상품 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하여도 “ 융기 은 융상품의 특성

험의 수 ,고객의 거래목 ,투자경험 능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여 고객이 당해 생상품거래의 구조와 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9)고 시하여

다른 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융기 에게 설명의무가 있음을 제로 특

히 고도의 융공학 지식에 의하여 개발된 장외 생상품의 경우 융기

으로서는 그 장외 생상품 거래의 험성에 하여 고객이 한층 분명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시하여 장외 생상품거

래의 경우 한층 강화된 설명의무의 기 을 제시한 바 있다.

7)권순일,“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박 사(2004),186면

8)서울 앙지방법원 2000.2.1.선고 99가합5212 결

9) 법원 2013.09.26.선고 2012다1363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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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법규상의 설명의무

1) 간 투자자산운용업법10)

자본시장법 이 의 융법규상 설명의무에 한 규제로는 간 투자자산운

용업법,증권거래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들 수가 있다. 간 투자자

산운용업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는 투자회사는

간 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신

탁약 는 투자회사의 정 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하여 수탁회사

는 자산보 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 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 투자증권의 취득

을 권유함에 있어 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야 한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규정하 다.

2) 증권거래법11)

증권거래법에서는 고객보호의무의 하나로 제52조에서 부당권유행 를 지

하고 이에 한 세부사항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에서는 합리 인

근거가 없는 단을 제공하여 권유하는 행 나 상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하는 행 등을 지하 다.

특히 증권회사가 장외 생상품거래업무를 할 경우의 업무기 의 하나로 거래

상 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외 생상품거래에 따르는 험을 서면으로 충분

히 고지할 것12)을 규정하 다. 한 자율규제기 인 한국증권업 회의 ‘증권

회사의 업에 한 규정’에서는 ‘고 험거래등에 한 험고지’를 규정하여

장외 생상품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규제사항을 정하 다.

10)2007.8.3.법률 8635호로 제정되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폐지됨

11)1962.1.15.법률 972호로 제정되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폐지됨

12)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9(장외 생 융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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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감독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은행이 장외 생상품을 매할

경우 합성 의무 설명의무를 반한 행 를 불건 업행 의 하나로

규정13)하고 있었고,거래 상 방의 거래의 구조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

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요정보를 거래상 방에게 합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장외 생상품 거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하여 은행이 거래시 유의하여

야 할 사항에 하여 상세히 규정14)하 다.

1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불건 업행 등)

규정 제88조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행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장외 생상품거래시 거래상 방(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

투자가를 제외한다)에게 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요정보를 충

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 (동 규정은 2005.12.23자로 신설되었으나 자본시

장법 개정에 따라 2010.11.17자로 삭제되었다.)

1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 융거래시 유의사항)

융기 은 업무취 에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6.장외 생상품거래(규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융거래약 을 이용한 거래제외)

가.거래상 방(제6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방을 말한다.이하 이호에

서 같다)의 업속성․재무상황․ 융거래 수 ,당해 거래의 목 ,상품에 한

이해정도․ 험 리능력,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합하다고 단되는 거래

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거래상 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상 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 받는 경

우 거래상 방이 당해 거래에 한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

보를 극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거래상 방이 거래의 구조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

크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요정보를 거래상

방에게 합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비정형 생상품거래(별책서식 제29

호.4-나-4의 비정형 생상품거래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여야 하

며,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비정형 생상품거

래인 경우 거래상 방에 한 손실 험 설명시 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흐름 변동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거래상 방이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이 에 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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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본시장법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융투자상품에 한 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설명의무에 한 법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이로써 기존에 융기 의 종류에 따라 은행법,증권거래법,외

국환거래법에서 각각 규제되던 장외 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통일 으

로 규제15)하게 되었다.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는 해당 융상품

을 제조, 매한 융기 이 부담한다.자본시장법 제47조16)에서는 “ 융투자

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설명

의무의 주체를 융투자업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

에 따르는 험,그 밖에 통령령17)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 다.

당 제정당시에는 설명의무에 한 사항 투자자의 합리 인 투자 단

는 해당 융투자상품의 가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거짓으

로 설명하거나 요사항을 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으나 “거

짓 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하여 단정 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 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요사항을 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18)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한 단정 단의 제공행 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반의

마.거래와 련된 각종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며,비정형 생상품 거래

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 융기 의 거래원가가 아닌 고

객 거래가격 수 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비정형 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매월말 기 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

상 방의 후선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거래상 방의 법한 권한 보유 여부를 검하기 하여 제출받은 서류,기본

계약서(부속서 포함),당해 거래의 성립확인서 등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상품설명서,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하여 거래상 방과 수수한 모든 자

료,당해 융기 내부(외국은행지 의 경우 지역본부 본 등을 포함한다)에

서 이루어진 거래승인에 한 자료 등을 보 하여야 한다.(동 규정은 2005.12.23

자로 신설되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0.11.17자로 삭제되었다.)

15)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995면

16)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17)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18)법률 제9407호,2009.2.3자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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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포함하고, 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 생상품 매매는

험회피 목 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한 보호장치 장외 생

상품에 한 규제장치를 마련하 다.

Ⅱ.외국법

1.미국

1)FINRA Rule

(1)규제근거

미국의 증권거래법(SecuritiesExchangeActof1934)Section6(National

SecuritiesExchange)과 Section15A(RegisteredSecuritiesAssociations)의

규정에 따라 융감독기 인 SEC(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에 등

록된 증권거래소(nationalsecuritiesexchange)와 증권연합회(nationalsecurities

associations)에 공정한 거래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행 를 한 회원사에 한

퇴출, 업정지,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임19)하고 있으며,

SEC는 SEA 19(b),(c)의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기 의 규칙에 한 승인권

직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증권을 포함한 융투자상품의 규제는 기본 으로 합성원칙

(SuitabilityRule)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성 원칙은 증권거래와

장외 생상품거래에서는 그 기 을 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거래경험이

은 개인을 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와는 달리 해당 상품에 한 거래경험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한 장외 생상품거래에서는 기본 으로 합

성원칙을 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1995년 미국 의회가 모든

19)15U.S.C.78f,78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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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에 해 합성원칙을 용할 것인가에 해 검토하 다가 시장의

자율규제가 타당하다는 단하에 법제화시키지 않게 되었다.20)

(2)구체 내용

자율규제기 인 FINRA는 융기 과 고객과의 소통에 한 일반원칙으로

공정하고 성실할 것,불편부당할 것,사실평가에 있어 건 한 기 에 의할 것

을 요구한다. 한 이러한 소통은 거짓되거나 과장되지 않아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 이어서도 안 된다.21)

FINRA의 규칙22)에 의하면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는 권유에 합당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3)투자권유에 있어 합

리 인 근거(reasonablebasis)24)를 가질 것을 "Know thesecurity"라 부르기

도 한다.

설명은 명확하고 오해할 수 있는 표 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리스크의 유형

과 잠재 이익에 하여 설명해야 한다.가격변동의 험과 배당,수익률의

불확실성도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한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속성을 고

려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여야 하며,거짓되거나 과장된 표 ,부 하

거나 오해할 수 있는 표 은 사용해서는 안된다.수익을 논함에 있어서는 세

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투자권유와 련하여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주진열,“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합성 문제에 한 비교법경제학 고찰”,

스티스 통권 제115호(2010),216면

21)FINRA rules2210(d)(1)GeneralStandards

22)FINRArules2210은 SEC에 의해 승인되어 2013년 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SecuritiesExchangeCommissionReleaseNo.34-66681(Mar29,2012)

23)FINRA rules2210(d)(7)Recommendations

24)FINRA rules2111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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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CRule10b-5

SEC는 증권거래에 있어 사기 인 방법에 의한 행 를 지25)하고 있는데 증

권의 매수 는 매도거래에 있어 “ 요한 사실에 하여 허 표시를 하거나,

표시가 행하여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오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요

한 사실의 표시를 락하는 것”을 지함으로써 일종의 부작 의무를 명시하

고 이에 반되는 행 를 할 경우 묵시 인 사 소권을 인정하고 있다.26)

2. 국

1)규제근거

국은 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ServiceandMarketsAct,FSMA)에서

한 수 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명문화27)하고 있지만 융업자의 투자권유

규제와 련한 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에 한 구체 인 규정을 명하

고 있지는 않다.

이에 한 규제는 융감독기 인 FCA(FinancialConductAuthority)28)에

25)SECRule10b-5:EmploymentofManipulativeandDeceptivePractices:

Itshallbeunlawfulforanyperson,directlyorindirectly,bytheuseofany

meansorinstrumentalityofinterstatecommerce,orofthemailsorofany

facilityofanynationalsecuritiesexchange,

(a)Toemployanydevice,scheme,orartificetodefraud,

(b)Tomakeanyuntruestatementofamaterialfactortoomittostatea

materialfactnecessaryinordertomakethestatementsmade,inthelightof

thecircumstancesunderwhichtheyweremade,notmisleading,or

(c)Toengageinanyact,practice,orcourseofbusinesswhichoperatesor

wouldoperateasafraudordeceituponanyperson,inconnectionwiththe

purchaseorsaleofanysecurity."

26)임재연,“미국증권법”,박 사(2009),312면

27)FinancialServicesandMarketsActs.5(1)

28) 국의 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국의 융감독기 이었던 FSA의 감독

기능은 2013년 4월 1일부터 건 성 규제기 인 PRA(PrudentialRegulatory

Authority)와 소비자보호 기 인 FCA(FinancialConductAuthority)로 분리되었다.

FCA의 기능과 역할에 해서는 DavidKenmir,DavidHislop,"FCA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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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하고 있으며 FCA의 일반 업행 규범(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이하 COBS)에서는 먼 융기 에게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기본원칙으로 공정, 명확하고 허 가 아닌(The fair, clear and not

misleadingrule)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9)

2)구체 내용

융업자의 업행 규칙 융기 의 설명의무에 한 상세는 COBS6

( 융회사와 그의 업무 보수에 한 정보),COBS13(상품정보의 작성),

COBS14(상품정보의 고객에의 제공)등에 규정되어 있다.

설명의무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 융회사는 고객에게 요구

되는 정보를 지정투자업무나 부수업무를 제공하기 한 시기에 고객에

게 제공30)하여야 하며,비용 련 수수료에 한 정보(Informationabout

costsandassociatedcharges)를 제공31)해야 하며 설명의 수단과 련하여서

는 서면 이를 체할 수 있는 자 수단 등의 속 인 수단으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32) 한 융회사는 부분의 집합상품 등에 한 주요 특

징서면(Key Features Document)과 주요 특징 시(Key Features

Illustration)를 작성33)해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34)하여야 한다.여기에서 말하

는 주요 특징서면에는 일반고객이 투자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본질과 복잡성,상품의 기능,상품에 용되는 한계와 최소기 ,매수

는 투자의 주요 이익과 험에 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한 고객의 유형을 고려하여 투자의 성격과 험에 하여 설명35)하여야 하

regulation",CompianceOfficerBulletin(2013.10)

29)COBS4.2.1R

30)COBS6.1.11R(Timingofdisclosure)

31)COBS6.1.9R(Informationaboutcostsandassociatedcharges)

32)COBS6.1.13R(Medium ofdisclosure)

33)COBS13.3.1R(Generalrequirements)

34)COBS14.2.1R(Theprovisionrules)

35)COBS14.3.2R(Providingadescriptionofthenatureandrisksofdesignated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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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기에는 투자의 성격, 련된 특정 험, 버리지와 그 향에 한

설명,투자가격의 변동성,부가 으로 발생 가능한 부채나 의무의 공시,마진

이 포함된다.

3.일본

1) 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일본의 융상품거래법36)은 융상품거래업자의 서면교부 의무화를 통해 설

명의무를 명문화하 다.이에 의하면 융상품거래업자는 융상품거래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 에 고객에 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

면을 교부해야 한다.37)이를 반한 융기 이나 상품 매자는 행정처분의

상이 된다.38)서면교부에 즈음하여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상황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추어 해당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방

법 정도에 의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9)이와 련하여 일

본 법원은 해당 상품에 한 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

라 해당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수반되는 험을 헤지하는 방법도 설명할 것40)

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 사항의 범 에 한 극 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거래의 구조 그에 따르는 험,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

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 으로 무엇을 얼마

36)기존에 일본 자본시장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증권거래법을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융상품을 규제 상으로 하고 횡 인 투자자 보호법제

를 마련하기 하여 2006년 6월 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오성근,“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 한 연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

교를 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06.10),21면

37) 융상품거래법 제37조의3제1항

38) 융상품거래법에서의 설명의무 반은 행정처분의 상인 반면, 융상품의 매

등에 한법률상의 설명의무 반은 일반 사법제재의 상인 에서 차이가 있다.

정순섭,“일본의 융기 설명의무 입법에 한 연구”,홍익법학 제8권 제1호

(2007),209면

39) 융상품거래법 제38조제6호

40)川地宏行,“デリバティブ取引における説明義務と損害賠償責任”, 修大学法学会97号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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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할 것인가에 하여는 통일된 기 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41)은

부터 지 되어 온 부분으로 여 히 한계로 남아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2) 융상품의 매등에 한법률(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융상품의 매등에 한법(이하 융상품 매법)42)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더

욱 두텁게 하기 한 규정을 두었는데 융상품 매업자등은 융상품의

매등을 업으로 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융상품의 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객에 해 「 요사항」43)에 해 설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상황 해당 융상품 매에 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추어 해당 고객이 이해하기 하여 필요한 방법 정도에 의하여야 한다.

융상품 매법은 「원본결손이 발생할 우려」와 「원본을 상회할 손실이

발생할 우려」를 별도로 나 어 법 제3조제1항 제2호,제4호,제6호에서 규

정하고 있다.이 ‘융상품 매와 련된 거래구조’는 2006년 개정에 의해

새로이 설명의무에 추가된 사항인데, 융상품의 매유형에 따라 기본 으

로 융상품의 매에 의해 고객이 취득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44) 한 설명은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의 상황

41)川地宏行,“デリバティブ取引における説明義務と損害賠償責任”, 修大学法学会98号p.34

42)2000년 5월 제정되었으며 유가증권과 생상품거래뿐만 아니라 과 보험

등을 포함한 여러 융상품을 매하는 사업자에 하여 용된다.당 융

상품거래법 제정 검토과정에서 융상품 매법도 함께 포함시키려 하 으나

융상품거래법의 용 상은 투자성이 높은 투자상품으로 한정되는 반면

융상품 매법은 그보다 용범 가 넓은 , 융상품 매법에서는 다른 사업

법에 의하여 이미 투자자 보호원칙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동법의 용 상에

서 배제하기로 한 등을 이유로 각각 독립 인 법률로 남게 되었다.

오성근,“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 한 연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를 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2006.10),131면

43) ‘요사항’에 해서는 융상품 매등에 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융상품 매에 있어서 시세나 기타 지표에 한 변동을 직 인

원인으로 하여 원 결손 원본을 상회할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①원본손해 원본을 과하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②당

해지표,③지표에 련된 변동을 직 원인으로 하여 원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래의 구조 요한 부분,④당해 융상품의 매의 상인 권리를

행사기간의 제한 는 계약해제에 한 기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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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융상품의 매에 계된 계약을 체결한 목 에 비추어 고객에게

이해되도록 하기 한 필요한 방법 정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여 합성의 원칙에 입각한 설명의무의 단기 을 마련하 다.45)특정투자

가에게는 요사항에 한 설명의무는 용되지 않으며46), 요사항에 해

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의사표명한 고객은 설명의무의 용 상이

아니다.47)

4.독일

1)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WpHG)

독일에 있어서의 설명의무(Aufklärungspflicht)는 고객에 한 신뢰책임의 하나

로 인정되고 있다.여기서 신뢰는 증권회사의 문가로서의 지 에서 유래한

다.고객은 증권회사를 신뢰하고 한 복잡화된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측의 문 지식과 이것을 받는 측의 지식이 극단 으로 불균

형 이므로 이 불균형을 수정하기 해 문 지식을 가진 측의 설명의무를

하나의 부수의무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하여 두 가지 종류의

설명의무를 구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즉,하나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

지만 계약체결 에 설명의무 반이 존재하는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그 무효원인에 해서 설명의무 반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자는 계약상의 설명의무 반,후자는 불법행 법상의 설명의무 반이라고

한다.특히,독일에서는 자의 문제를 례에 의해 발 되어온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48)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은 원래 독일

44) 융상품 매등에 한법 제3조제5항

45) 융상품 매등에 한법 제3조제2항

46) 융상품 매등에 한법 제3조제7항제1호

47) 융상품 매등에 한법 제3조제7항제2호

48)우리나라의 경우 민법학계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독일민법과 달리 채무불이행

법과 불법행 법에 포 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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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이후 불법행 법이 피해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

지자, 례가 구체 인 사건에서 불법행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는 부 한 경우 이를 계약 원리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 고,이러

한 요청에 응하여 학설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인 법제도로 발

하 다.49)

독일의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WpHG)제31조(일반행 칙)에

서는 합한 융투자상품이나 융투자서비스를 투자자에게 권유하기 해 필요

한 정보를 계약체결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spflicht)를

규정하고 있다.50) 한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투자조언(Anlageberatung)과 융

자산 리(Finanzportfolioverwaltung)를 하는 증권업기업은 고객에게 투자상품

증권서비스 부를 권유하기 해 고객의 지식과 경험,투자목 과 융 계

등에 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제1문). 한 합성원

칙에 따른 테스트기 을 두어 ① 특정 투자행 가 고객의 투자목표에 일치하

고,② 투자행 와 련된 험을 고객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③ 고객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투자행 로부터 유발된 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문).만약 필요한 고객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러한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지하고 있다.(제3문)

독일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설명의무 규정에 불구하고 설명의무와 조언의무

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설과 례가 설명 조언의무

(AufklärungundBeratungspflichten)라는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이에 의

하면 설명은 투자 상에 한 일반 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조언은 투자자의

개별 인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언은 투자자에 한 정보제공 뿐만 아

니라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결정을 한 단을 포함하게 된다.실

무 으로도 설명과 조언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

다.51)설명의무에 따라 융기 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투자자

49)권기훈,“선물업자의 설명의무”,상사 례연구 제17집(2004.12),259면

50)§31AllgemeineVerhaltensreg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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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설명의무의 목 자체가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제공되는 정보는

락이나 불분명한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합리 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52)

2)자본시장지침(MiFID)

독일에서 자본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53)은 자본시장지침 환법(FRUG)54)에 의해 모든 조항이 거의 일 일

방식으로 국내법 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시장지침 환법에 의해 독일

증권거래법에서 이루어진 투자자보호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은 본질 으로 자

본시장지침의 투자자보호에 한 규정과 동일하다.55)

자본투자표 차법(Kapitalanleger-Musterverfahrensgesetz:KapMuG,Nr.19)은 투

자자들의 민사법상의 법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다.자본투자와 련해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에 해 청구권에 근거하여 이와 련한 법 사항들을 표

차에 맞게 규정해 놓았다.투자자들은 이 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이 투자조언에 한 규제

는 업행 규제의 핵심으로 MiFID의 주된 신 의 하나로 설명된다.56)

EC(EuropeanCommission,유럽집행 원회)의 자본시장지침(MiFID)제21조

에서는 최선집행의무(BestExecution)를 규정하여 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이익

51)신 윤,“ 생 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한 설명·조언의무 - 독일연방 법원

결(BGH,Urtv.22.3.2011-XIZR 33/10)을 심으로”,상사 례연구 제24집

제2권(2011),426면

52)정 익,“독일에서의 투자자보호 -자본시장지침(MiFID)의 향을 심으로”,법학

연구 제51권 제3호,부산 학교(2010),15면

53)Directive2004/39/EC

54)Finazmarktrichtline-Umsetzungsgesetz(MiFID-Umsetzungstdsetz)

55)정 익,“독일에서의 투자자보호 -자본시장지침(MiFID)의 향을 심으로”,법학연구

제51권 제3호,부산 학교(2010),2면

56)NiamhMoloney,ECSecuritiesRegulation,OxfordUniversityPress(2008),p.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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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문지식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집행을 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는 업무행

규제(ConductofBusinessObligations)조항으로 고객에게 투자 련 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한 문가로 행동할 의무를 지며 상호간의 명

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고객이 해당 융상품의 특징과 리스크에 해서 합

리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투자상품을 권유함에 있어 고객의 지식과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고객에

게 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필요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57)설명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명확해야 하며 투자에 련된 험에 한 경고와 합한

지도를 포함해야 한다. 련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그리하여

고객이 투자서비스의 성격과 험을 합리 으로(reasonably)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투자정보를 제공할 때는 융기 이 고객에게 합한 투자상품을 추천하

기 해서 고객의 지식과 경험,재정상태,투자목 등에 한 필수 인 정보를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투자자보호와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하여

원회는 융기 이 규제사항을 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 2 유사개념과의 구분

Ⅰ. 합성원칙

1.의의

합성원칙(SuitabilityRule)은 융투자업자로 하여 투자자의 상황에

합한 투자만을 권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융상품에 해

시장에서 합성이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거래에서 수반하는 리스크를 멀리할

57)Article19:Conductofbusinessobligationswhen providing investment

servicesto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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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국가가 온정주의 으로 개입하고 일반 투자자에 한 시장개방에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 타당한 자유경쟁 시장에서 합성이 없는 고객을 시장

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 규칙58)으로 이해

되고 있다.59) 합성원칙은 미국의 증권규제와 련하여 법원과 FINRA

Manual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하여 발 된 개념으로,60)①증권 개인은 소비

자의 포트폴리오 재무상태를 알고 ②소비자에게 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합성원칙은 미국의 증권규제가 세계로 확산되

면서 융투자상품의 개업자가 수해야 하는 행 칙으로 일반화되고 있

다.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에 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어 온 합성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하 으며 투자자의 험감수능력을 고려한 「투

자자의 분류확인의무」와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합성 단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61) 합성원칙은 자본시장법 하에서의 투자권유규제 제

도에서 설명의무와 함께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은

특정 투자자를 상 로 융투자상품의 매매 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

약·신탁계약( 리신탁계약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 를 투자권유62)로 보고 있는데 이에 한 법 규제장치로 투자

자정보의 확인, 합성원칙, 정성원칙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융기 의 설명의무 정성 효율성 확보를 해서는 고객에 한 올바

른 투자자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

다.즉, 합성원칙의 수는 설명의무의 필수 제요건으로 기능한다.

58)潮見佳男,“Ⅶ.　金融商品取引ー適合性の原則ほか”,金融・商事判例 No.1336

(2010年３月　増刊号)

59) 합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극 (positive) 은 NASD와 FSA가 취하고 있으며

부 합한 상품을 팔면 안된다는 소극 (negative) 은 SEC와 우리나라의 방식이다.김

병연,“융소비자 보호를 한 합성 원칙의 도입과 과제”,주간 융 리 19권 28호

(2010.7.3)

60)박재홍,“자본시장법상 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한 검토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심으로”,경성 학교 법학연구소,경성법학 제18집

제2호(2009.12),214면

61)제46조( 합성 원칙 등)

62)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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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례에 나타난 합성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원칙은 법상 명시된 원칙은 아니었으나 기존의 증권

업감독규정과 례63)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는데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증권

회사 업의 일반원칙으로 고객에게 합한 투자권유를 하고 이를 하여 고

객에 한 정보를 알기 한 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64) 법원 2007.4.12선고 2004다62641 결에서는 증권회사의 임직원

이 증권거래법에 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손실을 본 경우에 있

어서 투자자에 한 불법행 책임이 성립하기 해서는 거래행 와 거래방

법,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연령,사회 경험정도 등),거래의 험도

이에 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 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 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험성에 한 올바

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 한 험성을 수반

하는 거래를 극 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한 보호의무

를 버려 법성을 띤 행 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시한 바

있으며, 법원 2008.9.11.선고 2006다53856 결에서는 투자일임계약에 의하

여 고객의 자산을 리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주가지수 옵션상품 투자에 구사

한 스트랭 는 이쇼 스 드 매도 략은 주가지수가 상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으나,이는 어디까지나

확률과 그에 입각한 투자 단의 문제로서 사 에 조사한 고객의 투자목

등에 비추어 합성65)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일부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에 한 측을 잘못함으로써 고객

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혔더라도 그것이 본질 으로 상품가격의 불가

측성과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선 주의의무를 반하

63) 법원 1994.1.11.선고 93다26205 결, 법원 2008.9.11.선고 2006다53856 결 등

64)증권업감독규정 제4-4조 1항 4호

65) 법원 결로서는 ‘합성’이라는 표 을 명시 으로 사용한 최 의 결로

보인다.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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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키코사건에 한 법원 2013.09.26.선고 2012다13637 결에서는 “은행은

환 헤지 목 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상 외화유입액,자산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환 헤지의 필요 여

부,거래목 ,거래 경험,당해 계약에 한 지식 는 이해의 정도,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 상황을 미리 악한 다음,그에 비추어 해당 기

업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은행의 합성 원칙

수의무가 있음을 제로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

상황에 비추어 과 한 험성을 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극 으로 권유하

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 는 이른바 합성 원칙을 반

하여 고객에 한 보호의무를 버리는 법한 것으로서 불법행 를 구성한

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 다.이 사건에서의 통화옵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만기의 시장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피고에게 풋옵션 계

약 액의 2배를 행사환율에 매도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콜옵션 계약 액을

기 으로 외환 물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오버헤지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환율

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외환 물 구입을 한 추가 지출을 통

하여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통화옵션계약에는 실 인 손

실이 발생할 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그런데 원고의 수출실 에 기 한 달

러화 유입액을 기 으로 하더라도 오버헤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다면 피고 융기 으로서는 단지 과거 매출액과 주요 매출처 황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거 수출실 장래 상 외화유입액과 그 밖의 재산상태,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 상황을 미리 악하 는지를 심리한

다음,해당 통화옵션계약이 원고의 경 상황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 한 험

성을 래하는 것인지를 따져 피고가 합성 원칙을 반하 는지를 가렸어

야 하 으나 그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시하 다.

기본 으로 우리 법원은 합성 원칙의 반만으로 바로 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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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하고 있으며 투자자에 부 합한 상품을 단순히 권유한 행 를 합성

원칙의 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권유한 행 를 고객에 한

보호의무를 버린 것으로 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키코사건에 한

법원 결에서도 ‘과 한 험성을 래하는 계약을 극 으로 권유하여

체결한’경우에 법성을 인정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하고 있

는데 이는 기존의 법원 결과 입장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66)

합성원칙의 수는 투자자의 거래목 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기업이 환 헤지 목 이 아니라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차익 등의

투기 목 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기 이 고객에

게 그 계약에 내재된 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인식하게 하면 충분한 것

으로 보고 그러한 목 의 계약체결을 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합성의 원칙을 반하고 고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67)을 명확히 시하고 있다.

3. 합성원칙의 기능과 한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성원칙은 융기 이 투자자에게 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권유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사 자치의 한계를 보

충하는 합성원칙은 융기 에게 부 합한 상품을 권하지 말 것을 요구하

는 소극 인 의무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극 인 의무를 부여하는

설명의무와 구별된다.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합한지의 여부를 단하는 근

거는 고객이 제시한 고객확인서 상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등의 정보가 될

것인데 이 정보가 허 로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융기 으로서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으나 만약 고객이

이러한 정보를 제 로 제공하지 않아 고객에게 합하지 않은 상품에 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 양자간 분쟁이 발생하 다면 융기 은 이에 해 책임

66)진상범 ·최문희,“KIKO사건에 한 법원 원합의체 결의 논 - 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심으로(상)”,BFL제63호(2014.1),서울 학교 융법센터 103면

67) 법원 2013.09.26.선고 2013다26746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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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까

지 융기 이 투자를 권유할 의무는 없으며 재 실무상으로도 거래를 거

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합성원칙은 기본 으로 개념 자체가 추상 인 원칙으로 손해배상책임 소

송에 있어 객 이고 일의 인 단이 어렵다는 에서 기능상의 한계를 가

지고 있는 바, 합성원칙 반에 근거한 불법행 책임 인정은 신 해야 할

것이다.68) 한 합성원칙 반의 경우 권리구제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설명

의무 반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합성원

칙을 반한 경우 이에 한 손해배상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일

반 으로 융투자상품 련 손해배상책임소송에서의 청구권원은 합성원칙

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설명의무 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부당권유의

지 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3가지로 주장되나 법원에서는 설명의무

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합성원칙에

해서는 손해배상 추정 규정이 없어 실 으로 피해자나 법원이 합성원칙

반만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69)즉, 합성원칙 반만을 단

독으로 주장70)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실 인 어려움이 있다

는 의미이다.71)

68)진상범 ·최문희,“KIKO사건에 한 법원 원합의체 결의 논 - 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심으로(상)”,BFL제63호(2014.1),서울 학교 융법센터 104면

69) 융투자상품 련 손해배상책임소송에서의 청구권원은 합성원칙 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설명의무 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부당권유의 지 반에 따

른 손해배상청구의 3가지로 주장되나 법원에서는 설명의무 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합성원칙에 해서는 손해배상 추정

규정이 없어 실 으로 피해자나 법원이 합성원칙 반만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로는 BFL,좌담회( 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

제58호(2013.3),서울 학교 융법센터 23면(박 교수 발언부분)

70)일본 최고재 소 2005.7.14. 결에서는 합성 원칙 반이 독립 인 불법행 를

구성할 수 있다고 시한 바 있으나 합성 원칙 반이 인정되지는 않았다.이에

한 상세로는 김 주,“ 융투자업의 합성원칙 수의무와 민사책임 -일본 최고

재 소 2005.7.14 결( 高裁 平成 17年 7月 14日)을 심으로”,기업법연구 제24권

제4호,기업법학회(2010.12)

71)일본에서 융투자상품거래에 있어 합성원칙 반 설명의무 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고승소건에 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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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설명의무와 합성 원칙과의 계

투자자에게 합한 상품을 권유해야한다는 합성 원칙과 해당 융상품의

내용과 험성에 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의무는 어떤 계인가에

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72)

1)설명의무와 합성원칙을 분리된 법성의 요소로 보는 견해73)

설명의무는 요한 정보의 제공을 목 으로 하는 것이며 합성원칙은 권유

자에게 합성에 한 단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각각의 의무의 내용이 다

른 것으로 보는 견해로 합성 원칙에 반하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하면 법

이 되지 않지만, 합성 원칙을 수하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이 되며,양자를 모두 반하는 경우 양자는 각각 별개의 의무이므로 각각

합성원칙 반과 설명의무 반이 된다고 한다.

2)설명의무와 합성원칙은 한 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74)

이 견해에 의하면 합성이 비교 낮은 거래를 권유할 때는 비교 상세한

구분 합성원칙 반 인정 설명의무 반 인정 모두 인정

생상품 없음 3건 없음

옵션 6건 8건 2건

구조화채권 10건 25건 7건

투자신탁 15건 38건 7건

[자료출처:http://cgi2.osk.3web.ne.jp/~syouken/db/index.html]해당 자료는 1994년부

터 최종방문일(2013.12.22)까지의 승소건을 기 으로 작성한 것임.

72)오성근,“증권투자권유에 한 법 규제와 책임”,한양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002),47면

73)김지환,“증권투자권유와 합성원칙”,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02),462면

74)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견해로 보인다.김지환,“증권투자권유와 합성원칙”,상

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02),462면,오성근,“증권투자권유에 한 법 규제와

책임”,한양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200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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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으로 투자의 합성의 소와 설명의무의 정

도가 상 인 계에 있다고 한다.

3)양자를 병존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75)

양자는 의무의 내용이 다르고 별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합성 원칙

과 설명의무를 우열 계가 없는 병존 계로 보는 견해로 합성 원칙은 투자

자 지향 인 주 인 단기 이고 설명의무는 모든 투자자에 해 투자상

품의 특성과 험에 한 고지라는 객 인 기 으로서 일반 방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4)소결

양자의 계를 검토하기 해 먼 재 융권에서 생상품거래를 처리함

에 있어서의 실무상 처리 차76)를 살펴보겠다.먼 거래의 순서를 보면

융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문투자자인지를 먼 구분한 뒤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정보 합성

평가를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합성 평

가 결과 투자가 합하지 않다고 단되면 거래의 진행을 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 합한 상품으로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해당 상품에

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에 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목 에 한 검으로 ‘험회피(hedge)목 거래’해당여

부를 확인하게 된다.

장외 생상품 거래의 상 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가능한 거래는 ‘험회피

목 거래’에 한정77)되며 ‘험회피 목 거래’라 함은 투자자가 보유 는 보

75)성희활,“ 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인권과정의,

제389호(2009),74면,최승재,“고객보호의무법리에 한 연구”,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2010),19면

76)[그림1-6]“표 생상품 거래 차”참조

77)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 생상품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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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정인 자산,부채 는 계약 등에 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손

실을 부분 는 체 으로 상쇄하기 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78)① 험

회피 상인 자산,부채 는 계약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정이거나 ②

장외 생거래 계약기간 장외 생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 험회피 상에서

발생한 손익 범 를 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79)과 외환 생상품거래 리스크 리기 80)에서는 기업투자자

의 헤지비율에 한 특칙81)을 두어 한층 더 강화된 규제기 을 두고 있다.

재 실무에서는 키코 사건 이후 험회피 목 거래 여부와 헤지비율을 철 하

게 검하여 오버 헤지(overhedge)거래를 원천 으로 지하고 있다.투자

목 에 한 확인을 마친 후에 거래의 최종 실행이 이 지게 되는데 상기의

차를 분석해보면 생상품 거래에서의 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차상 일

련의 거래 차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 연속성은 합

성원칙과 설명의무 양자를 혼동할 여지를 주기도 한다.

키코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부 사건에서는 키코거래가 합하지 않은

상 방과 계약을 체결한 합성 반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

품에 한 설명의무 반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 장외 생

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한 법 리스크를 더욱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

었다.82)이는 양 의무의 견련성에 의해 자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합

78) 험회피목 에 한 입증책임은 융기 이 부담하며 계약 체결 후 고객 는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험회피목 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 책임은 부

담하지 아니한다.

79)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은행의 내부 리)

80)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외환 생상품거래 리스크 리기 >에

의하면 융기 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 생상품 거래시 험헤지비율을 최

100% 이내에서 운 하여야 한다.

81)본 특칙은 기업투자자 고객과의 장외 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용되며 일반투자자

문투자자 기업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는 용 상에서 제외된다. 용 상

상품은 장외 생상품으로서 선물환(outrightforward),통화옵션 외환스왑이

해당한다.

82)2012.8.23선고 2011가합20688 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시하여 설명의무 반

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고 있으나 본 거래체결의 제반사정을 검토해보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행 여부 합성 원칙 반여부도 문제되고 있음에도

설명의무 반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시하여 마치 융기 이 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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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함에 따른 합성원칙 반의 문제와 합한 상품이지

만 해당 상품에 한 설명을 제 로 이행하지 않은 설명의무 반의 문제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여 법원 2010.11.11선고 2010다55699 결에서는 융기 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문 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융거래

를 할 때에는,상 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

도록 거래에 내재된 험요소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이 의무가 있음을

제로 계약자나 그 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하여서까지 융기 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시한 바 있다.이는 기존에 자본시장법 제정 이 의 례의 태도를 보여주

는 것으로 기본 으로 합성 원칙이 차상 설명의무에 우선하여 고려되는

원칙으로 단한 것으로 보인다.

합성 원칙은 융기 에게 투자자에 따른 상품의 합성을 확인할 것을

목 으로 하는 원칙이고 설명의무는 상품의 객 인 특징을 투자자에게

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원칙으로 재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양자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기능과 목 이 분명

히 다르게 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자를 병존하는 원칙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Ⅱ. 정성원칙

정성원칙은 융투자업자가 융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정하지 않

은 것으로 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

본시장법에서 명문화 되었다.83) 융투자업자는 합성원칙에 의해 고객에게

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데 생상품과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행 를 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실제로 이 결 이후 여러 언론에서

법원이 융기 의 설명의무 반을 인정하 다고 보도한 바 있다.

83)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정성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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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상품84)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는

경우 거래 자체를 지하는 것은 아니며 융투자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

고 고객확인의 차를 거친 후 거래를 할 수 있다. 정성원칙은 생상품

등 험한 상품에 한 투자자보호의 수단으로 국에서의 정성원칙을 도

입한 것이라 설명된다.85)

Ⅲ.약 설명의무

약 은 그 자체가 곧바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

의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의 내용이 되는데 약 의 규

제에 한 법률에서는 약 내용의 일방 인 용을 방지하고 계약상 방을

보호하기 한 약 설명의무86)를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거래 특히 약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로는 보험계약에

서의 약 설명의무를 들 수 있다.보험계약은 부합계약 성격을 가지고 있

어 약 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비해 상 으로 월등한 지 에 있게 되어 자칫 보험계약자가 불리할 수 있

다.이를 해 상법에서는 보험자는 약 을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

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7)보험계약상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보험계

약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 의 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로 하여 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88)보험계약에서의 약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립에 따른 의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계약체결상의 의무로 보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험약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에 한 합의를 도출하기 해서는 약 을 작성한 측에서 이를 상 방에

알려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89)상법 제638조의3에서 말하는 ‘

8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정성의 원칙)

85)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775면

86)제3조(약 의 작성 설명의무 등)

87)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 의 교부·명시의무)

88) 법원 2005.10.7.선고 2005다2880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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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 계에 한 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객

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될 만한 사항을 의미

한다.여기에는 보험료,보장범 ,보험 지 제한사유 등 사회통념상 계약

체결에 향을 미치는 것이며 보험계약자나 그 리인이 약 의 내용을 충분

히 알고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상 일반 이고 공통 이어서 당사자가 알고 있

다고 상할 수 있는 사항,법령에 규정된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

의 사항들은 설명의무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90)

법원 2013.6.13.선고 2001다34159 결에서 법원은 변액보험계약91)의 경

우 그 투자형태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험성을 알 수 있는 보

험계약의 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 으며 설명의 정도와 련

해서는 “보험상품의 특성 험도 수 ,고객의 보험가입 경험 이해 능

력 등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하지만,보험회사와 보험모집 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단기 이 된다”고 시하 다.보험계약의 요사항에 한

설명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보험약 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

므로,보험약 만으로 보험계약의 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

험회사 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험성에 한 보험계약의 요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 이는 고객보

호의무에서의 설명의무와 약 의 설명의무는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92)

89)김은경,“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설명의무에 한 비교법 고찰”,경 법률

제19집 제3호(2009),465면

90)사법연수원,“보험법연구”,사법연수원출 부(2010),35면

91)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립 부분을 보험자의 일반

계정과 분리하여 독립 으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구성하고 특별계정의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 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

로써 보험기간 보험 액 해약환 이 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박양 ,“보험상품 매과정에서 고객보호의무 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BFL

제61호(2013.9),서울 학교 융법센터 106면

92)박양 ,“보험상품 매과정에서 고객보호의무 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BFL

제61호(2013.9),서울 학교 융법센터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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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약 설명의무를 반한 경우 효력에 하여는 약 규제법과 상법

에서의 규제내용이 다른데 약 규제법 제3조 4항에 의하면 그 약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상법 제638조의 3제2항에서는 보험계

약자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이 때 약 규제법과 상법과의 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하여는 상법이 약 규제법의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상법만 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례93)는 상법

에서 주어진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하여 약 규제법의 규정에 상법상의 취소권을 더 인정해 주는 것으

로 해석하여 양자의 용을 인정하고 있다.

Ⅳ.조언의무

조언의무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나 키코사건에서 수출

기업이 키코상품의 매은행은 상품에 한 설명시 고객이 은행과 동일한 수

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독일

연방 법원 결을 그 근거로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독일의 례와 학설에서 논의되는 조언의무(Beratungspflicht)는 문가로서

의 의견을 개진하여 표의자의 의사형성 결정에 향을 목 으로 이행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 계약 상을 명확히 하거나 계약내용

을 악하기 해 당해 계약 상이나 내용에 해서 지식을 갖춘 일방 당사

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일환으로 인

정되는 설명의무와는 구별되는 개념94)이다.

조언의무는 고객의 의사결정을 하기 한 요한 사실에 한 정보와 련

이 있으며 이 사실에 한 정보에는 융기 의 가치 단이 부가되며 이것이

93) 법원 1997.9.26.선고 97다4494, 법원 2001.9.18.선고 2001다14917등

94)신 윤,“ 생 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한 설명·조언의무 -독일연방 법원 결

(BGH,Urtv.22.3.2011-XIZR 33/10)을 심으로”,상사 례연구 제24집 제2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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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 의 조언을 구성하게 되는 것95)으로 융기 에 부여된 의무 가장

강력한 수 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조언의무의 근거로는 은행과 고객 간에는

사실상의 상태인 거래상의 결합이라고 하는 법률행 에서 생기는 신뢰

계에 기하여 독일 민법상의 신의칙을 매개로 한 법정의 채무 계가 성립하

며,그 채무 계에 포함되는 보호의무의 하나로서 고객에게 손해를 주지 않

도록 하는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며 그에 한 반의 효과로 손해배상책임

이 생긴다고 하는 신뢰책임론과,은행과 투자자간의 고유한 계에서 도출되

는 것으로 은행이 일반 인 사 주체 이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은행이 수행하는 개자 지 에 실질 인 이유가 있고,

그것은 은행계약이라고 하는 기본계약에 의해 실화되고 그 때문에 설명·조

언의무 등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하여 은행에 하여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투자자보호법리론이 논의되고 있다.96)

은행과 투자자간에 명시 으로 조언계약(Beratungsvertrag)이 존재하는 경

우 계약의 주된 의무로서의 조언의무가 발생하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1993년 연방 법원의 Bond97) 결 이후 조언계약이 묵시 으로 성

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은행에 20년 이상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이 기간 동안 원고는 매우 안 하고 고 리를 주는

과 독일 정부 발행채권에 그들의 축액을 투자하 다.1989년 3월 원고

는 DM20,000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기 해 은행에 가게 되는데 피고 은행의

‘특별 투자 자문가’는 원고에게 호주채권그룹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 다.은행의 문가는 원고에게 이 투자의 성질과 내재된 리스크에

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그는 통화 리스크가 없음을 장담하 다. 문가

의 자문에 따라 원고는 채권 그룹에 DM20,000을 투자한다.1990년에 채권그

룹이 법정 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원고의 채권은 가치를 잃게 되었다.원고

95)양석완,“ 융기 의 융상품설명의무와 투자권유의 합성에 한 연구”,비교법

학연구 제1집(2002.12),17면

96)신 윤,“ 생 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한 설명·조언의무 -독일연방 법원 결

(BGH,Urtv.22.3.2011-XIZR 33/10)을 심으로”,상사 례연구 제24집 제2권

(2011)

97)BGH(06.07.1993)NJW 199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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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 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으며 피고은행이 부주의한 조언

을 하 음을 주장하 다.법원은 먼 은행과 고객 사이의 조언의무에 하

여,“고객이 투자 문제에 있어 은행의 자문을 구할 때에 고객의 은행에 한

자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은행이

그 문제에 하여 고객과 논의한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묵시 으로 포함된다.”

라고 시하 다.이에 의하면 조언계약은 투자 심자가 융기 에 조언을

받을 때 성립하게 되며 은행이 투자상담을 진행하거나 고객이 투자상담의 내

용을 자신의 재산운용을 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는 을 은행이 인식할 수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Bond 결 이후 확립된 조언의무는 은행의 조언은 투자의 주된 목 에 합

(objektgerecht)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합(anlegergerecht)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8)조언의무 반의 효과로는 민법 제241조 제2항,제280조(조언계약으

로부터 나오는 계약상 의무,특히 극 채권침해),민법 제311조 제2항,제

280조( 컨 개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 의무의 침해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증권거래법 제31조,제32조,제37조d와 련한 민법 제823조 제2항이

용된다.손해배상청구는 원칙 으로 의무 반행 와 손해 간의 인과 계를

제로 하며 례는 입증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설명한 로 행 를 하 다고

추정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을 환하는 결과가 된다.

독일의 경우 상품을 매한 융기 에게는 투자자에 맞게 투자 험을 설명

해야 할 「 극 인 상담의무」가 부여되며 이 의무를 반했을 경우 이에

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 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이러한 높은 수 의 의무부여는 조언계약

98)Bond 결에서는 이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조언을 함에 있어 은행의 주된 의무의 내용과 그 범 는 한편으로는 고객의 특성에

한 것,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의 목 에 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객과 련한 요소로는 투자에 있어서의 고객의 경험과 험 감수정도...투자

목 과 련하여서의 자문은 고객에 의한 결정에 향을 수 있는 모든 요소와

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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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atungsvertag), 극 채권침해(PositiveVertragsverletzung)99),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inContrahendo)100)에서 발생하는 융기 의 의무에서 그 이론 근거

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독일민법의 계약상 책임규정이 다소 미흡한

에 하여 독일 법원이 조언계약 이론 등을 발 시킨데 따른 것이다.101)조언

계약은 은행이 고객에게 조언하는 것에 하여 은행과 고객간에 명시 는 묵

시 으로 동의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계약에 법 으로 구속될 의도를 가지고 있

어야 하며 고객이 은행의 조언에 해 지불의무를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할 것

을 제로 하고 있다.1993년의 Bond 결102)은 조언계약의 인정범 에 한

독일 법원의 견해를 잘 보여 사례라 할 수 있다.

2011.3.22자 독일연방 법원 결103)에서 독일 법원은 투자자에게 자기책

임의 원칙을 용하기 한 제로 투자자가 「은행과 본질 으로 같은 수

의 지식과 이해수 」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시하 다.이는 Bond 결

이후 유지되어 온 조언의무의 원칙론 가장 강력한 수 의 투자자 보호에

한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 것으로 평가된다. 한 법원은 해당 상품에

99)은행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 반에 한 책임을 인정하기 한 요건으로

ⅰ)은행과 고객 사이에 특별히 친 한 계약상 계가 존재해야 하고,

ⅱ)은행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한 계약상 의무 반이 있어야 하며,

ⅲ)손해와의 사이에 인과 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친 한 계약상 계의 단문제에 해 독일 법원은 신뢰의 특별한 계는 신의

성실의 원칙(principleofgoodfaith)이 주된 계약 당사자간의 다른 계보다 매우

두드러진 요소로 지속될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ThorstenSchlueter,Banksasfinancialadvisers:acomparativestudy of

EnglishandGermanlaw,KluwerLaw International(2001),p.34

100)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inContrahendo)

ⅰ)은행과 잠재 고객 사이에 계약에 포함된 험에 해 잠재 고객에게 알리는

은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계약체결 신뢰 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ⅱ)은행이 고의 는 과실로 이 의무를 반하여야 하며,ⅲ)손해와의 사이에 인과

계가 존재하여야 한다.ThorstenSchlueter,Banksasfinancialadvisers:acomparative

studyofEnglishandGermanlaw,KluwerLaw International(2001),p.32

101)ThorstenSchlueter,Banksasfinancialadvisers:acomparativestudyof

EnglishandGermanlaw,KluwerLaw International(2001),p.32

102)BGH(06.07.1993)NJW 1993,2433

103)BGH,Urteilvom 22.März2011-XIZR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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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구조 으로 설계된 경우 계약체결 당시 고객에게 설

명하지 않은 것에 해 조언의무 반을 인정하 는데,이는 해당 상품에

한 험성을 제 로 알리지 않은 융기 의 부작 를 곧바로 조언의무 반

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 다는 에서 조언의무의 반이 융

기 의 작 뿐 아니라 부작 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소결

Ⅰ.설명의무 개념에 한 정리

지 까지 설명의무의 개념과 유사개념에 해서 살펴보았다. 융상품거래

에서 융기 이 해당 상품과 거래조건에 한 주요 내용을 거래 상 방에게

설명할 것을 의미하는 설명의무는 우리법과 해외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설

명의무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우리나라와 일본은 련

법률에 ‘설명의무’라는 개념을 명시 으로 사용함으로써 설명의무에 한 개

념정의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독일은 련 법률에서 설명

의무라는 직 인 표 신 ‘정보제공의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설명의무와 유사하다.미국이나 국의 경우 설명의무라고 명시 으로 규정

하지 않고 융기 에게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먼

자율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증권투자 권유시 합성 원칙을

수해야 함을 바탕으로 자율규제기 인 FINRA의 규정을 통해 투자권유 시

합리 인 근거에 바탕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SEC의 감

독규정을 통해서는 요한 사실에 한 허 표시나 부실표시를 지함으로써

설명의무 반에 한 부작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은 감독기 의 업행 규범인 COBS에서 ‘상품

정보의 제공의무’를 규정하여 융기 으로 하여 상품의 요사항에 하

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처럼 각 국의 설명의무에 한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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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설명의무’혹은 ‘정보제공의무’등의 표 의 차이는 있으나 상품의

요한 내용이나 계약성립에 있어 요한 사항을 달하도록 하는 의무라는

에서는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다.

Ⅱ.유사개념에 한 정리

다음으로 설명의무와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합성원칙, 정성원칙,약 설

명의무,조언의무를 살펴보았다.먼 합성 원칙은 투자권유규제에 있어 설

명의무와 함께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명시 으로 손해배상규정

이 있는 설명의무와 달리 합성 원칙은 반시 이에 한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합성 원칙의 반만을 이유로 단독으로 책임

을 묻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은 한계로 지 되는 부분이다.

정성 원칙은 고객에게 합하지 않은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융투자업자

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합성 원칙과 구분되는 개념이며 융투자업자는 투

자자에게 합하지 않은 상품도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성 원칙과 설명의

무를 수하여야 한다.약 설명의무는 특히 보험계약에서의 약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 본 변액보험 사건처럼

투자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의 험성에 해

상세히 설명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음으로 조언의무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개념은 아니고 독일에서 주로 논의되는 정보제공의무

의 하나로 논의되는 개념인데 융기 에게 극 인 상담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반 시 책임을 부여한다는 면에서 융기 에게 부여되는 의무 높

은 수 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기 검토한 개념들은 기본 으로 융거래 계를 기 로 융기

이 고객에게 지켜야 할 의무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 인 내용은

의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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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설명의무의 법리 근거

제 1 서언

융상품의 매는 그 목 에 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에게 정

하고 특정상품에 한 조언이 합한 방식으로 이 져야 한다. 그 다면

융상품의 매 과정에서 상품에 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부 합하게 이루

어져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이에 한 책임을 다투는 경우 어떠

한 법리에 의해 융기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설명의무의 법리 근

거가 요한 이유는 설명의무를 어떠한 성질의 의무로 볼 것인가,즉 계약상

의 의무로 볼 것인가 법정 의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융기 이 부담하는 책

임의 범 가 달라질 수 있으며,설명의무와 계된 고의나 과실의 문제도 소

송의 원인이 계약상의 책임인지 불법행 에 따른 책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제한 문제도 설명의무의 법 근거

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본시장법 제정 이 에 우리나라의 례와 학설에서는 증권투자 등 융거

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이론으로 계약법

상 보호의무론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보호의무론과

미에서의 신인의무론을 심으로 설명의무에 한 법리 근거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국내

Ⅰ.보호의무론

1.우리나라에서의 보호의무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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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의 논의

(1) 융상품거래의 기본 제 :자기책임의 원칙

증권투자 등 융상품 거래는 투자자가 자 을 운용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한 목 으로 이 진다.기본 으로 이러한 투자행 는 투자자의

단에 의해 이 지는 것으로 투자결과에 한 책임도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특히 생상품시장의 경우 이러한 매수자책임원칙(Caveatemptor)이 극 화

된 문가 시장이라 할 수 있다.104)증권투자 등 융상품 거래에 한 기존

에 우리나라 례의 입장은 “증권거래는 본래 으로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투자가로서도 일정한 범 내에서는 자

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당연”105)하

다고 함으로써 기본 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을 제하고 있다.

(2)정보의 비 칭

그러나 생상품의 발 과 함께 융상품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매자인

융기 과 투자자인 고객과의 사이에 이른바 ‘정보의 비 칭’문제가 투자자

보호의 에서 부각되기 시작하 다.투자자가 상품에 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편입된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올바르게 구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보의 비 칭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자를 보호

하기 해 학설과 례106)를 통해 고객보호의무가 인정되어 왔다.

“증권거래는 본래 으로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

104)SchuylerKHenderson,HendersononDerivatives,LexisNexis(2010),p.695

105) 법원 1994.1.11.선고 93다26205 결

106) 법원 1994.1.11.선고 93다26205 결, 법원 1996.8.23.선고 94다38199 결,

법원 2003.1.10.선고 2000다50312 결, 법원 2005.9.9.선고 2003다61382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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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투자가로서도 일정한 범 내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당연한 에 비추어,증권회사의 임·직

원이 강행규정에 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 으나 투자 결과 손실

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한 불법행 책임이 성립하기 하여는,이익보장 여

부에 한 극 기망행 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고, 어

도 거래경 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연령,사회 경험정도

등),거래의 험도 이에 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 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 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험성에 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

한 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극 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한 보호의무를 버려 법성을 띤 행 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107)

결에서는 거래의 경 ,거래방법,원고의 투자상황(재산상태,사회

경험 투자경험)등에 비추어 융기 이 이익보장의 약정을 하면서 투자

자에게 증권거래를 권유함에 있어 동 증권거래행 에 수반되는 험성에

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것이라거나 는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

한 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극 으로 권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 시하 는데 이후에도 례는 증권사의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권유가 문

제된 사안에 있어 증권사가 고객에 한 보호의무를 버린 경우 불법행 책

임이 성립한다고 하여 이른바 보호의무이론을 발 시켜왔다.

2)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례와 학설의 논의

기존에 증권거래를 심으로 발 되어 온 보호의무이론은 신종 융상품인

장외 생상품 거래에도 용되어 왔다.

장외 생상품거래의 일종인 리스왑계약과 련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107) 법원 1994.1.11.선고 93다26205,본 결은 증권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에 해

불법행 책임을 인정한 최 의 결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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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에 해 직 시한 최 의 결로 평가되는 서울 앙지방법원

2010.1.15.선고 2008가합116862 결108)에서는 장외 생상품거래에서도 고객

보호의무가 용됨을 제로 은행이 일반 기업 고객과 이 사건 스왑계약과

같은 문 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 방이

그 거래의 구조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험

요소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합한 방법으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설명의무를 부담 한다고 하면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계를 확정한 후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시한 것이 있다.

선물환 거래 등 문 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거래에 있어 융기

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와 련하여 법원 2010.11.11.선고 2010

다55699 결에서 법원은 융기 이 일반 고객과 장외 생상품 거래를 할 경

우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 생상품에 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

상,그 거래의 구조와 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험요소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

를 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므로,고객의 투자목 ·투자경험· 험선호의 정도 투자 정기간 등을 미리

악하여 그에 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조

사된 투자목 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험을 래하는 거래행 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융기 의 보호의무가 성립함을 제로 융기 이

고객과 1차 선물환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수반되는 특별한 험에 해서

108)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원고가 시 은행인 피고와 체결한 리스왑계약에 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일반 인 상과 달리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 보다 높아지는

상이 지속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고정 리를 지 하면서도 피고로부터는 이자를

지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 다.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 로 이 사건 리스왑계약이 약 규제에 한 법률에 의한 설명의무를 반한

것으로서 무효를 주장하 고 비 으로 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반 등 고객

보호의무를 반하 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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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반한 잘못이 있으나 그 후 2차 선물환

계약 무렵에는 고객이 선물환계약의 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융기 이 별도로 그에 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시한 바 있다.

한 통화옵션상품 련 분쟁사건인 키코사건에서도 법원은 채무자들의 행

가 신의칙상 융기 으로서 부담하는 고객보호의무를 반한 것으로서 불

법행 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 다는 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시109)하는 등 융기 에게 고객보호의무가 있음을 제하고

있는데 이 법원 2013.9.26.선고 2013다26746 결에서는 융기 의 고

객보호의무에 하여 특히 은행은 인가요건,업무범 ,지배구조 감독 체

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문으로 하는 융기 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투자권유행 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이 험성이 큰 장외 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융

기 에 비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시하여 은행과 다른

융기 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구분하 는데 그 다면 주의의무가 구체 으

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하여는 언 이 없는 은 아쉽다.

2.고객보호의무의 인정근거

1)신의칙상 부수 주의의무

고객보호의무의 인정근거와 련해서는 이것이 민법상 보호의무론110)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신의칙상 부수 주의의무로 볼 것인

지 논의된다.

민법상 보호의무론은 계약 는 계약외 사회 에서 발생하는 손해

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이론으로 증권거래에 있어 투자권유행

109)서울고등법원 2009.8.21.선고 2009라997결정

110)이에 한 상세는 박희호,“민법상의 보호의무론-보호의무의 본질 그 체계상의

지 와 련하여”,외법논집 제27집(2007.8),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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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성을 단하는 기 을 제시하기 한 보호의무론은 민법상의 보호의

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야 할 것이다.111)

융기 의 고객보호의무를 신의칙상 부수 주의의무로 보는 견해112)는 고

객보호의무는 법령에서 명확히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령에 의한

의무로 보기 어려우며 융기 이 가지는 공 신뢰에 기 한 공 성격을

바탕으로 신의칙에서 도출되는 부수 주의의무로 보고 있다. 례도 서울고

등법원 2009.08.21.자 2009라997결정에서 “채무자들이 합성 원칙이나 설

명의무를 반하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와 같은 각 의무는 은행

이 문가로서 비 문가인 고객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돕는 차원에서 신의

칙상 부수 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수 의무 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

의칙에 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 자체의 해지나 이행거 권이 인정

될 수는 없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하여 이를 신의칙상 부수 주의의무

로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생각건 민법상 보호의무는 생명이나 신체,소유권 등과 같은 권에 한

정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례에서 보호의무 반이 문제된 경우도 보호 상이

생명 등의 권이 침해된 경우 음을 근거113)로 하고 있는 을 감안시

융기 은 거래의 특성에 기인한 후견 인 지 에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래

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생각된다.

2)일본에서의 보호의무론과의 비교

우리나라에서의 보호의무론은 당 일본에서의 부당권유와 련한 투자권유자

의 주의의무에 한 례이론을 도입114)한 것이다.그러나 일본의 이론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론 는 법정 보호의무이론을 그 이론 기 로 삼고 있음에 반

111)권순일,“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박 사(2004),195면

112)최승재,“고객보호의무법리에 한 연구”,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2010),26면

113)권순일,“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박 사(2004),198면

114)권순일,“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박 사(2004),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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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 법원은 투자권유자의 보호의무 반시 법성이 인정되는 행 로 거

래행 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험성에 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행 ,과 한 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극 으로 권유하는 행 등 보호의

무 반의 시를 제시하면서 불법행 의 성립요건에 해 개방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115)이러한 보호의무론은 투자권유에 한 규제를 민법

상의 불법행 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성의 단 여

하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 를 창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116)즉,우리나라에서의 투자권유자의 주의의무인 보호의무의 시작

은 일본의 이론을 도입한데 기인한 것이나 이론의 개과정을 보면 우리의 법원

은 이에 그치지 않고 증권투자권유의 생활 계에 한 새로운 불법행 유형의

이론 토 를 구성하고 있는 바,우리나라 나름의 독창 인 발 을 이 온 것으

로 평가된다.117)

3)자기책임원칙의 제로서의 정보비 칭 해소

융상품 시장의 투자자는 계약 자유주의,자기결정의 원칙에 의하여 구

나 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선택에 한 결과에 하여 자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그러나 융거래는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소비자가

상 으로 정보의 비 칭에 노출될 험이 크기 때문에 거래를 결정함에 있

어 비합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Rationality)을 갖

는 존재로 설명되기도 한다.118)특히 생상품 등 융투자상품거래가 격

히 증가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정보의 비 칭’해소 문제는

융소비자보호에 있어 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이는 상품에 한 충분

한 설명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자기결정이 시장의 투명성을 이끌고 이러한

투명성은 결과 으로 융시장의 성장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119)가 되기 때문

115) 법원 1994.1.11.선고 93다26205 결

116)권순일,“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박 사(2004),207면

117)최승재,“고객보호의무법리에 한 연구”,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2010),15면

118)원승연,“ 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2권 제1호(2011.3),36면



-44-

이다.이처럼 융상품 거래의 제를 이루는 상품의 정보에 한 인식에 있

어 각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본 으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도

구가 필요하다.이를 해 도입된 것이 설명의무이다.즉, 융상품거래에 있

어서의 계약당사자간의 기 를 법 규범이라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하고자 하

는 것으로 당사자 간 책임의 사 명확화를 한 룰의 정립120)을 한 것

이 설명의무에 한 것이며 이는 자기책임원칙의 근본 인 수정이 아니라 자

기책임의 원칙을 용시키기 한 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121) 융계약

당사자 간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이루기 한 제로서 기능해 온 계약상 보

호의무론은 민법상 계약 계에서 논의되는 이론으로 융기 과 고객과의

계에 있어 융기 의 공공성에 방 을 두어 고객보호를 도모해 온 것으로

기본 으로 등한 당사자 계를 특징으로 하는 장외 생상품거래에서도 동

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있었는 바, 재의 자본시장법에 이

르러 설명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 근거를 명확히 하 다 할

것이다.

4)투자자보호

투자자보호는 공정한 경쟁과 이에 따른 융시장의 발 을 목표로 하는 자

본시장법에 있어 하나의 규제법 명제로서 기능한다.자본시장법에서

는 투자자보호를 규제목 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정보공시를 핵심으로 하는

업행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122)공정한 경쟁여건을 진하

119)양석완,“ 융기 의 융상품설명의무와 투자권유의 합성에 한 연구”,

비교법학연구 제1집(2002.12),16면

120) 융상품의 매에 있어 거래의 험과 비용을 감축하기 한 수단으로는

융거래당사자간의 책임의 명확성 확보,분쟁해결 차의 효율성 확보,제재

수단 차의 정성 확보의 세 가지가 논의된다.정순섭,“일본의 융기

설명의무 입법에 한 연구”,홍익법학 제8권 제1호(2007),199면

121)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 주석서(Ⅰ),박 사(2009),253면

122)정순섭,“ 융규제개 과 융소비자 보호”,상사 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12.3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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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123)을 구 함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한 장치는 필수 인 요소가 되

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이를 한 조치

의 일환으로 다양한 융회사의 업행 규제조치를 두고 있다.특히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융상품의 추세에 맞추어 투자자보호의 요성이 증 되어

가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설명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구속

력을 갖추게 되었고 투자자보호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할 것이

다.124)

3.보호의무론은 자본시장법에서도 유효한 개념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보호의무론은 투자권유자의 주의의무와

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하여 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어 온 이론인데

이러한 보호의무론이 설명의무와 합성 원칙 등 투자자보호를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체제 하에서도 여 히 유효한 개념인가에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데,자본시장법 이후의 례125)와 학설126)의 태도도 보호의무를 견지

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에서의 투자자보호라는 명제를 고려시 기존의 보

호의무론이 자본시장법과 단 되거나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기존의 보호의무론은 재의 자본시장법 체제에서도 여 히 유효한 개념

이라 할 것이다.127),보호의무가 포 이고 추상 인 제로서 기능한다면

123)박재홍,“자본시장법상 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한 검토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심으로”,경성 학교 법학연구소,경성법학 제18집

제2호(2009.12),208면

124)성희활,“ 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인권과

정의,제389호 (2009),59면

125)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146 결,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3637

결, 법원 2013.9.26선고 2013다26746 결 등

126)박선종,“ 생상품의 설명의무에 한 연구 -국내의 최근 결문을 심으로”,한국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2011.7),주진열,“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합성 문제에

한 비교법경제학 고찰”, 스티스 통권 제115호(2010)등

127)자본시장법이 기존에 학설과 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보호의무를 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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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나 합성원칙128)등은 보호의무의 구체 인 내용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융규제법

상 규제원칙화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4. 융상품에 따른 보호의무의 차이 여부

장외 생상품은 증권보다 험성이 크고 투자자에게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증권보다 더 높은 수 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견해

가 있다.129) 례도 험성이 큰 장외 생상품의 경우 은행에게 더욱 강화된

고객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는 증권보다 복잡한 구조와 험성을 가지

고 있는 장외 생상품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외 생상품은

본래 리스크 리 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고수익 추구를 목 으로 만들

어진 융상품임을 생각하면 증권거래와 장외 생상품거래에 편입되는 투자

자의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즉,장외 생상품거래의 경우 증권거래보다

더 문화된 유형의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그 다면 단순히 상

품의 복잡성을 이유로 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 외에 상품의 거래자의

문성을 이유로 한 보호의무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가 주어지는 것도 문성을 가지고 있

는 문투자자 보다는 거래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한 장치

임을 생각하면 융상품에 따른 보호의무에 한 검토와 융투자자의 유형

에 따른 보호의무는 나 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수용하 다는 의견으로는 김용재,“스노우볼 계약과 고객보호의무에 한 소고”,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문(2012.10.27),4면

128)최승재,“고객보호의무법리에 한 연구”,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2010),17면

129)박선종,“ 생상품의 설명의무에 한 연구 -국내의 최근 결문을 심으로”,한국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2011.7),신 윤,“ 생 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한 설명·

조언의무 -독일연방 법원 결(BGH,Urtv.22.3.2011-XIZR33/10)을 심으로”,

상사 례연구 제24집 제2권(201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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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외국

Ⅰ.미국

1.개

미국의 법원은 장외 생상품에서의 경우처럼 일방 당사자인 융기 이 우

월한 정보능력(superior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 상 방인 고객

에 하여 선의와 공정거래 원칙에 기 한 묵시 인 정보제공의무(dutyto

disclose)를 인정하고 있다.130)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의 비 칭

을 해소하기 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다.

한 고객과 융기 의 계가 신인의무가 인정된다면 이에 근거한 설명의

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

사자의 이익을 하여 행동하거나,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양 당사자 사이에 신인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31)즉,신인의무

(Fiduciaryduty)는 법령 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면,고도

의 신뢰 신임 계를 특징으로 하는 특별한 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

다.이러한 신인의무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 으로 신인의무가 발

생하는 공식 인 계 이외에는 집 인 사실 계 조사를 통한 심도 있는 분석

과 구체 인 사안의 맥락을 살펴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시된 바 있

다.132) 례에 따르면 융기 의 고객들이 해당 융기 을 “신뢰”하고 “신

임”하여 거래를 계속한다는 융기 의 의도(사업자와 고객 간의 부분

계에서 수반되는 의도)만 가지고는 다른 정황이 없으면 신인 계를 설정하기

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시해 왔다.133)마찬가지로,법원은 사업자의 주

130)Procter& Gamblev.BankersTrust,925F.Supp.1270(SD.Ohio1996)

131)U.S.v.Falcone,257F.3d226,(2dCir.2001)

132)ARAAutomotiveGroupv.Cent.Garage,Inc.,124F.3d720(5thCir.1997)

Vibra-TechEngineers,Inc.v.Kavalek,No.08-2646-NLH,2011WL111417,

(D.N.J.Jan.13,2011)

133)U.S.BankNat'lAss'nv.Ables& HallBuilders,696F.Supp.2d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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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임 타인에 한 신뢰만으로는 계약 계를 신인 계로 변환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단해 왔다.134)다수의 법원들이 구체 으로 와 같은 일반

인 법 원칙을 용하여 융기 과 그 생상품 거래상 방 간의 신인 계

유무를 단해 왔다.

2.설명의무가 문제된 사건

1)Procter& Gamblev.BankersTrust

Procter& Gamblev.BankersTrust135)사건은 정보나 지식의 차이 등을

근거로 설명의무의 발생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정식

결은 아니며 선례화를 우려하는 융기 에 의하여 화해136)로 종결된 사건

이다.미국의 표 인 비 ,세제 제조업체인 P&G가 이자율 하락을 상하

여 보유하고 있는 고정이자 채무를 변동이자 채무로 환하기 해 Bankers

Trust와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 는데 P&G의 상과는 달리 리가 계

속 오르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본 사건에

서 P&G는 BT와의 사이에 신인 계(Fiduciaryrelationship)가 존재한다고 주

장하 다.P&G는 BT가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P&G의 이익을 돌보겠다는 확

신을 주었기 때문에 스왑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 다.P&G는 회사의

기 정보를 BT에 제공할 정도로 BT를 신뢰하 다고 주장하 고 BT와 스왑

거래를 하게 되면서는 BT의 문성에 의지하 으며 BT는 P&G에 맞게 상

(S.D.N.Y.2010)

134)Power& TelephoneSupply Cov SunTrustBanksetal2005US Dist

LEXIS8208(WDTenn,2005)

135)925F.Supp.1270(SD.Ohio1996)

136)BankersTrust는 ‘비즈니스 크’지가 음성기록기의 내용을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낸 후 1996년 5월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P&G와의 사건을

해결했다.본 사건에 한 상세한 내용은 Denis M.Foster,"Derivatives:

Procter& Gamblesv.BankersTrust-AnAnalysisofHoldingsandTheir

PotentialImpact",ButterworthsJournaloftheInternationalBanking and

FinancialLaw,July-August(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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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설계하 다고 진술하 다.그러나 법원은 뉴욕주법상 신인 계는 통제

와 책임감에 한 제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하여 진실되고 충성을 다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

다.137)즉,양 당사자가 독립 으로 계약하고 행동하는 계에 있어서는 신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G의 주장을 배척하 다.법원은 P&G

와 BT의 계를 사업 계에서의 거래상 방으로 보았다.일방 당사자가 스

왑거래에서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그들의 사업 계

를 신인의무가 부과되는 계로 환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이것이 스왑거

래에 있어서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P&G는 두 개의 스왑거래에 있어서 BT가 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

으며 요한 정보를 부실표시 하 다고 주장하 다.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ISDA 계약서에 한 분석을 통해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 는데,

ISDA계약서의 Section3(a)(v)에서의 구속 인 의무 계(obligationbinding)

는 당사자가 법하고 유효하고 구속 인 의무들을 지며 이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러한 제하에 ISDA 기본계

약서상의 당사자는 기본계약서의 각 조항에 따라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액

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ISDA

스 의 part3에서 특정된 어떤 문서나 혹은 확인서상의 어떠한 문서도 타

당사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 기본계약서상의 권리,권한,구

제책,우선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각 당사자는 특정정보의 제공을 해

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계약체결에 특정된 서류들과 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욕주의 법 section1-203은 “이 법상의 모든 계약과 의무는

그 실행과 집행에 있어 선의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205는 모든 계약은 그 실행과 집행에 있어 각 당사자들에게 선의와 공정한

처리를 부과하고 있다.뉴욕의 례법은 사업을 상함에 있어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 계약 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의무는 ①한 당사자가 일

정한 정보에 하여 우월 인 지식(superiorknowledge)이 있는 경우,②그

137)BeneficialCommercialCorp.v.MurrayGlickDatsun,Inc,601F.Supp.770,

772(S.D.N.Y.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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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다른 당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③그 우월한 정보

를 가진 당사자가 상 방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사실

을 안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다.결과 으로 법원은 BT가 P&G에게 스왑거래

를 체결하기 과 그 실행에 있어서 요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duty to

disclose)가 있다고 하 으며 스왑계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

(dutytodealfairlyandingoodfaith)가 있다고 하 다.138)

2)Lehman BrothersCommercialCorporation and Lehman Brothers

SpecialFinancingIncvMinmetalsInternationalNon-FerrousMetals

TradingCompany139)

원고(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는 Lehman의 자회사로

Minmetals의 자회사인 Non-Ferrous와 FX 거래와 스왑거래를 지속해왔는데,

FX거래에 하여 Lehman이 FX거래와 스왑에 한 계약 반을 주장하고 이

에 해 Non-Ferrous는 부실표시,사기,신인의무 반 등을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인의무 반을 단함에 있어 신인의무는 기본 으로 동등한

(arm's-length)비즈니스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인의무의 존재는 뉴욕

법이 향력을 행사하는 계약당사자 일방에 하여 신뢰나 확신을 부여하는데

을 두고 있으나 엄격한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닌 사실 계의 조사

가 필요한 문제로 보았다.법원은 Non-Ferrous는 규모가 큰 회사이지만 생

거래에 있어서는 FX나 스왑 거래경험이 없었던 비 문가로 Lehman과

Non-Ferrous 양자의 계는 동등한 계가 아니라고 하여 Lehman이

Non-Ferrous에게 신인의무를 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138)925F.Supp.1270,1291(SD.Ohio1996),신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월한

지식을 이유로 하여 정보공개의무와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단한 것에 하여

이처럼 계약법상의 신의성실의무를 인정하게 될 경우 보통법상의 사기 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 하는 견해가 있다.DenisM.Foster,

"Derivatives:Procter& Gamblesv.BankersTrust-AnAnalysisofHoldings

andTheirPotentialImpact",ButterworthsJournaloftheInternationalBanking

andFinancialLaw,July-August(1996)

139)179F.Supp.2d118(S.D.N.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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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자율 스왑거래에 있어 거래의 험성을 알리지 않거나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등 거래에 있어서의 요한 사실(materialfacts)을 락

함으로써 부실표시를 하 다는 주장에 하여 법원은 요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dutytodisclose)는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신인 계나 이와 유사

한 신뢰를 이유로 상 방이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 발생

하는 것으로 Non-Ferrous가 입은 손실은 Lehman의 부실표시로 인한 측

가능한 결과임이 인정된다고 하 다.

3)Conwillv.ArthurAndersenLLP

Conwillv.Arthur Andersen LLP140) 사건은 세 략의 일환으로

knock-in외화 옵션거래를 체결한 원고가 생상품 거래상 방인 스미토모

은행(SumitomoBank)을 상 로 신인의무 반,투자유치 사기,과실에 의한

부실표시, 문가 과실,계약 반 공모로 고소한 사건이다.먼 양자 사

이에 신인의무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하여 뉴욕주 법원은 해당 옵션

거래상에서 거래상 방으로 행 하는 규모 융기 과의 독립 당사자 거

래에서는 일반 으로 계약으로 규정되지 않는 이상 신인의무가 발생하지 않

는다고 하 다. 한 원고 회사는 스미토모 은행이 해당 계약으로 인한 지

(Payout)가능성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옵션의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모든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디지털 옵션에

서의 수익가능성이 없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음을 근거로 스미토모 은행이

FX 옵션계약에 있어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를 반하 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신인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미토모 은행에게 그러한 공시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선의(goodfaith)와 공정거래(fair

dealing)에 한 묵시 인 약속은 오직 계약의 실행에만 용되며 이것이 새

로운 계약상의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

다.

140)Conwillv.ArthurAndersenLLP,No.602023/05,12Misc.3d1171(A),

(N.Y.Sup.Ct.June2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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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

1.개

국의 법원은 융기 의 거래 상 방인 고객을 문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 투자자 등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스스로

해당 상품에 해서 분석하고 연구할 것을 제로 하여 설명의무를 쉽게 인

정하고 있지는 않다.141)그러나 융기 이 상품에 한 설명이나 조언을 할

경우 정확하고 한 방법으로 설명이나 조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미

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국에서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인의무나 주의의무

가 존재한다면 이에 근거한 설명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에서의 신인의무는 일반 으로 융기 이 고객의 자산을 수탁 받거나

고객의 이익을 하여 행동하는 경우와 같이 융기 이 고객의 자산이나 업

무와 련이 있는 행동을 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142)신인의무

의 특징은 보통법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 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는 보

통법상의 근방식이나 인과 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다.신인의무는

당사자간의 의사에 불구하고 사법의 강제 표 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

미에서 시장과의 의 이후에 형성된 융규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143)

국법 하에서 융기 은 책임배제조항 등 합의에 의해 신인의무를 배

제144)할 수 있으나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해 행 하도록 하는 업행 규

141)Bankerstrustinternationalplcv.PTDharmalaSaktiSejahtera,[1996]C.L.C.518

142)AlastairHudson,"TheLaw onFinancialDerivatives",Sweet&Maxwell(2012),

p.439

143)AlastairHudson,"TheLaw onFinancialDerivatives",Sweet&Maxwell(2012),

p.440

144)CaiolavCitibankNA137FSupp2d362(SDNY,2001);295F2d312(2ndCir,

2002),씨티은행은 Caiola와 토탈리턴스왑(totalreturnequityswaps)거래와

정산옵션(cash-settled option)거래를 했는데 Caiola는 씨티은행이 부실표시

(misrepresentation)로 Caiola에 한 신인의무를 반하 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구두증거는 불명확함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래상 확인서(Confirmation)에

씨티은행이 fiduciary로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신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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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의 신인의무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145)이처럼 국법원은 책임배

제조항의 인정을 통해 융기 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고객조사질문("Know

yourclient"questionnaires)을 통해 확인된 고객의 성향을 보다 험선호 성

향으로 악146)하는 등 융기 에 우호 인 태도를 취하고 동등한 계약 당

사자간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소매

투자상품(Retailinvestmentproducts)거래의 경우에는 매방식의 정성

검토(RetailDistributionReview)를 통해 일반투자자에 한 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147)

2.설명의무가 문제된 사건

1)Bankerstrustinternationalplcv.PTDharmalaSaktiSejahtera

Bankerstrustinternationalplcv.PT DharmalaSaktiSejahtera사건148)

은 생상품거래에서의 조언 주의의무(advisorydutiesofcare)와 부실표시

(misrepresentation)주장에 하여 국법원이 시한 최 의 례로 상 방을

문가와 비 문가로 구분하여 자에 한 규제상 보호를 면제하는 국 융

규제의 통에 따라 PT DharmalaSaktiSejahtera의 문성을 인정하여

융기 의 설명의무를 부인한 사건이다.149)PT DharmalaSaktiSejahtera(이

하 DSS)는 Bankerstrustinternationalplc(이하 BTI)와 체결한 이자율 스왑

계약과 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스왑거래의 기본 조건이 되는 미국달러의

인정하지 않았다.이 사건은 만약 거래당사자 사이에 신인 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사례이다.

145)AlastairHudson,"TheLaw onFinancialDerivatives",Sweet&Maxwell(2012),

p.440

146)AlastairHudson,"TheLaw onFinancialDerivatives",Sweet&Maxwell(2012),

p.391

147)FinancialConductAuthority,"Supervisingretailinvestmentadvice:how

firmsareimplementingtheRDR"(2013.7)

148)[1996]C.L.C.518

149)DenisPetkovic,"Derivativesandthebanker'sdutiesofcare",International

BankingandFinancialLaw,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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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변동에 해 잘못된 조언을 해주어 손실이 발생하 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일반 인 원칙에 의하면 은행은 제안된 계약의 본질이나 효과에 하

여 상 방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로,그러나 만약 은행이

설명이나 조언을 한다면 충분히(fully),정확하게(accurately), 하게(properly)

설명하거나 조언을 해야 한다고 하 다.부담하는 의무의 정도에 하여는

상황의 본질이나 설명이나 조언의 본질에 따라 좌우될 것인데 DSS는 스왑거

래의 경험이 있고 의도 으로 BTI에게 문의하거나 BTI가 조언자로서 일반

으로 행동하도록 기 함이 없이 투기 인 거래를 했고 BTI가 조언 인 의

무를 야기하는 어떠한 특정 진술도 한 바 없음을 근거로 법원은 BTI는 스왑

의 조건,의미,효과를 충분히 하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단하 다.

법원은 DSS가 그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고 항상 그 게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단했다.법원은 한 스왑 2거래의 경우 잠재 으로 손실이 발생

한 스왑1을 취소할 목 뿐만 아니라 투기의 목 으로도 스왑2거래를 하 다

고 보았다.은행은 각 스왑의 조건과 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설명할 의무

를 지나,이것은 은행이 DSS로 하여 스왑1거래에서 빠져나오게 하거나

다른 조건에서의 이익에 한 을 제안하는 식의 안 거래에 하여

조언할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은행으로 하여 DSS에게 투기 스왑에

해 충고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즉,DSS가 스스로 험을 연

구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DSS가 더 긴 기간의

투기를 해,시장변동에 따라 이익을 기 하여 스왑거래들을 시작했다는 것

이었다.

2)JPMorganChasev.Springwell

양 당사자간에 주의의무(dutyofcare)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설명의무를 부인한 다른 사건으로는 JPMorganChasev.Springwell사

건150)이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SpringwellNavigationCorp)는 러시아

150)[2010]EWCACiv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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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과 연계된 생상품(theGKO151)-linkednotes,이하

theGKO LNs)에 상당액을 투자하 다.이 상품은 피고 회사(JP Morgan

Bank)에서 발행된 것으로 미국달러로 표시되었으며 상환시에 미국달러로

환하는 선도통화계약을 포함하 다.선도통화계약의 상 방은 피고 회사의

러시아 은행이었다.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이와 연계된 채

권은 지 불능이 되었다.러시아 은행들은 상 방이 러시아가 아닌 경우 선

도통화계약이 지되었다.원고는 약 7억 달러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가 본

투자 포트폴리오의 특징과 내용에 한 조언을 함에 있어 계약상 의무,불법

행 ,신인의무를 반하 으며 피고가 원고의 최선의 이익을 해서 행동하

는데 실패함으로써 의무를 반하 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일반 인 투자조언을 할 계약상 혹은 불법행 법상의 주의의무를

반하지 않았으며 신인의무나 부실표시에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 다.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와

련된 주장에 하여 법원은 원고를 theGKO LNs에 내재된 리스크에 해

서 이해할 수 있는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로 보았다.피고가 원고에게 the

GKO LNs에 해 설명하면서 보수 (conservative)이라고 하 다는 에

해서는 해당 상품이 국가 부도사태가 발생하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역 통

화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당 상품이 보수 이라는 표 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유동성(liquidity)과 련해서는 표 자체에 해당 상품이 단기

(shortterm)상품이며 소버린 리스크(sovereignrisk)152)가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 원고가 이에 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

다.법원은 원고를 상업 으로 기민(commerciallyastute)하며 거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아 리스크와 보상의 연 계에 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

151)GosudarstvenniyeKratkosrochniyeBeskuponniyeObligatsii

152)국제 융상의 용어로 차주가 외국정부이거나 외국의 공 기 인 경우, 는

차주에 해 정부나 공 기 이 그 원리 지불에 해 보증했을 경우,자

주(해외융자 혹은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한 기 등)가 주는 채무상환에

련된 험을 가리킨다.최종 인 상환의무를 정부가 주는 투융자의 경우 국가

주권자(sovereign)에 채무상환에 계된 험(risk)이 따르기 때문에 이 험을

「소버린 리스크」라 부른다.(시사경제용어사 ,기획재정부,(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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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한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한 신뢰를 부여하 다고 하여 의무

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양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신인 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 고 결론 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나 불법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시하 다.주의의무가 불법행 상 책임을 지는지 결

정하기 해 법원은 양 당사자의 계의 성질 계약 서류상의 12년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한 범 한 검토 후 당사자의 책임의 성질을 명확하

게 말해주는 서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언 계(advisoryrelationship)153)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단하 다.

제 4 소결

Ⅰ.설명의무 발생근거로서의 신인의무 는 선의와 공정거래원칙

1.미국

미국의 경우 장외 생상품처럼 일방 당사자인 융기 이 해당 상품에 한

우월한 정보능력(superior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 상 방인 고

객에 하여 선의와 공정거래 원칙에 기 한 묵시 인 정보제공의무(dutyto

disclose)를 인정하고 있다.154) 한 고객과의 계에 있어 융기 에게 신

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기한 설명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있는데 여

기서의 신인의무는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하여 행동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존재하며,법령 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면,고도의 신뢰 신임 계를 특징으로 하는 특별한

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융기 들 간 독립 당사자 거래의 경우 신

153)TitanSteelWheels사건에서 DavidSteelJ.는 'Advice'는 정보,의견,제안,권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Advicecancomein

many forms includ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opinions,suggestions,

recommendationsandsoon",TitanSteelWheelsLtd[2010]EWHC211

154)SchuylerKHenderson,HendersononDerivatives,LexisNexis(2010),p.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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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는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로 부과되는 자발

공개의무도 없는 것으로 본다.155)고객이 융기 을 신뢰하고 신임해서 거

래를 계속한다는 의도만 가지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인 계를 인

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융기 에게 설명의무를 인

정하지 않고 있다.

2. 국

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융기 은 해당 융상품을 설명함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것이 추가 인

안 거래 등에 한 조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 스스로 해

당 상품에 해서 분석하고 연구할 것을 말하여 등 계약 당사자 계에 있

어서의 자기책임 원칙에 근거한 철 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이다. 한 은행은 제안된 계약의 본질이나 효과에 하여 상 방에게 설

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일반론을 근거로 그러나,만약 은행이 설명이나

조언을 한다면 충분히,정확하게, 하게 설명이나 조언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국의 경우 융기 의 의무는 합리 인 방법에 의한

은행 기능의 실행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당사자간 책임배

제조항인 disclaimer조항의 효력이 미국보다는 국에서 더 효과 임을 보

여 다.156) 설명의무 반을 인정하기 한 근거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인정여부에 하여는 생상품을 매하는 은행이 거래 상 방보다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거래 상 방에게 상품의 합성을 평가하

고 련 험에 한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157)이며

이는 BankersTrust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런 종류의 계에 하여 조언

성질의 의무를 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158)고 시된 바 있다.

155)EnronCorp.vBankofAmerica,292B.R.752,790(Bankr.S.D.N.Y.2003)

156)SchuylerKHenderson,HendersononDerivatives,LexisNexis(2010),p.775

157)RogerBaggallay,"Derivatives:dutyofcare",J.I.B.L.,1996,11(4)

158)“Thecourtsshouldnotbetooreadytoreaddutiesofanadvisorynature

intothistypeof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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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법원은 기본 으로 융기 과 회사 고객간의 분쟁처럼 문

(sophisticated)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 계약 당사자의 문제에는 개입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이는 Springwell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되었다.159) 한 앞에서 본 사례에서처럼 융기 이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철 하게 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로 분류될

경우에만 규제상의 보호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문투자자

로 분류되면 FSMA s.150160)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MisrepresentationAct1967161) 반을 주장하게 된다.

국법에서는 계약상(혹은 체결 ) 상단계에서 서로에게 특정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없는데 그 이유로는 동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상 방에

게 어떠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자율 추정(liberalassumption)이 언 되

어진다.162)고객에 한 조언의 경우 계약 해결을 꺼리는 국법의 태도는

약인의 원칙(thedoctrineofconsideration)에 의해 부분 으로 설명될 수 있

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오로지 법의 에서 가치가 있는 어

떤 것을 제공할 때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63)

159)MelanieRyan,Andrew Yong,"Springwell-aretheEnglishcourtsthevenue

oflastresortforcomplexinvestorclaims?",J.I.B.L.R,2009,24(1)

160)150Actionsfordamages.

161)Misrepresentation Act1967 제2조 제1항은 어떤 사람이 계약의 상 방에

의하여 부실표시가 자신에게 행하여진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실표시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동 조항에 의한 권리구제는 첫째,부실

표시자의 상 방이 표의자와 계약을 체결한 만 입증하면 되고 주의의무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계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에서 둘째,표시가

진실한 것이라는 에 한 입증책임을 부담(입증책임의 환)한다는 에서

보통법(CommonLaw)에 의한 방식보다 유리하다.이호정, 국계약법,경문사

(2003),221면

162)Thorsten Schlueter,Banksasfinancialadvisers:acomparativestudy of

EnglishandGermanlaw,KluwerLaw International(2001),p.10

163) 국 법원은 고객에게 행해진 자문을 계약의 보충 인 특징을 갖는 것,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독일에서의 조언계약과 같은 개별 인 계약의 핵심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ThorstenSchlueter,Banksasfinancialadvisers:acomparativestudyof

EnglishandGermanlaw,KluwerLaw International(2001),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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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우리법과의 비교

미국과 국에서의 논의되는 신인의무,선의와 공정거래원칙은 설명의무에

한 명시 인 법 근거가 없는 미법제 하에서 설명의무 반여부에 한

단근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는 당사자 간의 신뢰 계를 바

탕으로 형성된 법률 계에 한 구속력 인정 보호가 된다.우리의 경우

자본시장법 이 에는 규제원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명의무 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정한 투자자보호를 해 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어 온 이

론이 보호의무론이었다. 융기 이 보호의무를 반한 경우 법성을 인정

하여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해결을 시도하 던 것이다.

자본시장법 이 의 우리 례와 학설이 보호의무론을 통해 설명의무 반행

에 한 법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과 유사하다.이후 자본시장법에서

설명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게 되었으

며 이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한층 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보론 : 융기 과 고객의 계

1.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

우리나라의 보호의무나 미국, 국의 신인의무는 구체 인 내용은 다르지만

융기 과 고객의 계에서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는 고객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할 것을 융기 에게 요구한다는 데에서 기본 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상황’은 고객이 상품에 한 정보가 부족

하여 올바른 투자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나 융기 이 고객의 이익을

해 행동할 것으로 기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그 다면 융상품거래에

있어서의 양자의 계가 어떠한지를 정의하는 방식은 보호의무나 신인의무를

인정하는 제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해당 법률 계의 성질을 결정하는 출발

이 되기 때문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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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보호의 상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사 자치에

한 개입이 된다.여기서의 ‘의무’에는 거래의 유형이나 당사자에 따라 다양

할 것인데 융기 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의무로는 보호의무,주의의무,신인

의무,충실의무,신의성실의무 등이 언 되고 있다.이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기본 으로 융거래 계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하여 부담하는 거래상의 의무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2.고객에 한 정의

융기 과 고객의 계에서 하나 살펴볼 은 ‘고객’에 한 정의이다.

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상 방에 한 개념은 여러 형태로 정의가 가

능하다.여기에는 거래상 방,투자자,고객,소비자 등이 있다.고객은 포

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보다 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특성에 맞

는 정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특히 융상품거래에서의 고객의 정의에

하여 입법 고165)된 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융소비자의 개념을 ‘융상품

계약체결등 는 융상품자문에 한 융상품 매업자 는 융상품자문

업자의 거래상 방’으로 정의하고 있어 향후에는 융거래에서의 당사자 개

념으로 융소비자 개념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3.주의의무에 따른 구분

융기 이 거래상 방인 고객에게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련하여 보면 먼

거래 상이나 거래의 태양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한 의

문이 들 수 있다. 를 들어, 융기 의 주의의무는 증권 상품이나 장외 생

164) BFL,좌담회( 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제58호(2013.3),서울 학교 융법

센터 8면(정순섭 교수 발언부분)

165) 융 원회 보도자료(2012.5.10)에 의하면 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통과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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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경우에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

먼 증권거래의 경우를 보면 증권거래는 증권회사와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

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고객이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낼 때에

탁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개개의 매매주문에 하여 별개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166)이러한 탁자와 탁매매인간의 계에는 상법 제112조에

서 임에 한 규정이 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탁매매인인

융기 은 탁자인 고객에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167)이러한 선 주의 의무에 더하여 례는 포 일임매매의

약정의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 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고객의

증권계좌를 리하는 지 에 있는 경우 선 의무와 더불어 충실의무168)를 부

담한다고 하여 한층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다음으로 장외 생상

품거래와 련하여 먼 장외 생상품의 특성을 보면 자본시장법 이 에

융투자상품 련 규제법인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에서의 구분이 상이하여

이를 매매로 볼 것인지 계약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생상품에 한 정의조항인 자본시장법 제5조 제4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용함

에 있어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제 실질이 동일한 생상

품을 동일하게 규제169)하기 해 간주조항을 둔 을 고려하면 장외 생상품

을 매매계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장외 생상품 거래에

서 융기 에게 부여되는 주의의무와 련하여서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양

자의 등한 계약교섭력을 바탕으로 하는 등당사자 계가 그 기본이 될

166)권순일,“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박 사(2004),25면

167)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 의무)

168) 법원 1996.8.23.선고 94다38199 결 “포 일임매매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직원은 고객에 하여 보호의무가 있어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 1997.10.24선고 97다24603

결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 일임매매약정을 하 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업실 만을 증 시키기

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로써 불법행 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169)변제호외4인공 ,“자본시장법”,지원출 사(2009),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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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례는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 인 투자 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

무170)를 부담한다고 시한 바 있다.즉 융기 의 주의의무를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양 당사자간의 동등한 교섭력 확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증

권거래에서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다.증권투자시 부여되는 설명

의무는 투자권유자의 투자자 보호목 을 한 것이고, 생상품투자시 부여

되는 설명의무는 정보격차 시정을 통한 등당사자 계형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본 으로 융기 에게 충실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고객

의 이익을 해 행동한다’는 융기 서비스의 배려 인 업무특성에서 도출

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171)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를 리하고 있는 지

에 있음을 이유로 선 의무 보다 높은 수 의 보호의무를 도출해 내고 있으

나 양자의 등한 지 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생상품계약에서는 기본 으

로 이처럼 높은 수 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특히 장외

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 험회

피 목 거래로 한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 으로 해당 거래에

편입되는 당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이들이 원하는 목 의 거래를 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외 생상품거래에

서 부여되는 융기 의 주의의무는 증권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융기 의 주

의의무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분쟁해결 법리의 기

일반 으로 거래상 방인 고객은 융투자상품에 한 투자결정을 할 때에

상품에 한 구체 인 분석에 근거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거래 융기

의 인지도나 융회사 직원의 추천에 크게 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172)이

170) 법원 2011.7.28선고 2010다101752 결

171)이 기,“ 융기 의 충실의무와 이익충돌,그 해소방안-정보차단장치 공시와

승인의 법 효력을 심으로”,증권법연구 제7권 제2호(2006),72면

172)2012년 융투자 회의 조사에 의하면 펀드투자 결정시 고려요소로 운용사

매사의 인지도를 고려한다는 의견은 약 57%에 달한다.반면 펀드상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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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융기 에 한 막연한 신뢰에 근거한 것173)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막연한 신뢰는 고객의 합리 이고 한 단을 해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

기도 한다.보호의무,신인의무의 핵심은 이들 의무가 거래상 주어지는 주의의

무의 기 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의무의 유무에 따라 고객의 막연한 신뢰를 소

거함으로써 분쟁해결 법리의 기 으로서 기능한다는 이다.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융기 과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양자의 계가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융기 에게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의무를 반하 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한

책임을 인정한다.이처럼 융기 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보호의무는 획일 으

로 용되는 것이 아닌 해당 거래와 거래 상 방의 특성에 따라 개별 으로

용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인의무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그러나

이러한 융기 과 고객의 계가 항상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호의무

가 형성되는 계인가에 하여는 의문이 있다.

기존의 통 인 융기 과 고객의 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견해는

최근 수십년 사이 계 융(Relationshipbanking)의 쇠퇴를 그 특징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공 자에 상 없이 가장 렴한 가격의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 욕구가 차 증가함에 따라 융기 과의 계가 상 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174) 융기 과 고객의 계에 한 기존의 통

인 견해가 시 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 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요한

것은 이러한 계의 변화가 미치는 향은 융기 의 주의의무의 수 을 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체 인 분쟁 사례에 있어 양자의 권한과 책임을

단하는 하나의 근거로도 될 수 있다는 이다.즉,보호의무와 신인의무는 거

래 상 방인 고객을 보호하기 한 근거로 사용될 뿐 아니라 분쟁 발생시에

융기 과 고객의 계를 검토하여 보호 상으로의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일

차 인 근거가 된다는 에서 분쟁해결 법리의 기 으로 기능한다 할 것이다.

투자종목을 고려한다는 의견은 약 23% 다. 융투자 회,“2013 융투자

FactBook”,80면

173) 안수 ,“ 융상품거래와 신뢰-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의 의의와 한계-”,

BFL제61호(2013.9),서울 학교 융법센터,59면

174)SchuylerKHenderson,HendersononDerivatives,LexisNexis(2010),p.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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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설명의무의 내용

제 1 서언

융투자상품거래시 융기 에게 부여된 설명의무 ,특히 장외 생상품

거래에서 설명의무가 많은 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장외 생상품거래에 편

입된 투자자가 본인이 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융기 의 책

임을 묻는 법 분쟁의 증가가 있었다.다양한 장외 생상품의 근원지인 미국

이나 국의 경우 이미 1990년 부터 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법 분쟁이 있

었으며 특히 지난 2008년의 융 기를 겪으며 련 분쟁은 더욱 증가하

다.이들 소송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특히 융기 의 설명의무 반을

문제 삼은 경우가 많았으며 설명의무 반이 인정되어 융기 의 배상책임

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음을 보면 융기 의 설명의무가 단순히 계약상 주의

부수의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키코 사건에서도 설명

의무의 구체 인 기 은 첨 하게 의견이 립된 부분이기도 하다.그러나

설명의무의 기 은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단된

다는 에서 불완 매로 인한 분쟁발생 등의 법 리스크가 많은 역이

라고 할 수 있다.설명의무 반으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거래가 취소되거

나 법 조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법 리스크175)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법 리스크는 거래의 불확실성과 시간 비용이 소

모된다는 에서 융기 도 투자자도 원치 않는 험이다.이러한 험을

이기 해서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기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175)법 리스크(Legalrisk)에 한 개념은 상당히 범 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

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 으로 논의되는 개념을 본 연구주제인 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설명의무 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리스크 에서 보면 ①해당 거래를

무효,취소로 하는 결가능성,②규제기 의 조치에 따른 손실가능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새로운 융거래에 하여 법원이 시장에서의 기 와 다른 단을 할 험

으로서의 법 리스크를 언 한 자료는 박 ,“생 융거래를 둘러싼 법 문제 개 ”,

생 융거래와 법,소화(2012),46면.법 리스크에 한 상세로는 RogerMcCormick,

LegalRiskintheFinancialMarkets,OxfordUniversityPres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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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와 련된 분쟁에서 쟁 이 되는 부분은 어떠한 사항을 설명할 것인

가 하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의

무의 정도에 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키코사건을 포함한 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재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내용을 검토하여 설명의무의 내용에 한 합리 인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설명의무의 당사자

Ⅰ.설명의무의 주체

1. 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행

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는 해당 융상품을 제조, 매한 융기

이 부담한다.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는 “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설명의무의 주체를 융투자

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융투자업자가 장외 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첫

째,진입조건과 련하여 장외 생상품의 경우 세부 인가업무단 필요ㆍ가

된 자기자본요구 등 일반 융투자상품에 비하여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

정176)하고 있다. 를 들어,투자매매업의 경우 장내 생상품은 100억원의 최

자기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반면 장외 생상품의 경우 900억원을 필요로 한

다.둘째,일반 으로 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탁 할 수 있으나 장외

생상품 등에 해서는 투자권유 행 탁이 허용되지 않는다.177)셋째, 융

투자업자가 취 할 수 있는 장외 생상품의 범 에 한 제한으로 를 들어

투자 개업자의 경우 상품을 기 자산으로 하는 장외 생상품거래는 할 수

없다.178)

176)자본시장법 제11조 내지 제21조,시행령 제15조,제16조,제19조 내지 제21조

177)자본시장법 제5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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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非 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행

직 인 장외 생상품의 경우는 아니나 생결합증권 등 장외 생상품이

결합된 융투자상품의 경우 매 융기 이 해당 업법의 용을 받고 자본

시장법의 용을 받지 않아 매권유 규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자본시장법은 융투자업자에게 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 책임을 규정하여 일반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데 자본시

장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생상품 등의 융투

자상품을 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융기 의 업종에 따라 각기 상이한 규제법의 상이 되는 것은 투자자보

호에 있어 매권유규제의 약 이자 한계로 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 융투자업자의 융투자상품 매행 로 인한 투자자 손실 문제는 같

은 험을 가진 융투자상품을 매하는 통로( 융기 )에 따라 고객보호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최근의 로 2011년 축은행의 후순 채

매로 수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179)

자본시장법을 통해 장외 생상품 거래시 융투자업자에 한 설명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를 보호할 법 장치를 구비하

으나 자본시장법의 규율 상이 아닌 업자의 거래에 하여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은 피해자가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문제 이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먼 자본시장법에서와 같

은 강력한 수 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 개선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각각의 업법을 자본시장법의 수 으로 맞추는 방법과 융소

비자보호법을 통한 규제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융소

비자보호법의 취지와 목 이 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방

지하는 등의 고객보호에 있고 투자권유규제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8)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인가업무 단 최 자기자본)

179) 축은행 감독규정의 문제 투자자보호문제를 다룬 내용으로는 욱,“상호

축은행업 감독규정과 거래자 보호제도에 한 소고”,홍익법학 제12권 제3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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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원칙, 정성원칙,설명의무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단일법을 통한 규제의 일 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Ⅱ.설명의무의 상 방

1.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상 방

1)일반투자자

융기 의 거래상 방을 지칭하는 개념은 각 융규제법마다 상이하나180)

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융기 의 거래 상 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본

시장법상의 ‘투자자’개념이 사용되고 있다.자본시장법상에서는 투자자를

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설명의무의 상은 일반투

자자로 한정하고 있고 문투자자181)의 경우는 설명의무의 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이는 문투자자는 련 거래 정보 거래경험이 풍부하여 융기

과 거의 등한 수 이라 할 수 있는 에 의거 등 당사자로서의 지 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182)이와 련하여서는 문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

를 부과하지 않는 것,즉 일정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도 처음부터 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의문183)이 제기될

180)은행법 상의 자,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보험업법 상의 보험계약자 등

181) 문투자자의 범 에 한 상세는,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

154면

182)EU의 자본시장지침과 국의 경우는 로고객(professionalclient)에게 설

명의무를 용한다.여기서 로고객이라 함은 EU의 융상품시장지침의

투자자 삼분법에 의한 구분으로 스스로 투자 단을 하고 부담하여야 할 험을

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험,지식 문능력을 가진 고객을 의미한다.

오성근,“ 문투자자규제에 한 비교법 고찰 입법 개선과제-자본시

장법,EU의 융상품지침 국의 업무행 규칙을 심으로”,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2010),79면

183) 리기업이 아닌 기 투자자 등 문 지식이 부족한 일부 문투자자에게는

투자자범 의 세분화를 통한 보호범 확 등의 일종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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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자본시장법 이 의 사건으로 문투자자에 속하는 한생명이 제이

피모건의 권유로 무 험 고수익 투자의 안으로 비용 합성 엔 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제이피모건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184)185)에서도 원고인 한생명이 문 지식을 가

진 융기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이피모건의 설명에 으로 의지했다는

주장을 하 는데 일반투자자가 아닌 문투자자의 경우도 장외 생상품과 같

은 복잡한 구조의 거래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에 한 정보의 비 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보여 사례186)라 할 수 있다.

2) 문투자자에 한 용 문제

(1)자본시장법상 투자자구분의 목

자본시장법에서 일반투자자와 문투자자를 구분한 배경에는 험감수능력

견해로는 이채진,“투자자문업자의 주의의무 - 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심

으로”, 융법연구 제6권 제2호(2009),313면

정보비 칭(information asymmetry)의 해소를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의 정

당화 계약자유의 원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투자자에 한 설명의무

인정여부에 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로는 박선종,“최근 례를

통하여 본 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설명의무의 구체 인정기 을 심

으로”,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2013),65면

184)KoreaLifeInsuranceCo,LtdandMorningGloryInvestment(L)Limitedv.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of New York, 269 F.Supp.2d

424,447(S.D.N.Y.2003)

KoreaLifeInsuranceCo,LtdandMorningGloryInvestment(L)Limitedv.

MorganGuarantyTrustCompanyofNew York,2004WL1858314(S.D.N.Y.)

185)정순섭,“ 한생명과 제이피모건의 생상품거래에 한 뉴욕 연방지방법원

결”,BFL제1호(2003.9),서울 학교 융법센터

정순섭,“ 생상품거래에 한 법 문제 - 한생명과 JPMorgan의 뉴욕 연

방법원 결을 심으로-”,상사 례연구 제19집 제4권(2006.12.31)

186)본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어 련 법 쟁 에 한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SK증권과 제이피모건과의 소송도 융상품 매에 있어서의

설명의무가 문제되었으나 화해로 종결되어 련 법률쟁 이 검토되지는 않았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Bloomberg,"How J.P.Morgan GotTangled in a

$500MinDerivativeDebacle"(19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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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 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한정된 규제자원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 하

여 규제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목 이 있었다.187)이처럼 고객의 특성에

따른 차별 보호를 이유로 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는 것은 외국

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반 인 경향이기도 하다.

(2)투자자 환가능성

① 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로의 환

문투자자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로의 환이 허용188)

되며 이에 배되는 행 는 불건 업행 로서 지된다.189)이처럼 문

투자자는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로의 환을 통해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문투자자라 하여 모든

융상품과 상품의 험성에 한 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로의 환 규정을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은 배제할 수 없다.

② 일반투자자의 문투자자로의 환

이와 반 의 경우로 일반투자자가 환신청에 의하여 자발 문투자자가 되

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투자자가 장외 생상품 거래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문투자자로 환신청 함으로 인하여 규제상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190)

187)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152면

188)자본시장법 제9조5항 단서,그러나 국가,한국은행, 통령령으로 정하는 융

기 은 일반투자자로 우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9조⑤ 시

행령10조)

189)자본시장법 제71조7호,시행령 제68조5항1호

190)자본시장법 제9조5항 단서,시행령 제10조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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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환 문제와 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일본

의 경우 특정투자자191)의 일반투자자로의 환 일반투자자의 특정투자자로의

환에 한 허용여부는 융투자업자에 달려있다.특정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

로 환하는 경우 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요청을 거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기존의 투자자로부터 개별 으로 환에

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합의는 투자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기계 으로

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다음으로 일반투자자에서 특정투자자로 환하는

경우 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정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투자자로 환시 일반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규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다시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192)

③ 규제목 에 한 합목 고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투자자 환에 한 결정권이 투자자에 있는 반

면 일본의 경우는 융투자업자에게 있다는 차이 이 있다. 문투자자를 설명

의무의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한정된 규제자원을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집 하기 함이라면 일반투자자와 문투자자 간 환에 한 단 결정도

융투자업자에게 주는 것이 보다 투자자 보호에 합한 방식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일본의 환규정이 원칙 지, 외 허용규정인 반면,우

리 자본시장법 규정은 원칙 허용, 외 지규정이라는 차이가 있다.이는

융투자업자의 개입보다는 투자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환 권리를 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거래유형에 있어서도 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헤지목 거래 뿐 아니라 투기목 거래도 가능하다는 에서 원치 않는 손

191)일본의 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1항에서는 격기 투자자,국가,일본은행,

투자자보호기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법인 등을 특정투자자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일반투자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자본시장

법에서 문투자자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일반투자자로 정의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192) 오성근,“일본 융상품거래법상 특정투자자제도에 한 고찰”,비교사법

제17권 2호(통권 49호),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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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발생가능성 한 많다.만

약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아닌 일반 민사법상의 쟁송 차에 따라야 하므로 융기 의 불법행

에 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실무 으로 이에 한 입증책임은 상

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입증책임의 문제는 문투자자 거래에서의 투

자자 보호의 쟁 으로 단된다.193)

장외 생상품거래의 경우 실제 해당 거래에 편입되는 자는 문투자자와 일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에 한정되는 을 감안하면 장외 생상품거

래에 한하여 양자를 모두 설명의무의 보호 상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입증

책임완화에 한 규정을 문투자자에게도 용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한 개선방안으로는 융투자 회의 자율규

제 련 규정에 장외 생상품거래시의 투자자보호기 에 문투자자에 한

기 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신의칙상 설명의무의 상 방

자본시장법에서 일반투자자를 설명의무를 통한 보호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고객보호의무나 신의칙상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문

투자자가 융기 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장외 생상품 련

거래에 편입되었는데 설명을 제 로 받지 못한 부분에 기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 다면 자본시장법 상의 보호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나,고객보호의

무 반이나 신의칙상의 설명의무 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

에서도 문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메이도 폰지 사

기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국내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 공단이 삼성자산운용

과 한국투신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이 사건에서 교직원공제회는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이들 운용사는 탁자산의

193)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규제의 실익 하나는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입증책임의 환에 한 규정이 강력한 고객보호기능을 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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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미국 헤지펀드(FairfieldSentry)에 투자했다.이 헤지펀드는 다시 메

이도 에 재투자하면서 규모 손실이 발생하 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는데 법원은 재간 펀드의 운용사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리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반했다는 연기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194) 한 공무원연 공단이 유진자산운용을 상 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한 구체 기

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운용계획서가 개별약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

자자보호의무 내지 선 주의의무 반 여부를 단하는 요한 자료가 된다

고 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요한 내용에 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

이 포함된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단에 향을

경우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 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195)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

인 동부생명보험이 자산운용사인 유진자산운용을 상 로 제기한 소송196)에서

도 법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 제시한 펀드 운용계획서에서 원 손실이

발생할 험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표 을 사용하 다면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하 는데 이처럼 법원은 문 인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투자 단에 요한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하여 충

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융기 의 설명의

무 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도 바클 이즈 은행은 리보 연계 이자율 스와 상품을 유럽 최

의 연기 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PGGM 등에 매하 는데 바클 이즈,

UBS,로열뱅크오 스코틀랜드 등이 리보를 조작한 의가 불거지면서 이에

한 손해배상 소송을 비 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197)상품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외 생상품거래의 경우 헤지나 투기목 거래를 통한 문

194)연합뉴스,“교원공제회·사학연 자산운용사 상 소송 패소”(2011.8.10)

195) 법원 2012.11.15.선고 2011다10532,10549 결

196)서울고등법원 2012.6.8.선고 2010나104272 결

197)연합인포맥스,“ 형 연기 들,리보 조작 은행들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20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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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손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거래에 한 상

융기 의 설명이 제 로 이 지지 않았다면 고객보호의무 반이나 신의칙상

의 설명의무 반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제3 설명의무의 구체 내용

Ⅰ.설명할 사항의 기 을 정하는 문제

1. 요성 단의 필요성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와 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 자본시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융기 에 부여된 설명의무는 계약의 요사항을 고객에게

달하여 양자의 정보비 칭을 해소하고 고객이 올바른 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융기 이 고객에게 달하는 설명사항은 계약당사자인 고

객에게 있어 계약결정여부에 요한 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198)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합리 인 투자 단 는 상품의 가

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199)이라 함은 곧 계약성립에 요한

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키코사건의 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에 한 법 단은 요성이란 개념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

문에 구체 인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법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따라

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해 요한 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 정리가

필요하다.200)

198)이러한 설명할 사항의 기 에 하여는 계약체결에 향을 주는 사항,이익충돌이

생길 수 있는 사항 등 다양한 기 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BFL,좌담회(융

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제58호(2013.3),서울 학교 융법센터 30면(박 교수

발언부분)

199)자본시장법 제47조제3항

200)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의 합리 인 투자 단 는 상품의 가치에 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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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성 단에 한 우리 법원의 태도

우리 법원은 융기 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문 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융거래를 할 때에는,상 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험성

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험요소 잠재 손실에

향을 미치는 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

의칙상의 의무가 있다201)고 하여 설명의무에 있어 융기 이 설명할 사항은

‘거래상의 주요 정보’라고 하고 있다.

장외 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

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 내용,특히 손실발생의

험요소 등을 거래상의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202)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

한 주요 정보의 제공은 거래 상 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험성을 정확히 평

가할 수 있도록203)하기 한 것임을 감안하면 법원은 투자자의 계약선택에

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의무의 상으로서의 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계약자나 그 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하여서까지 융기 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

다고 할 수는 없다.204)

장외 생상품은 융자산,기 율, 는 지수 등의 기 자산으로부터 가치가

생되는 상품이다.205)투자자가 원하는 투자결과는 기 자산의 변동성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장외 생상품에 있어 기 자산에 한 내용은 투자상품

을 결정하는데 있어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를 들어,키코와 같은 옵션형

생상품의 경우 환율이 변동하면 계약의 손익이 변동하게 된다는 사실은 투

자결정에 있어 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편의상 ‘요성 단’이라 칭하기로 한다.

201) 법원 2010.11.11.선고 2010다55699 결

202)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3637 결

203) 법원 2010.11.11.선고 2010다55699 결

204) 법원 2010.11.11.선고 2010다55699 결

205)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9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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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그 다면 옵션가격결정에 한 세부사항까

지 설명사항에 포함되는가에 하여는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견

해도 있을 수 있으나 투자자가 옵션가격결정에 한 내용까지 고려하여 투자

단의 근거로 한다는 등의 구체 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한 부분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3637 결에서도 설명의무의 범 와 정도는 투자자가 장외 생상품의

상세한 융공학 구조와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시

한 바 있는데 상품의 상세한 융공학 구조에 한 부분은 거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

3.비교법 검토(2011.4.27자 후쿠오카 고등법원 결)

융투자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 기 에 하여 요성 단을 용할 수

있는 가와 련하여 비교법 검토로 일본의 2011.4.27자 후쿠오카 고등법원

결206)을 주목할 만하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스와 계약 체결에 있어

만약 계약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로 충분히 행해졌을 때는 원고에게 변동

리 리스크 헤지의 가능성이 불합리하게 낮은 등으로 보아 본건 리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설명의무 반은 하기

때문에 본건 리스와 계약은 계약 체결을 할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

로서 무효이며, 한 그 설명의무 반은 불법행 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시하 다.이 사건은 생상품 거래에 해서 오로지 은행의

고객에 한 설명의무 반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항소심에서

설명의무 반을 부정한 제1심 결이 취소되어,설명의무 반이 인정된 사

안이다.207)법원은 본건 리스와 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에 하여 설명이

206)福岡高裁第４民事部判決、平成２０年（ネ）第６５８号,이 사건은 일본의 메가

뱅크의 하나인 피고 은행과 이른바 생 융상품 거래의 하나인 엔 변동 리와

엔 고정 리를 교환하는 ‘ 인 바닐라 리스와 ’라고 칭해지는 리스왑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계약 체결에 있어 융기 의 설명의무 반을 주장한

사안이다.

207)福岡高判 平成 23年 4月 27日,金融․商社判例 No.1369(2011年 7月 1日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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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로 충분히 행해졌을 때는 변동 리 리스크 헤지의 가능성이 불합리

하게 낮은 등으로 원고가 본건 리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설명의무 반은 하기 때문에 본건 리스와 계약은 신의칙

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한 설명의무 반은 불법행 를 구성한다

고 결론짓고 있다.원고가 본건 리스와 계약체결을 단할 때 요한 것

은,계약의 리스크 헤지 가능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는 고정 리와

피고로부터 지불을 받는 변동 리에 해서 문 인 지식이 없는 고객 입장

에서 그 리수 등에 한 알맞은 설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설

명이 없었고 혹은 불충분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반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반이 함을 이유로 본건 리스와 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시하 는데 법원은 설명의무 반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어떤 사항을

설명하 더라면 고객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을 기 으로 설명의무 반을

여부를 검토한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설명의무 이행여부의 단기

다음으로 설명의무의 이행여부를 단하는 기 을 정하는 문제에 하여는

법상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 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객

기 설정설208)과 법상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 더라도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

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 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

기 설정설209)로 견해가 나뉜다.법상 규정된 의무의 객 수행여부

를 설명의무의 이행척도로 단하는 객 기 설정설에 의하면 해당 상품

의 투자성에 한 구조와 성격,수수료,조기상환조건,계약의 해지에 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했다면 융기 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주

기 설정설에 의한다면 앞에 제시된 사항에 한 설명의무를 수행했다

208)성희활,“ 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인권과정의,

제389호(2009),73면

209)송 훈,“자본시장통합법(안)상의 투자권유규제에 한 연구”,고려 학교 석사

학 논문(2006)(성희활, 게논문 p.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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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투자자가 해당 거래에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 다고 주

장하게 되면 설명의무를 반한 것이 된다.객 기 설정설에 의하면 설

명의무이행여부에 한 단이 상 으로 용이하다는 장 이 있으나 설명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불충분하여 이로 인한 잘못된 상품 선택으로 손실을 입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주 기 설정설에 의하면 투자

자가 충분하다고 단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보다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융기 이 설명의무를 수행할 때 투

자자의 이해정도 정보에 한 만족도를 법상 규정사항의 설명뿐 아니라

이해수 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고객들의 이해도를 개별 으로 확인해야 하

므로 거래체결까지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거래의 신속성이 떨어진

다는 단 이 있다. 한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기

자체가 지나치게 주 인 면도 있다.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을 하고 자필확

인서를 수령하 다는 것은 설명의무를 이행하 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

만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이해하 는지에 해서는 융기 과 투자자의 분

쟁 사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 이에 한 최종

인 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다.210)

5. 요성 단의 기 제시

요성 단에 한 기 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을 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다.다음으로 계약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다.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설명의무 반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설명의무 반여부를 단하는 기 과도 련이 있기 때문

이다.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에 한 입증책임 환규정 등 설명의무 반행

210)이에 한 보완책으로 상품 매 후 화통화 등의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미비된

사항에 한 사후 보완 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서완석,키코

분쟁에 있어 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상의 쟁 ,상사 례연구 제23집 제1권

(2010.3.31),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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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손해배상책임과의 계를 생각하면 설명의무 반사항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과 직 인 연 이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의 태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2012.11.15.선고

2011다10532,10549 결에서는 자산운용회사는 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

신탁의 수익구조와 험요인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 인 투자 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에 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요한 사항에 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험에 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그것이 투자자의 투자 단에 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 다고 볼 수 없

다.우리 워인컴펀드 사건211)에서도 법원은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

할 때 융기 이 해당 펀드의 험성을 제 로 설명했었더라면 다른 안정

인 융상품에 투자하 을 것이라 하여 이로 인한 투자손실에 해 융기

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시한 바 있다.

일본 고등법원 결의 경우 설명의무 반의 요성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를 단하 고 설명의무를 제 로 이행하 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기 때문에 그 반은 한 것이라고 하여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 다.이는

계약체결 시 융기 의 설명의무 이행의 유무 단은 고객의 단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항을 설명했는가를 기 으로 보되,설명의무 반의 단에

있어서는 설명되지 않은 사항을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하여 단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 , 융기 이 설명해야 하는 요한 사항에 한 단에 있어 자본

시장법 등 행정규제상의 목 으로 규제되는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반으로

인한 사법상 책임에 있어서의 설명의무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자본시장법 등 설명의무에 한 사항을 융기 이 모두 이행하 다 하

211) 법원 2011.7.28.선고 2010다7636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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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에 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을 감안하면 융기 의 설명의무 이행시 요성에 한 단은 계약의 성

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모든 사항으로 보되,설명의무 반에 한 단

은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요한 사항인 경우(설명의무 반사항이 손실에 직 인 향을 끼친 경우)

로 한정하여 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의무의 목 은 투자자의 투자 단을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의 구 에 있

다.이를 감안할 때 설명의무의 이행은 투자자가 제공받은 설명을 근거로 자

기책임 원칙하에 투자를 실행하 는지의 여부에 있을 것이다.그 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을 구 하기 한 제로서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계약

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모든 사항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설명의무

이행에 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자기책임원칙이 이 지지 않

았음을 주장할 확률이 높은데 이에 하여는 투자자가 투자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투자수익 등),투자의 목 등 설명의무 이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설명의무 반으로 인한 분쟁은 투자자손실로

인한 경우가 부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투자자 손실에 직 인 향을 미

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지 까지 살펴본 요성 단의 기 을 심으로 이하에서는

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법원의 시사항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설명의 범

1.자본시장법상 기본 규제사항

장외 생상품 거래시 시장참여자의 분쟁을 이려면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의 범 수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과 험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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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는 민법

상의 계약당사자간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설명의무를 명시 으

로 규정한 것이며,이것은 일반사법법리에 의존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법률

계를 사 에 명확히 하기 한 것이다.212)자본시장법 제47조213)에서는 “ 융

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설명의무의 주체를 융투자업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험,그 밖에 통령령214)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

다.동법 시행령에서는 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한 구조와 성격,수수료

에 한 사항,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한 사항,그리고 계약의 해

제·해지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 융투자업자는 설명을 함에 있

어서 요사항을 거짓 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요사항을 락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의 ‘왜곡’은 불확실한 사항에 하여 단정 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 를 말한

다.‘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 인 투자 단 는 해당 융투자상품의 가

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융투자업자로 하여 장외 생상품

에 한 투자권유 시,투자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등 별로 차등

화 된 투자권유 칙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 융투자

회에서는 2009년 2월부터 표 투자권유 칙215)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투자권유 칙에서는 설명의무와 련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있

는데 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에 하여 동일한 수

212)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777면

213)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21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215)표 투자권유 칙은 회의 규정이 아닌 모범규 으로서 작용하며 표 투자

권유 칙은 규범력이 없으며 반시 회나 공 규제의 제재 상은 아니다.

그러나 회가 업계가 수해야 할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융회

사가 표 투자권유 칙과 다른 개별 칙을 운용한다면 감독당국의 조사

조치 상이 될 수 있는 을 감안하면 제한된 수 의 규범력을 존재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박 민,“바람직한 융투자업 규제체계의 방향 : 융투

자 회의 자율규제를 심으로”, 융투자(2013.8), 융투자 회,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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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계 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설명의 정도는 융투자상품의 성

격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따라서,신규 상

품,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험상품을 매하는 경우 는 융지식이 부

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 하여는 일반 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

할 수 있으며,동일 는 유사 상품에 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한 지식수 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합리 인 투자 단 는 해당 융투

자상품의 가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사항을 거짓 는 왜곡하

여 설명하거나 락하여서는 아니 되며,만약 융회사가 설명하 음에도 불

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손실 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

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 표 투자권유 칙에서는

집합투자증권에 한 설명의무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해외자산에 해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가 으로 설명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특정

집합투자증권의 매와 련하여 투자자를 상 로 상수익률의 보장, 상

수익률의 확정 인 단언 는 이를 암시하는 표 ,실 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2.고려사항

1)상품에 따른 구분 필요성

앞에서 검토한 요성 단과 자본시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기 을

고려할 때 모든 융투자상품에 동일한 기 이 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

가. 를 들어,환가가 가능한 상장주식투자에 익숙한 투자자가 생결합증권

에 투자를 하게 된 경우 이 투자자에게는 환가가능여부가 투자상품 결정의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 다면 설명의무의 내용은 해당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획일 으로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이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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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외 생상품에 투자하는 융투자상품의 경우

장외 생상품에 한 거래는 장외 생상품을 직 으로 거래하는 경우(이른

바 직 형)와 장외 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융투자상품(이른

바 간 형)을 거래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장외 생상품을 직 으

로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생결합증권, 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융투자

상품이 그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장외 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펀드의 투자 상이 다양화 됨에 따라 생상품에 한 펀드의 투자자산 비

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217)이러한 간 형 거래에 한

설명의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워인컴펀드의 사례처럼 상

품의 험성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자율규제기 과 감독당국은 집합투자상품,특정 신탁 등

에 하여 융기 의 설명의무에 한 기 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기

하고 있다.먼 집합투자상품 매시 용되는 융투자 회의 표 투자권

유 칙218)에서는 집합투자증권에 한 설명의무 특칙을 두어 추가 인 설명

상을 규정219)하고 있으며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매와 련하여 투자자를

상 로 상수익률의 보장, 상수익률의 확정 인 단언 는 이를 암시하는

표 ,실 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지하고 있다.

특정 신탁의 경우 펀드 등의 상품과 유사하게 매되는 경우가 있어 불

완 매에 한 우려가 있는 등 이에 한 업무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이에 융감독원과 융투자 회는 특정 신탁 업무처리 모범규 을

마련하여 1̀3.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 다.220)이 모범규 은 투자자보호를

216)BFL,좌담회( 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제58호(2013.3),서울 학교 융법

센터 32면(박 교수 발언부분)

217)한국 융투자 회,“ 융투자 FACTBOOK”(2013)28면, 생상품형 펀드의 설정

규모는 2004년 설정액 4.7조원에서 시작하여 2012년 기 31조 규모로 체 설정

액의 약 10%에 해당한다(56면)

218) 융투자 회,“2010표 투자권유 칙”(2010)

219)15.집합투자증권에 한 설명의무 특칙

220) 융감독원 보도자료 “특정 신탁 업무처리 모범규 마련·시행”(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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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한 설명의무 강화에 큰 을 둔 것으로 보인다.첫째,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자책임”에 한 유의사항을 투자자

가 직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221)둘째, 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

탁계약 체결 권유에 있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매자의

문성을 확보하도록 하 으며 셋째, 생상품 등에 투자되는 신탁상품을 일

반투자자에게 매할 경우 정성 원칙을 수하도록 하 다.

3)그 밖의 사항 : 측정보

설명의무의 상 험도 정보와 련하여 생상품의 기 자산이 되는

환율이나 리에 한 측정보도 설명의 상이 되는가.환율이나 리에

한 부분은 그 변동방향을 정확하게 측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투자자가 투

자를 결정하는 시 에서 융기 등이 제공하는 측정보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실인데 이 때 융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측정보가 이후에 당

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투자결과에 향을 미쳤을 때 투자자로서

는 이에 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ISDA의 험공시진술서는 “특정시장의 동향을 당사가 정확하게 측할 수

는 없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융기 이 측정보를 정확하게 측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에서 기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험이 있음을 고객

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는 융기 이 해당 장외 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험

성이 측이 어려운 것임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고객이 해당 거래를 선택하

는데 있어 하나의 단기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양자간 이해상

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오도되는 험을 막고 고

객이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222)인데 측정보 자체를

설명의무의 상으로 보기 보다는 설명내용에 한 보조자료로 보는 것이 합

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

221)[그림 1-5]“특정 신탁 상품설명서”참조

222)BFL,좌담회( 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제58호(2013.3),서울 학교 융법

센터 33면(김무겸 변호사 발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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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 법원의 태도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 생상품거래가 비교 늦게 활성화 되었는데 특히 장

외 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키코(KIKO)사

건의 향이 크다고 하겠다.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은 회사와 은행이 약정

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놓고 계약기

간 에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한선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

러화를 계약 액만큼 매도할 수 있게 만들어 기업의 환 험을 방지해주는 상품

이다.223)키코는 수출기업들의 환율 험을 방지해주는 상품으로 소기업을 비

롯한 많은 기업들이 융기 과 계약을 체결하 는데 서 라임 모기지 사태

로 발된 로벌 융 기로 인해 하락추세에 있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흑자도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

서 사회 인 문제로 두되었다.224)키코 사건은 자본시장법 이 에 발생한

사건이나 련 결에서 자본시장법상의 개념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 자본시

장법상 설명의무가 도입된 강력한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에서 자본시장법

이 과 이후를 나 는 기 으로서 작용하는 상징 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13.9.26자 선고된 키코 련 소송 4건에 한 법원

원합의체 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크다 할 것이다.225)

이하에서는 키코 사건 등 장외 생상품 거래와 련된 재 부의 주요 결정

내용을 심으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 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3)이희종,“키코(KIKO)통화옵션계약에 한 법 고찰”,경 법률,Vol.20(2010).

419면

224) 이낸셜 뉴스,“키코 손실에 태산 무 졌다”(2008.9.17)

경제투데이,“ 감원 국감 최 화두는 키코(KIKO)”(2008.10.17)

225) 법원 원합의체는 수산 공업 등 4개 주식회사가 융기 을 상 로 낸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키코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융

기 이 키코 계약의 험성을 제 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하여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146 원합의체

결,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3637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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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의 조기상환조건,해제·해지에 한 사항

키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한 첫 결정이 이루어진 서울지방법

원 2009.4.24.선고 2009카합207결정226)에서는 설명의무의 기 에 한 상세

한 시를 하 는데 이 융기 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계약의 기본

정보와 련하여 통화옵션계약의 기본 구조 즉,옵션의 의미,기업과 은행이

취득하게 될 옵션의 내용(특히 은행의 콜옵션 행사에 의해 기업이 어떠한 의

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양자가 취득한 옵션가치의 총합이 동일하게 설계되

었단는 것의 의미,각 옵션에 부가된 조건( 아웃 조건, 인 조건,애니타임

아웃 조건,EIV 조기종결조건, 버리지 등)의 정확한 의미,A/B 트로 나

뉘어져 있는 경우 각 구간별 계약조건,상품구조가 환 험 회피라는 본래의

목 에 어느 범 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어느 범 에서 취약성을 가지는지 등

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 다.

계약 계에서 탈퇴하는 방법에 하여는 법원 2013.9.26자 선고 2011다

53683 결에서 장외 생상품 거래도 일반 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도에 임

의로 해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설령 도에 해지할 수 있다 하여도 융

기 과 고객이 도 청산 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융기 이 고객과 장외 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

를 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도청산 의 개략 인 규모와 산정

방법에 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장외 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손실발생 등의 험성도

큰 것을 이유로 하여 높은 수 의 보호의무를 부여한다면 계약의 도해지에

한 사항도 설명의무의 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러나 법

원은 높은 수 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도해지에 한 부분에 하여

226)서울 앙지방법원 2008.12.30.선고 2008카합3816결정 이후에 재 부의 변경이

있었으며 2009.4.24자로 키코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한 첫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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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만약 이 사건이 자본시장법

의 용을 받는 사건이었다면 도해지에 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설명의무 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법원이 도해지에 한

사항은 계약의 요사항이 아닌 것으로 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2)투자성에 한 사항

투자에 따르는 험은 융투자상품에 있어 핵심 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

다. 융기 은 투자자에게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

능한 손실의 구체 내용,특히 손실발생의 험요소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를 들어 키코와 같은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회피되는 환

험의 범 에 하여는 환 험이 회피되는 환율구간( 아웃 조건이 있는 경우

나 풋 스 드 형태의 경우에는, 아웃 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의 구간에

해서만 환 험이 회피되고, 아웃 환율 아래의 구간에 해서는 환 험이

회피되지 않거나 제한된 액만을 지 받게 된다는 ) 액범 (EIV 조

기종결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에 기해 취득한 이익이 일

정 액에 이르면 계약이 조기에 종결되어 그 이후에는 환 험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는 )에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 고,기업이 계약체결로 인

하여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험의 발생가능성 정도와 련하여서는 기업

이 환 험 회피의 가로 새로운 험을 부담하게 되고 그 험의 정도가 회

사 재정에 결정 인 향을 지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

록 향후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

히 계약 액이 기업의 평균 외화 순유입액을 과할 경우(소 ‘오버헷지’

의 경우)에는 그 손실범 가 무제한으로 확 될 수 있다는 을 분명하게 설

명하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하 다.227)

통화옵션계약에서의 오버헷지의 험성에 한 설명여부에 하여 법원

2013.9.26자 선고 2012다13637 결에서는 해당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227)서울고등법원 2010.2.3.선고 2009라219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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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오버헤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계약이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험성을 래하는 것인지 따져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계

약 액이 원고 기업의 수출 비 한 범 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로 피

고 융기 이 설명의무를 반하 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법이 있다고

시하 다.환율하락의 험을 방지하기 한 헤지목 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있어 헤지범 를 과하는 계약 액은 헤지의 목 범 를

벗어나는 것이다.그 다면 이러한 투자목 을 융기 이 인식하고도 단순

히 수출 액 비 계약 액의 범 만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

다면 융기 은 오버헷지의 험성을 제 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그 다면 의 경우처럼 과도한 버리지 거래 등 거래 험이 커지는 경우

융기 이 고객에게 이러한 험성에 한 내용을 극 으로 알리고 개선

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이른바 지도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가.일본에

서는 최고재 소(平成 17年 7月 14日) 결에서 주식 옵션 매도거래와 리스크가

높은 거래에 있어 “고객의 거래 내용이 극단 으로 옵션 매도거래에 치우쳐 리

스크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이를 개선,시정시키기 해

극 인 지도,조언을 실시하는 등의 신의칙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이른바 융기 의 지도조언의무를 언 228)하 고 최

근의 결에 있어서도 융상품 거래업자의 지도조언의무를 직 으로 언 229)

한 경우가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명시 으로 시한 경우는 없었으

나 특히 유동성이 결여된 융상품이나 도해약이 제한되는 융상품거래의 경

우,고객 자신에 의한 리스크 제어가 어렵거나, 버리지에 의해 리스크가 과다

하게 증폭되고 있는 경우에는,이를 개선하거나 시정시키기 한 극 인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 등의 신의칙상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28)사이구치 치하루(才口千晴)재 의 보충의견

229)大阪地判 平成 21年 3月 4日,判時2048号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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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외 생상품에 투자하는 융투자상품의 경우로 우리 워인컴펀

드 사건을 살펴보겠다.230)우리 워인컴펀드는 2005년에 매된 6년 만기 펀

드상품으로 당시 한민국 국채보다 안 한 상품이라고 소개되면서 많은 인

기를 끌었는데 퇴직 이나 기타 여유자 을 안정 으로 운용하기에 합한

상품이라는 마 에 힘입어 약 1,506억원 가량 매되었던 상품이다.해당

상품은 장외 생상품에 신탁자산의 부분을 투자하는 펀드 는데 해당 펀드

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고나 Q&A자료 등에 요한 사항에 하여 오

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231)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험에 하

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매회사

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극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하

다가 원 의 부분을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법원은 매회

사가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이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한 설명을 하 다는 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하여 자산운용회사와 매회사의 공동불법행 책임을 인정하 다.

해당 사건은 투자자가 과 한 험추구행 를 한 것이 아니라 융기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상품의 험성에 해서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

한 경우인데 매회사가 해당 상품의 험성을 명확히 고지하 더라면 투자

자가 해당 거래에 쉽게 편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은 쉽게 상할 수 있

다.특히 집합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는 융기 의 설명에 상당부분 의존하

여 투자 단을 내리게 되는데 매회사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

산운용회사로부터 해당 상품에 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 내용을 명확하게 이

230) 법원 2011.7.28.선고 2010다76368 결

231)상품에 한 설명을 해 작성된 우리 워인컴펀드 Q&A자료에도 펀드가

투자한 장외 생상품의 구조에 한 설명은 없었으며 단지 “장외 생상품의

수익구조에 따라 극단 인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세계 인

신용평가기 인 무디스가 본 펀드에 한민국 국가신용등 과 같은 A3등 을 부

여했다는 것은 펀드의 원 손실 가능성이 한민국국채의 부도확률과 유사한 수

으로 본 펀드는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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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다음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그로 인한 수익과 험을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매보조자료에만 의존한 은 매회사가 가져야 할 기본 인 주의의무조차

경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건은 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의 주의의

무와 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 실효성 확보의 요성을 보여 사건이라 하겠

다.피고 은행의 매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들에게

매하면서 각 펀드의 구조에 하여 제 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그 특성

이나 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원고들에게 단순히 “우리 워인컴 펀드

는 한민국의 국가신용등 과 같은 등 으로 ‘5년 만기 국고채 리 +연

1.2%’수 의 고정 리로 확정수익 을 6년 동안 매 분기마다 지 하는 안

한 생상품이다.”라고 이 사건 각 펀드가 고수익상품으로서 안 하다는

만을 강조하고,만기에 지 되는 상환 액이 결정되는 구조와 험성에 하

여는 제 로 설명하지 아니하 다.

요성 단의 기 에 비추어 보면 해당 상품의 투자자는 거의 부분 퇴직

자,노인 등이었는데 이러한 험회피성향의 투자자에게 원본손실의 가능성

이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 더라면 해당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은 쉽게 상할 수 있다. 법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와 국고채,시

은행 후순 채,은행 등 험성이 은 융상품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매활동을 개한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법행 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원 을 최소한 정기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 인 융상품에

투자하 을 것이다”라고 시하 는데 이처럼 장외 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의 경우 투자자가 해당 펀드가 원본손실의 험이 있는 장외 생상품에 투자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상품을 매하는 융

기 이 이에 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설명의무 반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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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격정보 :수수료에 한 사항

(1)수수료의 범 에 마진이 포함되는지 여부

수수료의 범 에 한 부분은 설명의무의 범 에 한 논의에서 쟁 으로

다 지는 사항 하나이다.자본시장법 제58조232)에서는 융투자업자에게

수수료의 부과기 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수료의

범 에 마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일반 으로 마진이라 함은 상품의

매가격인 고객 가격에서 원가를 차감한 것인데 융기 이 거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시장법 이 의 결을 보면 서울지방법원 2009.4.24.선고 2009카합207

결정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은 본질 으로 옵션의 상호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거래목 물의 가격구조,즉 기업과 은행이 취득하는 개별 옵션의 평가가

격에 한 구조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이 그 가격에 반 되어 있다는

마진의 기본 인 산정방식(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계약 액 총액에 일정 범

의 마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는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하여 옵션에

한 가격정보를 설명의무의 상으로 시한 바 있다.서울 앙지방법원

2010.2.8선고 2008가합108359 결에서는 은행으로서는 신용 험 리비용,

동 헤지비용 등 수수료를 원고를 비롯한 기업들의 의무 발생기 이 되는

콜옵션 계약 액을 토 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 이므로 각 통화옵션계약의

마진율은 콜옵션의 총 계약 액을 기 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보

았으며,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신용 험 리비용 등을 콜옵션 리

미엄 속에 포함시켰음에도 그 구체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에

하여는 피고들이 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이상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며 구든지 이를 충분히 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이 그 구체 내용을 고객인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1.9선고 2011나8005

232)자본시장법시행령 제5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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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서도 통화옵션계약과 같이 장외 생상품의 계약당사자로서 옵션매매에

따른 험을 자신의 책임 하에 인수함을 제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내지 이윤을 취하는 융상품을 설계· 매하는 경우에 있어 은행에게 고객

가격 수 의 정보 외에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시하 다. 한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146 결에서도 설령

융기 이 통화옵션계약과 련한 옵션 이론가나 수수료 존재 규모 등에

한 사항을 제공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회사의 키코 통화옵션상

품 구매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회사는 여러 은행에서 제시하

는 행사환율 등 계약조건의 유·불리를 비교하여 거래하 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옵션 이론가나 수수료에 한 사항이 계약의 요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 다.

(2)비교법 검토

① 수수료 공개의무의 근거

융기 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의 공개의무가 있느냐와 련하여 미국

의 경우 양자 간에 신인 계가 존재하느냐를 기 으로 신인 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법령상 규정이 있어야만 상수익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들이 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용된다.법

원은 이러한 법리 하에 이미 벌어들 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상되는

수익 규모에 한 정보의 공개 의무를 주장하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련하여 Conwillv.ArthurAndersenLLP사건233)에서 원고는 외환

옵션계약의 거래상 방인 스미토모 은행이 외환계약으로 인한 지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은 ,원고들이 매매하는 디지털 옵션이 모든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수익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들을 들어 스미토모

233)Conwillv.ArthurAndersenLLP,No.602023/05,12Misc.3d1171(A),(N.Y.Sup.

Ct.June2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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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반하 다고 주장하 으나,법원은

“신인 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스미토모 은행에게 상수익을 공개할 의무

를 지울 수 없다”고 시하면서 이러한 상수익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일부 반하 다는 주장을 기각

한 바 있다.

② 수수료 공개 범

수수료의 공개 범 와 련하여서는 멕시코 자 이체소송(MexicoMoney

TransferLitigation)234)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신환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고시한 환율과 통화를 매입할 당시의 도매(은행간) 리 간의 스 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서 회사들이 외환 스 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하여 “어떠한 주 는

연방 법률에서도 환 는 신환 회사들이 통화 매도시의 소매 리 외에,

정화(specie)매입시의 은행간 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시하 다.235)

미국의 법원은 신인의무나 다른 법률상 는 계약상 공개의무가 없는 한

상수익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일반 인 기 하에 커먼로(commonlaw)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나 서비스 매자가 매시 상수익을 포

함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의 매가를 어떻게 책정하 는지에 한 상세 내역

을 구매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34)267F.3d743(7thCir.2001).

235)법원은 백화 이 고객들이 구매하는 의류를 얼마에 조달했는지에 하여 고객

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며,자동차 딜러가 차량 매시 수령하는 리베이트나

인센티 를 공개할 필요도 없으며 이는 융시장에서도 물시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 다. 한 법원은 은행 당좌 의 주는 잔고에 하여 은

리(이를테면,2%)를 보장받지만 은행이 얼마의 리로 해당 자 을 다른

고객들에게 출해주는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상식 인 사실에 빗 어 설명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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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 :수수료 공개범 에 한 합목 해석

마진을 수수료의 범 에 포함시켜 키코상품을 매한 융기 이 해당 상품

을 제로코스트(ZeroCost)상품이라고 한 을 들어 수수료를 리미엄 차액

에 해당하는 마진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236)도 있으나,기본 으로 마진을 수수

료의 범 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융기 으로 하여 해당 거래를 통해 얻

게 되는 마진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는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얻고

자 하는 규제의 목 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융기 에게 있어 마진을 포함한 수수료는 업의 핵심조건으로

융시장에서의 경쟁은 융기 간의 수수료 경쟁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즉 기본 으로 공개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업비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237)

둘째,투자자에게 있어 마진에 한 정보는 계약 성립에 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기 어렵다.투자자가 은행의 마진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

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건은 수수료 등의 부가 조건보다는 주된 계약조건의

유·불리에 한 투자자의 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38)

셋째,투자자 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하여 여러 융기 의 상품을

비교하여 거래조건이 합리 이라고 생각되는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자

의 상품비교과정과 융기 의 상호경쟁 과정을 통해 마진에 한 기본 인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 이다.

236)박선종,“ 생상품의 설명의무에 한 연구 -국내의 최근 결문을 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2011.7),18면

237)박 ,“ 생 융거래를 둘러싼 법 문제 개 ”, 생 융거래와 법,소화(2012),

66면

238)서울고등법원 2013.1.9선고 2011나800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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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규제 목 은 융기 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거래의 조건

내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로 하여 합리 인 단을 내리게 하

여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 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면 과연 융기 의

마진이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 하기 한 제조건으로 기능할지는 의문이며

자본시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융기 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수수료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239)

Ⅲ.설명의 정도

1.자본시장법상 기본 규제사항

설명의 정도에 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추상 인 내용으로 구체 인 사안에 있어 해석에

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상품 매 후 설명의무를 이행하 는지에 한 입

증은 자본시장법 제47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로 서면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련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설명하여야 하며 ‘이해하 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그 밖의 통령

령이 정하는 방법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40)

그러나 어느 정도 설명하여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설명한 것으로 인

정되는지에 해서는 뚜렷하게 정립된 내용은 없어 이는 행정립을 통해 해

결해야 할 것인데 이와 련하여 법원 결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

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상인 상품의 특성 험도의 수 ,고객의 투

자 경험과 능력 기 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241)

239)심희정,“KIKO 련 하 심 결정의 분석 -거래법상의 쟁 -”, 융법연구

제6권 제1호(2009),285면

240)자본시장법 시행령 53조 1항

241) 법원 2006.5.11.선고 2003다5105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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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여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수 의 설명

이 될 수 있는가.장외 생상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

다는 에서 일반 인 융투자상품보다 강화된 수 의 설명의무가 용되어

야 한다.키코사건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독일의 조언의무에 하는 강력한

설명의무 기 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42)그러나 설명의무의 기 을 정함

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투자자보호의 이념뿐 아니라 규제의 효율성 측

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다.규제는 시장의 불완 성을 바로 잡는

기능을 하는데 그 효용이 있다.즉,규제를 통해 융시장이 보다 안정 이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제의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 규

제과잉은 자칫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할 염려가 있다.

3.우리 법원의 태도

서울지방법원 2009.4.24.선고 2009카합207결정243)에서는 설명의 방식에

하여 다음과 같은 기 을 제시하 다.

①설명의 시기는 계약체결 이 이어야 한다.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화통화로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확인서나 험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는 정도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나 기간에 비

추어 부 하다.②설명의 형식은 계자를 면하거나 서면, 자우편 등

정식의 문서 형태에 의해야 하고,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하며, 화상담 형식으로 기업측에서 궁 해하는 사항에 해서 답변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 련

문용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

242)박선종,“ 생상품의 설명의무에 한 연구 -국내의 최근 결문을 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2011.7),23면

243)서울 앙지방법원 2008.12.30.선고 2008카합3816결정 이후에 재 부의 변경이

있었으며 2009.4.24자로 키코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한 첫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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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③환헷지 상품에 한 기업의 종 거래경험,기업규모와 인 구

성 등에 비추어 본 환거래의 험에 한 인식 정도,기업의 일반 인 재무

상황 수출 망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 하여야 한다.

1) 법원 2006.05.11.선고 2003다51057 결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

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 인 투자 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상인 상품의 특성 험도의 수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기 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방법과 신탁약 에

서 정하는 사항에 한 개략 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 등을 직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법원 2013.9.26선고 2013다26746 결

환율 등으로 인한 험이나 그로 인한 손실의 정도 등을 구체 으로 설명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환 험 리 실태,해당 사건의 통화옵션

계약을 포함한 각 계약 체결 당시 융기 의 설명내용,다수의 통화옵션계

약 체결 녹인·녹아웃 경험,원고 회사의 직원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거래조건 설정에 여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기본 인 구조와 험을 이해한 상태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 설명의무 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피고 은행이 원고

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통화옵션상품

에 한 거래제안서를 제시하고 화,이메일 등을 통하여 각 상품의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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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명하 으며,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환율 변

동에 따른 구체 인 손실 액과 이익 액까지 시하여 설명하 음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4.비교법 검토(2011.3.22자 독일연방 법원 결)

1)사건의 내용244)

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 독일이 융기 에게 어느 정도의 수 을 요구하는

가를 잘 보여주는 결로는 2011.3.22자 독일연방 법원 결245)을 들 수 있

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향후 2년 만기 이자율과 10년 만기 이자율 간의 상

당한 이자율차이(spread)가 있을 것임을 제로 2005년 2월 16일 피고의 권유

에 따라 CMSSpreadLadder스왑계약을 체결했다.계약해지는 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하 으며,계약을 해지한 일방 당사자는 계

약상 실제 시장가치를 한도로 상 방에게 보상 을 지 하여야만 했다.투자

상담시 피고는 원고에게 특히 “ 험(Risiken)”과 련하여 이자율의 차이가

격하게 하락하면 원고는 자신이 받는 이자율보다도 더 많은 이자율을 지불

해야 한다는 자료를 제시하 고,원고의 손실 험이 “이론 으로는 무한

임”을 설명하 다.그런데 피고가 설계한 CMS SpreadLadder스왑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 액의 약 4%(약 80,000유로)에 해당하는 마이 스 시장

가치를 안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언 하지 않았다.피고의

측과는 달리 2005년 가을부터 원고의 이자지 의무 산정에 요한 이자율 차

이는 계속하여 축소되었고,이로 인하여 1년차 경과 후 그 계약은 원고는 손

실을 입게 되었으며,이에 원고는 2007년 1월 26일 마이 스 실제 시장가치

인 566,850유로의 정산 액을 지 하고 스왑계약을 해지하 다.원고가 피고

244)신 윤,“ 생 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한 설명·조언의무 - 독일연방 법원

결(BGH,Urtv.22.3.2011-XIZR 33/10)을 심으로”,상사 례연구 제24집

제2권(2011),413면 이하의 사실 계 결요지 부분을 정리한 것임.

245)BGH,Urteilvom 22.März2011-XIZR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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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스왑거래로 인한 손실로서 541,074유로 련이자 반환을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연방최고법원에서는

피고가 상담의무를 반하 으므로 청구 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2)쟁 사안에 한 단

(1) 극 인 상담의무의 인정여부

이 사건에서의 쟁 은 리스왑 상품을 는 은행이 고객에 하여 련 상

품에 하여 투자자에 맞게 투자 험을 설명하여야 할 ‘극 인 상담의무’를

다하 는가 하는 이다.특히 계약체결시 당해 생상품의 시장가치가 마이

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

이 되었는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구조 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이

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련된다.법원은 은행이

고객과 투자상담시 상품을 권유하기 에 투자 험이 고객과의 장기간의 업

무 계에 비추어 는 고객의 이제까지의 투자태도에 비추어 이미 알려져 있

지 않는 한,투자자가 동 상품에 한 투자 험을 감수할 비가 되어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단지 원고측에서 경제학 학사인 지배인이 투자상담에 참석했다거나 직업상

의 자격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동 계약에 한 구체 험에 한 지식

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고객이 혹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

지식만으로는 고객이 동 상품의 험에 하여 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시했다.

(2)설명의 정도

동 계약과 같이 이 게 고도로 복잡하게 설계된 험상품의 경우 투자상품

의 험을 설명함에 있어 상담하는 은행에 하여 고도의 요구조건이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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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근거에서 법원은 고객에 한 손실 험의 범 가 무한정 커질 수

있는데 반해,고객에게 투자상담을 한 은행은 변동이자율 수 을 0%로 고정

함으로써 고객이 지게 되는 ‘마이 스 이자지 의무’는 계산될 수 없었고,은

행이 지게 되는 고정이자지 의무는 연 3%까지 만으로 한정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손실 험을 애 부터 아주 좁게 한정하 다는 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한 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과소평가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특히 고객의 면 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하 다.고도로 복잡한 상품의 경우 설명의 정도는 고객이 업무의 험

의 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은행과 본질 으로 같은 수 의 지식과 이해수

을 지니고 있음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그 이유는 그런 경우

에만 고객에게 제시된 이자배 을 고객이 수용할지 여부를 자기책임으로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하 다.피고는 계약 액의 약 4%(약 80,000유

로)의 최 마이 스 시장가치가 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미 상담의무를 반하 고,이러한 마이 스 시장가치는 피고가 의도 으

로 만든 것이어서 이해상충이 있는 사실로 피고는 고객에게 투자상담을 행함

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설명의무를 진다고 하 다.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계

약의 일방 당사자의 이익은 그 로 다른 계약 상 방의 손실로 반 된다는

에서 이해상충이 있으므로 투자권유자로서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자신이 매하는 상품으로 이익실 을 한다는 단순한

이해 계만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상품 매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지만,이러한 단순한 이해 계를 넘어 이해상충이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설명되어야 하는데,동 스

왑계약을 권유하면서 자신은 이익실 을 하면서 매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투자의 험구조를 의도 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부담지

운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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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토

1)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키코 사건은 해당 거래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처음 법원은 사정변경의 법

리를 용하여 기업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태도246)를 보 으나 그 후 본

안 결에서는 계약해지권을 부정하 다.우리 법원은 기본 으로 투자자에게

합한 상품이 거래되었는지에 한 합성 원칙에 한 단을 한 후 매도

인인 융기 이 투자자에게 련 정보 제공 여부,투자자의 거래경험과 문

성,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의 여부 등을 기 으로 주의의무 반을

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키코 사건의 경우 거의 부분의 경우 융기

의 설명의무 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출기업에게 합하지 않은 형태나

규모의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하 거나 체결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

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외 으로 고객보호의무 반

으로서 융기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음을 알 수 있다.247)

그러나 이러한 기 이 일 이지 않다는 것은 서울 앙지방법원 2012.8.23

선고 2011가합20688 결248)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결은 설명의무의 수

246)서울지방법원 2008.12.30.선고 2008카합3816결정,서울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카합 4262결정,서울지방법원 2009.2.12.선고 2009카합57결정 등

247)서울 앙지법 민사공보 보도자료(2010.11.29)

248)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해와 직 련이 있는 주요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험성에 하여 ‘피고의 인식과 비슷한 수 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 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이를 이해하 는지를 확인하는

차도 거치지도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피고는 설명의무 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원고도 계약의 내용을 신 하

게 검토하거나 검토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의 권유에만 으로 의존한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고,이와 함께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

시 세계 융 기의 발생 그로 인한 환율 등은 원․피고 모두 측하기

어려웠던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한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에,피고가 원고

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정함이 타당하다”

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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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피고의 인식과 비슷한 수 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 을

제시하면서 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융기 의 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이 결에서 제시한 설명의무의 수 은 독일의 연방 법원 결에서 제시한

조언의무의 수 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에서 법원은 기업측 변호인이 제시한 독일의 연방 법원 결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결 이후 고객보호를 이유로 한층 설명의

무에 하여 강화된 기 을 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있었다.249)그러나

2013.9.26자 법원 결은 기업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시함으로써 다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 조언의무에서 요구하는 기 은 ‘고객과 은행이 본질 으로 동등한

수 ’의 지식과 이해수 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의 설명의무 용시 융기 에게 조언의무에서 요구하는 수 의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이 과연 효율 인지는 다음과 같은 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일반 인 융투자상품과는 달리 장외 생상품 거래에서의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한 기본 인 지식과 단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융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상품에 한 문가 수 의 지식제공을 원

한다기 보다는 투자 험을 인식할 정도의 정보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이는 장외 생상품거래의 목 이 헤지목 내지는 투자목 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목 에 한 단은 계약 당사자인 고객의 고유한 특성을 고

려한 것으로 오히려 고객이 융기 보다 우월한 정보나 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고객이 추가 으로 해당 상품에 한 문가 지식을

원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비용증가요인으로 구성하여 자문료 등 비용부담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독일에서의 조언의무는 오랜 행을 통해 형성된 규범 합의로서의

249)박선종,“ 생상품의 설명의무에 한 연구 -국내의 최근 결문을 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2011.7),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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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한 이론이다.독일 연방 법원 결250)에서 보듯 독일 증권거래법

에서 설명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조언의무를 근거로

융기 의 책임을 인정하 는데 이는 계약법상 법 흠결을 보충하기 해

용되어 온 조언의무의 법리가 Bond-Urteil 결 이후 독일 학설과 례에

의해 확립되어 온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조언의무의 법

리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실체 해결의 근거로 작용한 경우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과정에 한 진지한 검토 없이 해당 기 만을 곧바로 우리의

자본시장법에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 이 결만 가지

고 법원이 제시한 고객이 융기 과 본질 으로 동등한 수 의 지식과 이

해수 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기 이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운 이 있으며 이 결에 하여 독일 증권거래법에서 고객이 최 한 자신

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생상품의 투자 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문계약의 범 를 심하게 확 시켰음을 이유로 비 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우리나라의 키코 사건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한 동일한 기 의 유추해

석을 주장하는 견해와 련하여서는 독일에서의 스왑계약의 구조와 성격은

키코상품과 유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스노우볼 계약251)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252)가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1.9선고 2011나8005 결에서도

법원은 “ 생상품을 매하는 은행에 상담의무를 부여하는 법리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인 등에 비추어 독일 연방 법원 결이 이 사건에 참조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계나 법리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하여 유사한 취지로 시한 바 있다.

250)BGH,Urteilvom 22.März2011-XIZR33/10

251)스노볼(통화옵션상품)계약은 풋옵션과 콜옵션이 합성되어 있고 제로코스트

구조이며 녹아웃조건과 버리지 조건이 결합되어 있다는 에서 키코 계약과

유사하나 행사환율 자체가 변동된다는 이 다르다.

252)김용재,“스노우볼 계약과 고객보호의무에 한 소고”,한국증권법학회 정기

세미나 발표문(2012.10.2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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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의 이행은 일반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 ’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 ’이라함은

융기 과 반드시 동일한 지식과 이해수 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253) 융

기 이 설명하는 계약의 요한 사항들을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합리 인 수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설명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254)

2) 단의 근거 :고객 확인서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단하는 기 은 재 자본시장법과 련 법령에서 고

객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계약 체결시 에 고객이 스스로 확인하고

기재한 사항들을 근거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255) 한 설명의

무 이행의 기 시 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기 이 되며 이후의 변동사항

은 고려 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설명의무 이행에 한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는 고객 확인서 상의 고객작성내용이 기 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자료는 구체 인 분쟁발생시 사실확인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이행확인에 한 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단순히 듣고

확인하 다는 식의 기계 인 확인으로 형식 인 확인에 그칠 확률이 높은데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에 한 확인방식의 개선은 필요하

다 할 것이다.

253)그러나 계약체결에 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서는 융기 과 고객의 이해도는

같아야 할 것이다.BFL,좌담회(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제58호(2013.3),

서울 학교 융법센터 37면(김무겸 변호사 발언부분)

254)川地宏行,“デリバティブ取引における説明義務と損害賠償責任”, 修大学法学会 99号.p.41

에서는 융기 에게 수를 기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 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명의무의 행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박탈할 험성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255)[그림 1-3]“ 생상품설명서 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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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결

Ⅰ. 례에서의 설명의무 기 에 한 평가

지 까지 설명의무의 구체 인 범 와 수 에 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내

용과 례를 심으로 살펴보았다.자본시장법 이 사건인 키코사건을 심

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설명의무의 구체 인 내용과 설명의 정도에 있어

법원별,심 별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수범자로 하여 혼동을 주

고 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이번 법원 원합의

체 결을 기 으로 설명의무의 내용과 기 에 한 최종 인 법 심사가

이루어져 향후 분쟁사례 등에 한 검토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키코사건에 한 결에서 키코 매 이후에 시행된 자본시장

법상의 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기 을 소 용하여 사실상 소 효가 아니

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만일 키코사건에서 법원이 자본시장법 상의 기

을 용 했다면 도해지에 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의무

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자본시장법상의 기 을 용하 다고

보려면 계약의 도해지에 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에 하여도 설

명의무를 용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이에 하여는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 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법원의 결을

보면 키코사건에 한 구체 인 단 부분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설명의무 기

을 용했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소 효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례와 학설에 의해 논의되어 오던 설명의무의 기 이 자본시장

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이라 생각된다.

Ⅱ.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기 에 한 평가

키코사건이 사회 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시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명문

으로 설명의무를 규정하 다.즉,기존에 고객보호의무의 법리에 의해 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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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로 인정되어 오던 설명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융기 으로 하여 계약의 기본정보, 험도 정보,가격

정보 등 융투자상품계약의 성립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요사항을 거래 상

방인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기존에 법원이 구체 인 사안에 따라 시해오던 설명의무의 기 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인 융기 은 법 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고객의 경우 보다 강화된 고객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 할 것이다.외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보아도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여 다소 추상 인 기 을 제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보다

한층 강화된 기 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의 구조 요한 부분,원본 원

본 과 손실의 험성,계약 해제에 한 사항을 설명의무의 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수 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을 고려하면 우리 자본시장법제에서의 설명의무 규제의 기 은 타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합리 이고 정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규제상의 설명의무와 사법상의 책임의 근거로서의 설명의

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고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요성에

한 단은 계약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모든 사항으로 보되,설명의

무 반에 한 단은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을 정도로 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하여 단하자는 ‘요성 단’

의 기 을 제시하여 융기 의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목 과 투자자 보호이념에 합한 단의 기 을 제시해보고자 하 다.

설명의무가 자본시장법에 명시 으로 규정됨으로써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불충분한 상품설명을 이유로 한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방지에 얼마나 향을

주었는지는 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어도 분쟁발생에 한 사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은 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설명의무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보완하는 제도 틀로써 기

능하게 되나 융기 측에서는 융투자상품의 매과정에서 설명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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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어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자

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256) 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실

제로 키코사건이 사회 인 문제로 두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융기 도

장외 생상품의 거래를 주 하는 경향을 보 던 것은 이러한 향과 무 하

지는 않을 것이다.이와 련하여 증권거래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해 발

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일 일 계약 계인 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계약

당사자 보호를 해 그 로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 등 융선진국에서 장외 생상품거래로 인한 로벌 융 기를 겪고

생상품 자체에 한 규제 보다는 생상품 거래에 한 감독(serveilance)

역량을 강화시키는 융개 안을 추진하 다는 에서 비교법정책 인 차원

에서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57)258)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의 수 이 보다 높아지게 되

었다는 은 정 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규제의 수 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보호의 이념을 실 하는 형태로 아직 우리의 자본시장이 미국이나

국만큼의 성장과 발 을 이루지 못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을 투자자에게 온

히 용하기 어려운 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는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발 이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충족할

때 그 기능이 극 화될 수 있다.즉,설명의무는 투자자 보호의 한 수단으로

써 기능하는 것이지 투자자 보호의 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지나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6)박재홍,“자본시장법상 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한 검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심으로”,경성 학교 법학연구소,경성법학

제18집 제2호(2009.12),223면

257)주진열,“장외 생상품거래에 있어 합성 문제에 한 비교법경제학 고찰”,

스티스 통권 제115호(2010),227면

258)EU의 경우도 생상품시장 규제에 있어 생상품거래의 험완화에 을 둔

감독방안을 도모하고 있다.백정웅,“ 융산업에 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유럽연합의 경우를 심으로”,경 법률 Vol.20(2010),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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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본질 한계 개선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의 수

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키코사건에 한 법원 원합의체

결과 자본시장법에서의 설명의무 규정으로 범 와 기 에 한 사항은

부분 명확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기 자산 가치의 변동가능성 정도에 한 측은 각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약에 편입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즉 변동성의 방향에 한 측을

통해 거래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생상품거래의 핵심이 되는데 만약 생

상품거래의 양 당사자가 기 자산 가치의 변동가능성 정도에 하여 동일

한 측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

상품거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 성을 가지고 있는

장외 생상품거래의 본질상 설명사항에는 스스로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 다면,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 요한 사항은 설명의

무 규제의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할 것이다.규제의

기 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이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규제의 존재의의가 퇴색된다 할 것이다.이에 하여는 다음 장의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서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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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1 서언

지 까지 설명의무의 구체 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그 다면 장외 생상

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 반이 인정되는 경우 융기 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실을 입은 투자자 보호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야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설명의무 수를 한 사 조치가 투자자 보호의 사 수단

으로서 기능이었다면 설명의무 반의 효과는 투자자 보호의 사후 수단으

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의무 반의 효과로 크게 행정상 효과,

민사상 효과,형사상 효과로 나 수 있는데 양 당사자의 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체결된 거래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한 실효성 있

는 법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이념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다.이하에서는 각 효과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 우리 자본시

장법상 개선사항에 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제2 행정상 실효성 확보방안

Ⅰ.설명의무의 구체 기 에 한 개선방안

1. 합성원칙과의 견련성 고려

설명의무에서의 구체 인 내용에 한 기 은 설명의무 자체만으로 단하

는 것이 아닌 합성원칙을 고려하여 단되어야 한다고 본다.259)

융상품투자거래에 있어 완 한 거래에 한 담보는 투자권유과정에서의

259)같은 견해로 최 주,“ 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 에 한 비 검토-

키코통화옵션상품 련 례를 심으로”,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2013),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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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수를 통해 이 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합

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하나의 거래과정에서 필수

으로 수반되는 규제원칙260)임을 고려하면 설명의무의 구체 기 은 합

성원칙을 통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 2010.11.11.선고 2010다55699 결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리하는

융기 은 고객에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 ·투자경험· 험선호의 정도 투자 정기간 등을 미리 악

하여 그에 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함을 제로

“조사된 투자목 에 비추어 볼 때”고객에게 과도한 험을 래하는 거래행

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할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합성원칙의 요한 부분이 고객조사의무에 있

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합성원칙은 고객조사의무의 이행을 통해 고객에게

합한 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객조사의무를 통해 융기

은 고객의 투자성향,투자경험,투자목 등에 한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

게 된다.이 게 해서 결정된 투자상품에 한 설명의무 이행시 고객조사의

무에서 취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개별 고객에게 합한 형태의 맞춤형 설명이

이 지게 된다면 이것이 보다 투자권유규제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설명

의무의 이행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상품에 따른 차별 기 마련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는 융투자상품에 하여 용된다.그

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융투자상품은 각각 다른 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하여 동일한 설명의무의 기 을 용하는 것은 합리 이지 않을뿐더

러 운용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설명의

무 이행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261)

260) 생상품 거래 차에 한 자료로는 [그림 1-6]표 생상품 거래 차 참조

261)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설명의무 규제기 이 포 으로 규정되어 구체 인

기 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 이 있다.이 견해는 이에 한 보완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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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객 기 과 련하여서는 장외 생상품의 복잡성을 고려한

거래의 구조와 험성에 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설명의무

의 주 기 과 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상 장외 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

는 경우가 일반투자자의 경우 헤지목 거래로 엄격히 제한되는 등 거래진입

자체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직 인 장외 생상품거래를 하

는 헤지목 의 일반투자자나 헤지·투기 목 의 문투자자와 장외 생상품에

투자한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하여 동일한 수 의 보호를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그 다면 직 장외 생상품거래자

보다는 간 장외 생상품거래자에 한 보호기 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기 은 계약에

향을 미치는 요사항을 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외국의 기 과 비교해 보아

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그러나 우리 워인컴펀드의 사례처럼 장외 생상품

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융기 의 설명의무 이행시 투자자가 해당 펀

드가 원본손실 등의 험이 있는 장외 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합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의 양이 방 하여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특징과 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한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이와 련하여 2013.4.30.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124조에서는 투자자가 정식투자설명서

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원칙 으로 간이설명서 교부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원

할 경우에만 정식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 는데 이는 기존의 투자설명

서가 투자자가 읽기에 방 하고 복잡하여 오히려 투자자가 상품에 해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

는 지 을 반 한 것262)으로 향후에도 투자자보호의 측면이나 융기 의 업

융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설명의무에 차등을 둘 필요성과 이를 해 자본시

장법상의 부분 보완이나 합리 고려를 해야 함을 주장한다.박선종,“최근

례를 통하여 본 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설명의무의 구체 인정기 을 심

으로”,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2013),61면

262)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12년 펀드투자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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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황 등을 지속 으로 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설명의무 이행방식의 개선

융기 이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의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설명의무 이

행의 실효성확보는 ① 매자 문성 확보,②업자 험 방지를 한 내부통제

기 강화,③고객 주의의무 환기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매자 문성 확보

장외 생상품의 불완 매를 방지하기 해서는 매자의 문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263)이를 하여 융소비자보호 총 부서는 융상품 매 과

정에서 불완 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매 마 담당 부서를

상으로 융소비자보호 에서 매 로세스를 구축하고,이를 매뉴얼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와 련하여 융감독원의 융소비자보호 모범규

에서는 상세한 매 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 상품 매 로세스

에서는 융상품 매자에 해 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상품별

매자격기 을 마련하여 운 하도록 하고 있다.상품 매 후 로세스와 련

하여서는 융소비자의 구매내용 융상품에 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

매 여부를 확인(모니터링,SMS문자,e-mail서비스 등)한다. 한 상품

서비스와 련한 융소비자의 불만이 빈발하는 경우 융소비자의 불만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나 련 약 을 꼼꼼히 읽은 경우는 체

응답자의 26%에 불과했다.투자설명서를 읽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무 많

아서’가 응답의 52%를 차지했다.

263) 국 FCA는 AXA 자산운용사가 잘못된 투자조언으로 고객에게 합하지 않은

상품을 매한 것에 하여 벌 을 부과하 는데 매직원이 고객의 험군과

리스크에 한 이해도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에 한 교육이 미비하 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 하 다.이에 한 상세로는 “Further enforcement

actionbyUK FCA inrelationtosuitabilityissuesinwealthmanagement”,

HerbertSmithFreehillsFSRnotes

(http://hsf-fsrandcorpcrimenotes.com/2013/09/16/further-enforcement-action-by-uk-fca

-in-relation-to-suitability-issues-in-wealth-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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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피해에 한 면 한 분석을 통하여 융소비자불만의 주요원인을

악하고 이를 련부서와 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융소비자보호

총 부서는 구축된 매 로세스가 원활히 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

리를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FINRA는 규칙개정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소셜미디어

(socialmedia)의 활용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264)의사소통 수단이 발

하면서 업자의 매채 은 다양화 될 수 있는 반면 이에 한 규제기 의

응이 신속하지 못하면 규제 방법에 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FINRA

가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있어 업자 수사항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첨단기술의 활용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평가265)된다.이처럼

규제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자율규제기 을 통한 신속한 응을 하고 법 불

확실성을 제거하는 은 우리의 경우에도 매 로세스 개선과 련하여 참고할

만하다고 보여진다.

2)업자 험 방지를 한 내부통제기 강화

업에서의 컴 라이언스(Compliance)업무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의 검은

매우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사후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이는 동시에

분쟁발생을 사 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설명의무 이행여부

검에 한 컴 라이언스는 규제사항을 제 로 수하고 있는지에 한 업

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컴 라이언스 업무가 ‘자구해석’을 통한 직 인

규정 반의 방지에 이 맞춰지게 된다면 매권유규제에서 달성하고자 하

는 궁극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266)

264)FINRANotice10-06

(http://www.finra.org/industry/regulation/notices/2010/p120760)

265)JenniferKimballVuona,"Makingmoneythemodernway-tweeting:How

FINRA'sregulatory guidancemay help cleartheway forsocialmedia

communications",13N.C.J.L.& Tech.183(2011)

266) 정순섭, “ 융규제개 과 융소비자 보호”, 상사 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12.3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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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규제당국의 융소비자보호의 추세에 맞추어 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융소비자보호 모범규 이 시행되는 등 향후 민원 등 융소비자보호의 이

슈는 매우 요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이에 따라 융기 의 리스크를 사

·사후 으로 리하는 수단으로 컴 라이언스 업무의 요성 한 커질 것

으로 단된다.그러나 한편 이는 과도한 업무량과 융회사 내 부서간 책임

가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데 이에 하여는 한 내부통제기 과 이에

한 컴 라이언스 업무의 효과 수행에 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3)고객 주의의무 환기

융회사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객의 주의의무에 한

확인도 수반되어야 한다. 융회사가 아무리 설명의무를 잘 이행하 다 하여

도 고객이 이를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만약 해당 상품

에 한 설명을 들을 때에 합리 인 주의의무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설명서에 한 내용을 제 로 듣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한 확인 미이행

등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한 책임은 융

회사에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설명의무 이행은 어느 일방의 수만을 강

요해서가 아닌 계약 당사자 양자의 력 하에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다.고객의 주의의무를 환기하는 수단으로는 고객에게 설명의무 이행시 제

공되는 설명서267)등에 고객의 책임에 한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명을 주의 깊게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268) 한 설명

서에 이익이나 손실에 한 상치 등 계약의 주요조건에 한 사항을 문답

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제 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67)[그림 1-3,1-4] 생상품설명서 시 참조

268)안수 ,“ 융상품거래와 신뢰-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의 의의와 한계-”,

BFL제61호(2013.9),서울 학교 융법센터,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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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자율규제 개선방안

설명의무 반이 인정되는 경우 먼 련 감독기 의 제재수단을 통한 행

정상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자율규제기 인 융투자 회의 「 융투자회

사의 업 업무에 한 규정」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

우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고 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269) 한 융기

이 업행 등 효율 인 업무수행을 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270)․운용

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융투자회사 그 임직원이 이 규정을 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

다.271) 융투자 회의 자율규제 기능272)은 자율규제의 요성을 감안하여

회의 법정업무로 자본시장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자율규제방식은 시장의 변

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공 규제방식의 단

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의 경우 투자자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해 일본증권업 회에서 투자권

유규칙(投資勧誘規則)을 개정273)한 바 있다.개정의 배경으로는 융청의 ‘

생상품거래에 한 불 청 권유 규제 등의 본연의 모습에 하여’(デリバティ

ブ取引に対する不招請勧誘規則等のあり方について)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법령에

의한 불 청 권유 규제의 재검토와 자주규제에 의한 매권유 룰의 강화에

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개정된 규칙의 내용은 크게 ①권유에 있어서

의 합성원칙의 철 (상품 매 의 검증 의무화)와 ②권유· 매시에 있어

서의 설명의무의 강화로 나뉜다.

269) 융투자회사의 업 업무에 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270) 융투자회사의 업 업무에 한 규정 제8-1조(내부통제)

271) 융투자회사의 업 업무에 한 규정 제8-2조(조사 제재 등)

272)자본시장법 제286조(업무)

273)山本悟,“デリバティブ取引等に係る改正投資勧誘規則等の解說”,商事法務,No.1930

(20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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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련하여서는 일부 생상품거래와 비슷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복잡한

상품274)이 고액의 자산을 갖지 않고 고도의 이해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

되는 고령자에게 매되어 손실을 입었다는 불만이 잖게 제기되고 있고 상

품거래업자 등의 일부 업원이 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채로 권유를 실시한 이 문제가 된 것을 반 한 것으로 이에 투

자권유규칙에서는 ‘합리 근거 합성의 검증’(투자권유 규칙 3조 3항),‘권

유시작 기 의 설정’(투자권유 규칙 5조의2)을 규정하 다.②와 련하여서

는 융기 과의 거래에 있어 투자권유 시의 응이 문제된 경우 자주 제기

되는 불만이 “이 정도로 손해를 볼 몰랐다.”혹은 “못 들었다”와 같은 종

류의 불만인 것에 착안하여 설명의무의 강화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에 투자권

유규칙에서는 ‘주의 환기 문서의 교부’(투자권유 규칙 6조의2),‘요사항의

설명’(투자권유 규칙 32조 4항)275)과 요사항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의 수납’을 규정하 다.

일본에서의 자율규제기 을 통한 투자권유규제의 실효성 확보노력은 비슷한

규제유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여진다.우리

의 경우 융투자 회 규정과 표 투자권유 칙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에

한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 으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공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해 규제의

수 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 이라고 생각

된다.그러한 에서 앞에서 설명의무의 구체 기 에 한 개선방안으로

274)장외 생상품 거래와 비슷한 복잡한 투자신탁상품도 포함된다.(투자권유규칙 2조

7호·8호)

275)‘요한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외 생상품 거래의 경우 장외 생상품 거래 등의 상이 되는 융지표 등의

수 등에 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상정 손실액(시산액),앞에서 상정한

제와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경우 손실액이 더욱 확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어

떠한 경우가 될 것인가에 한 설명을 포함),권유한 장외 생상품 거래 등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후의 융자거래에 어떠한 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당해 고객과 융자거래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 한함)

(http://www.jsda.or.jp/shiryo/web-handbook/101_kanri/files/toushikannyu3-4guidelin

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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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합성원칙과의 견련성을 고려한 설명의무 이행’은 설명의무 이행의

단계에서 고객 악의무를 강조한 에서 일본의 ‘합리 근거 합성의 검

증’과 유사하며 ‘주의 환기 문서의 교부’와 ‘요사항의 설명’후 ‘확인서의 수

납’규정은 앞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고객 주의의무 환기’와 방법 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Ⅲ.감독기능 개선방안

1.행정지도의 내용 한계

융감독원이 제정한 행정지도 운 규칙 상의 행정지도는 융감독당국이

계 법령에 의한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해 융회사등에 하여 임의 력에

기 한 작 는 부작 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 조요청 등을 말한

다.276)행정지도는 융업 련법 등 계 법규가 추구하는 목 에 부합하고

융감독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

를 받은 융회사등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행정

지도의 내용은 구체 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 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77)자본시장법에서는 융 원회의 감독권한278)과 투자자

보호 건 한 거래질서 유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279)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황에 한 융감독원의 검사권한280)을 규정하고 있

으며 조치 미이행에 따른 효과로 등록취소281),과징 282)처분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6)행정지도 운 규칙 제2조

277)행정지도 운 규칙 제3조

278)자본시장법 제415조

279)자본시장법 제416조

280)자본시장법 제419조

281)자본시장법 제420조

282)자본시장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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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지도의 한계는 이것이 감독당국의 사후 인 지도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데 있다.즉 이것은 행정지도의 실효성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

의 발 과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을 실 할 수 있는 효과 인 융규제를

해서는 법 규제장치 외에 융감독당국의 선제 개입기능 역시 요하

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융감독기 의 사 리기능 제고

1) 황 문제

행 융감독기능은 사후 으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융기 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에 감독기능이 발휘되는 경우가 부분이다.키코사건이

사회 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도 이러한 이 지 되었는데 만약 당시에 감독

기 의 시의 효과 인 개입이 있었더라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피해의

규모를 일 수 있었을 것이다.시의 하고 효과 인 감독기능은 불필요한

경제 ,시간 낭비를 일 수 있다는 에서 감독기 의 사 리능력

제고 감독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장외 생상품거래에서의 융기

의 설명의무와 련한 행 융감독 기능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상시감독기능 강화

융규제의 효율성 제고는 융감독기 의 기능과 역할에 련이 있다.물

론 한정된 인력을 효율 으로 운용해야 하는 감독시행상의 실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강화되어 가는 융소비자보호의 추세에 맞추어 감독기능 한

이에 을 둔 선택과 집 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

럼 융감독기 의 감독기능은 규제사항 수여부에 을 둔 시장의 건

한 업활동에 한 감독이어야 하며 규제의 편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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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감독기 의 상시감독기능은 손실이나 분쟁 발생 후의 사후 인 개입보다는

사 인 개입을 통한 손실방지 소비자보호가 보다 효과 일 것이다.

3) 융소비자교육 확

다음으로, 융소비자교육의 확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융소비자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한 제는 융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융지식과 융소비

자의 보유 지식간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기획

재정부,한국은행, 융감독원이 OECD의 융교육에 한 국제네트워크

(InternationalNetworkonFinancialEducation:INFE)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한국인의 융이해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융지식(financialknowledge,분산투자 효과, 험과 수익 간의 계 등)과

융행 (financialbehavior, 융상품 선택을 한 극 인 정보수집 활동 등

합리 융·경제생활을 한 기본요건)는 상 권이나 융태도(financial

attitude,바람직한 융생활에 필요한 의식수 )는 하 권으로 조사되었

다.283) 융기 에 부여된 설명의무와 련된 융소비자교육에 있어서도 이

러한 조사자료는 방향설정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즉, 융

기 이 상품에 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융소비

자가 취약한 부분을 보다 이고 구체 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식으로 선

택과 집 을 할 수 있다면 융기 이나 융소비자 모두에게 효과 일 것이

다. 를 들어 의 조사결과처럼 우리나라 융소비자의 경우 융지식이나

융행 는 융태도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이라면 이를 융소비자교

육에도 용하여 취약부분인 융태도에 한 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 교육

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융소비자교육은 시장참여자의 수 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

가능성도 이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융감독 당국의 심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83)배 석,“ 융포용(financialinclusion)과 앙은행의 과제",한국 융법학회·

한국은행 공동학술 회 발표문(2013.5.3),62면



-119-

4)감독배상책임 검토

융감독기 에 한 감독배상책임은 작 는 부작 에 의하여 융감독

부실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84)

축은행이나 동양증권 CP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독기 의 시의

한 감독기능은 융투자상품거래에 있어 투자자 손실의 확 를 차단하고

불의의 피해를 사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융기 의 건 한

업행 와 더불어 요한 규제상의 의의를 가진다. 융투자상품에 한 감

독기 의 감독의무는 부실 는 허 로 기재된 증권신고서에 한 감독의무

소홀에 한 책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재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감

독기 의 증권신고서에 하여 융 원회에서 심사권285)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형식 인 심사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며 법원 2009.2.26.

선고 2009다5148 결에서도 증권신고서의 실체 인 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하 다.동 결에서는 다만 감독기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증권신고서에 허 사실의 기재가 있다는 등의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법령에 배된다고 보고 있으나 기본

으로 증권신고서에 한 심사에 있어 감독기 의 실질 인 심사의무를 부여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감독배상책임에 한 논의는 아직 구체 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의 사

례에서는 비교 논의가 진 되고 있다.설명의무 같은 업행 규제에 한

감독책임을 직 인 이유로 하여 융감독기 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감독배상책임은 융감독기 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비교법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 법제에 한 분석

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축은행 피해자

284)정순섭,“ 융기 의 감독배상책임에 한 연구”,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2013),160면

285)자본시장법 제1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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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감독기 의 부실감독을 문제삼아 집단 소송을 제기286)하는 등 투자자들

이 극 인 응을 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이에 한 학계의 논의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제3 민사상 실효성 확보방안

Ⅰ.손해배상책임

1.손해배상책임의 법 성질

설명의무 반시 민사상 효과로서는 먼 설명의무 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손해배상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는 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와 불법행 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양자의 차이는 설명의무 반에 한 입증책임에 있다.

일본에서는 1975년 2월 25일자 최고재 소 결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

능성을 최 로 제시한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2003.07.11.선

고 2001다11802 결에서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

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하여 구체 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

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극 권

유한 경우,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시하

는 등 불법행 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2011년 4월 22일자 일본 최고재 소 결287)은 설명의무 반에 한 채무

불이행 책임구성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이다.이 사건에서는 불법행 에

해서는 이미 시효에 어들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

286)아시아투데이,“삼화 축은행 후순 채 피해자 일부 승소”(2013.11.8),더벨,“

감원, 축은행 피해자 일부 승소에 긴장”(2013.11.13),기사에 따르면 축은행

련 소송에서 투자자가 감원의 감독책임을 물은 건은 50여건이라고 한다.

287) 判平成２3年4月22日 民集 第65券 3号 1045 ,判時2116号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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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최고재 소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앞서,신의칙

상의 설명의무를 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느냐 아니냐에 한 단에

향을 미칠만한 정보를 상 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상기 한쪽 당사

자는 상 방이 당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해 불법행 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어 든 간에,당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고 해야 한다“고 시하 는데 이는 상기와 같이 한쪽

당사자가 신의칙상의 설명의무를 반하 으므로 상 방이 본래라면 체결하

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 고,손해를 입었을 경우,나 에 체결된

계약은 설명의무 반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자리매김이 되어 그것을 계약상

의 본래 인 채무라고 하는지 부수의무라고 하는지에 계없이 일종의 배리

(背理)가 된다고 보았다.계약체결의 비단계에서도 신의칙이 당사자 간의

법률 계를 규율하고,신의칙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서,그 의무가 당연

히 그 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결이다.이 결은 기존의 안 배려의무 반에

한 책임에 불법행 규범 이외의 규율,즉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능성을 최

로 제시한 1975년 2월 25일자 최고재 소 결 이후에 계약체결 단계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반에 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을 결로

소개된다.288)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 책임의 논리구성의 차이는 양자의 계약 계가 성

립 유무가 될 것인데 불법행 책임은 원고측에서 고의,과실, 법성 등 구체

인 책임 반사항을 직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채무불이행책

임은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상 으

로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구체 인 소송진행시의 입증책임의 문제와

재 자본시장법에서 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 이행에 한 근거자료 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여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289)그러나 융기 에게 설명의무 이행에 한

288)平野裕之,“契約締結に際する信義則上の説明義務違反に基づく責任 の法的性質 -

二判平成23·4·22の債務不履行責任論へのインパクト”,NBLNo.955(2011.6.15)



-122-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투자자 보다는 융기 이 확인서나 녹음 등의 자

료에 의해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여지며290)투자자에 한 융기 의 설명의무 이행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

하기 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약 체결 이 의 행 를 계약상 책임으로 구

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계약상 부의무에 한 채무불이행책임 보다

는 불법행 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생각된다.

2.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자본시장법 제48조에서는 융투자업자가 제47조 제1항 는 제3항의 설명

의무를 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제47조 제1항에서는 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에 따르는

험 등의 사항을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의 사항을 설명시

투자자의 단이나 상품의 가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요사

항)을 거짓,왜곡하거나 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일반 으로 설명의

무 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해서는 ①설명의무 반의 존재,②손

해의 발생,③의무 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에 한 입증책임이 있다.그

러나 실 으로 손해액과 인과 계(②+③)에 한 입증은 쉽지 않다.이에

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이 융기 의 ①설명의무 반을 입증하면 손

해의 발생 의무 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는 추정된다는 이른바 입증책

임의 환 규정을 두었다.즉,②+③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에 한 입증책

임은 융기 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자본시장법 제48조에서의 손

해배상책임은 기타 손해배상책임보다 일반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투자

자보호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289)BFL,좌담회(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BFL제58호(2013.3),서울 학교 융법센터

16면(김무겸 변호사 발언부분)

290)서울 앙지법 2013.1.17.선고 2011가합7180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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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해배상액의 범

설명의무 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8조 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 된다.여기서의 손해배상액은 ‘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가 지 하 거나 지 하여야 할 등의 총액에서 그 융투자상품

의 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 거나 회수할 수 있는

등의 총액을 뺀 액’291)이 된다.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 액은 투자자

의 과실을 차감한 액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투자경험의 과다(투자경험이

많을수록 과실비율은 높아짐),투자자의 직업 등 사회 경험도(사회 지

가 높을수록 과실비율은 높아짐),기타 요건으로 투자자의 학력,연령,수익

보장약정의 법성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확인의 해태여부 등이 고려될

것이다.일반 으로 설명의무 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해서는 ①설명의무 반의 존재,②손해의 발생과 손

해액,③의무 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의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 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의 반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무 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는 추정된다고 하여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하고 있다292)293)

설명의무 반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 는 “ 융투자상품의 취득

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 하 거나 지 하여야 할 등의 총액”에서

“그 융투자상품의 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 거나

회수할 수 있는 등의 총액을 뺀 액”으로 추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2.8.선고 2012나2189 결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291)자본시장법 제48조

292)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2013),783면

293)이에 해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액 추정은 배상 액의 추정일 뿐이므로 손해

배상책임의 성립에 한 손해인과 계에 한 입증책임은 여 히 남아있다며

입법 보완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한기정,“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과 융

고객 보호제도의 선진화”,BFL제18호(2006.7),서울 학교 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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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인데 손해배상의 범 에 하여 자

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본 건에서 실제 신탁 액으로 사용

된 액을 투자자의 손해액으로 인정하 다.294)

과실상계와 련하여서는 법원은 기본 으로 불법행 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나 확 에 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 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함을 제로 가해행 가 사

기,횡령,배임 등의 득행 인 경우처럼 가해자로 하여 불법행 로 인한

이익을 최종 으로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외 으로 과

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295)고 보면서 융기 의 고객에 한 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반행 는 이러한 득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객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의 범 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고 시하고 있다.296)

손해배상액 산정과 련한 일본의 례로 2010.10.28자 오사카 지방재 소

결297)에서는 고객에 의한 투자 총액 수수료 상당분을 제외한 출자 액

의 7할(3할의 과실상쇄)을 융상품 거래업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한

294)법원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이라 함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회수가 확실히 정되어 있거나 회수할

개연성이 상당한 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하여 본건 특정 신탁의 운용 상

(건설사 발행 기업어음)인 건설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정 액은 회수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수액의 범 에 포함하지 않았다.

295) 법원 2007.10.25.선고 2006다16758,16765 결, 법원 2010.10.14.선고

2010다48561 결 등

296) 법원 2013.9.26.선고 2012다13637 결

297)大阪地判平成22·10·28平２0（ワ）17028号

해당 상품은 구조화채권에 생상품 거래가 포함되어 다양한 조건이 붙어 있는

상품으로 재 소는 당해 구조화 채권에 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매우

복잡한 구조의 사모채(privateplacementbond)'로 리스크가 높으며 도박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지 하고,고객에 한 합성에 의문을 제기하 다. 한 펀드 지분에

한 버리지 리스크가 고객에게 귀속하는 손실과 직결되어 있으며 더욱이 그

리스크의 성질은 융상품 거래업자의 업원 조차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단지 버리지에 의한 이율 상승효과( 버리지 업)의 설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일반 고객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버리지 리스크에 한 구체

인 설명의무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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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거기로부터 세 공제 의 분배 과 출자 의 상환액을 손익상쇄에 의해

공제한 액을 인용액으로 하고, 한 구두변론 종결 시에 있어서 미상환의

본건 펀드 지분에 해서는 상환이 없는 것으로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상환

이 이루어진 시 에 있어서 상환액을 손해 원본에서 공제해야 하는 취지로

시하 다.투자권유에 있어서의 불법행 책임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될 경우에 융상품 구입 등을 해 지출한 액과 매각 시(혹은 구

두변론 종결 시)가액과의 차액이 손실로서 다루어질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

와 련하여 시한 결이다.298)

4.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경합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는 부정거래행 를 지하고 있는데 설명의무 반을

규정한 제47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병합이 인정된다

면 이와 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48조와 제179조의 배

상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설명의무 반이 자본시장법 제49

조의 단정 단 등을 제공하는 부당권유 행 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묻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병합청

구는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의 환 등

을 해 부정거래행 에 한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설명의무 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권리구제에 용이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 법원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서울고등법원 2013.2.8.선고 2012나2189

결은 융투자업자의 권유에 따라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들

이 투자손실을 보게 되자 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에 한

합성원칙 반 주장과 단정 단을 제공한 에 한 자본시장법 제64조

의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반에 따른 자본시장법 제48조의 손해배상책임

을 물은 사건이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융기 의 설명의무 반을 인정하

다. 시내용을 보면 설명의무 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부

298)松島基之,“レバレッジリスクを含む金融商品に関する説明義務その他の法的問題点の

檢討 -大阪地判平成22·10·28を契約として”,NBLNo.946(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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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유 지 반에 한 단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권유 지 반 여

부에 해서는 단하지 않았는데 설명의무 반이 인정된 이상 제48조에 의

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투자자보호에 합할 것이라 단한 듯하다.299)

5.책임배제약정의 효력

손해배상책임과 련하여 추가 으로 검토해 볼 은 책임배제약정의 효력에

한 것이다.계약 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책임배제약정을 두는 경우

이에 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의 Springwell사건에서도 disclaimer조항의 효력여부를

다툰 바 있었는데 등 당사자간의 거래 계에 하여는 사법 개입을 자제

하는 미법상의 태도는 양 당사자의 합의나 계약에 의한 책임제한에 하여

이에 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에

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300)실제로는 junk등 의 상품이었음에도 이를

AAA 등 의 CDO2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문제가 되었던 Cassa

diRisparmiodellaRepubblicadiSanMarinoSpA vBarclaysBankLtd사

건301)에서도 투자자들이 과실(negligence)를 주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으

나 양자간에 합의된 책임배제조항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302)

책임배제약정의 다른 유형으로는 생상품거래에서 표 계약서로 사용되

는 ISDAMasterAgreement상의 non-reliance조항303)이 있다.이는 해당 거

299)부당권유 지 반에 해 단하지 않은 을 지 하는 견해로는 박근용,“자

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용과 손해배상책임”, 융법연구 제9권 제1호(2012),

475면

300)MelanieRyan,Andrew Yong,"Springwell- aretheEnglish courtsthe

venueoflastresortforcomplexinvestorclaims?",J.I.B.L.R,2009,24(1),p.4

301)[2011]EWHC484(Comm)

302)AlastairHudson,"TheLaw onFinancialDerivatives",Sweet&Maxwell(2012),

p.390

303)Non-Reliance:Itisactingforitsownaccount,andithasmadeitsown

independentdecisionstoenterintothatTransactionandastowhetherthat

Transactionisappropriateorproperforitbaseduponitsown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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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당사자 스스로의 단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것 한 당사자

책임배제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Disclaimer 조항이나

non-reliance조항은 양 당사자간의 독립 이고 등한 지 를 제로 면책에

한 사항을 사 에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물론 분쟁발생 시 이러한

책임배제조항의 효력에 한 법 단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형식 인 의사만

으로 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실질을 단해야 하는 문제로 야

할 것이다.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책임배제약정의 효력을 직 으로 다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거래 자율과 융시장 활성화에 따라 양 당

사자 간 책임배제약정 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와 련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면책조항의 효력과 용범 에 해 생각해 볼 여지

가 있다 할 것이다.

Ⅱ.계약의 무효,취소

장외 생상품 거래에 있어 투자자 보호수단의 하나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

나 무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설명의무를 반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설명의무 반의 법성이 한 것이어서 거래의 지속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함으로써 계약 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 결

도 설명이 충분히 행해졌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설명

의무 반은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시한 바 있다.설명의무가 계약상 주

된 의무가 아닌 부수 주의의무로서 기능한다는 을 감안할 때 단지 설명의

anduponadvicefrom suchadvisersasithasdeemednecessary.Itisnot

relying on any communication(written or oral) ofthe other party as

investmentadviceorasarecommendationtoenterintothatTransaction,

itbeingunderstoodthatinformationandexplanationsrelatedtotheterms

andconditionsofaTransactionwillnotbeconsideredinvestmentadviceor

arecommendationtoenterintothatTransaction.Nocommunication(written

ororal)receivedfrom theotherpartywillbedeemedtobeanassuranceor

guaranteeastotheexpectedresultsofthat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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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의 무효화 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실제로 해당 계약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 을 때 투자

자가 원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 자체에 한 부정 보다는 손실에 한 합리

인 조정일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설명할 사항에 한 요성 단의 기 에

서 살펴보았듯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요한 사항인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재 조정

재(arbitration)의 경우는 분쟁마다의 특유의 사실 계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게 된다.미국의 경우 1980년 후반 미국 연방 법원이 고객과 로커 사

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조항이 유효하다고 시하면서 이후 부분의 로커는 고객과

체결하는 표 계약서에 강제 인 재조항을 포함시켰으며 결과 으로 고객과

로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부분은 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304)이러한

재는 통상 으로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 (SROs)305)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분쟁해결포럼(disputeresolutionforu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거의

모든 투자계약에서 활용되는 강제 재조항은 자칫 법원의 재 을 받을 권리

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하여 미국은 이번 융개 법

을 통해 강제 인 사 증권분쟁 합의를 지할 수 있는 권한을 SEC에 부

여306)하 으나 SEC는 이를 지하지는 않고 재 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수 에 그쳤다.우리나라의 경우 융감독원이 자,

보험가입자,증권 탁자 등 융수요자 기타 이해 계인과 융회사 사이에

권리,의무 는 이해 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304)FrederickMarkGedicks,"SuitabilityClaimsandPurchasesofUnrecommended

Securities:AnAgencyTheoryofBroker-DealerLiability",ArizonaState

Law Journal(Summer2005)

305) FINRA(FINRA Dispute Resolution), 미국 재 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306)Dodd-FrankActSec.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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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계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에 한 합리 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

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307)로 융분쟁조정제도가 있다. 행 융 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조정신청 이나 조정과정 에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차가 지될 수 있는데 이는 융회사로 하여 조정에서 불

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상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 반 제정되는

융소비자 보호에 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 에 한 개선책으로 소송 지제

도(분쟁조정 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차 진행

을 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융회사에 해서는 소액사건은 일단 분

쟁조정 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까지 소송제기를 지하는 내용을 도입하

다.308)한편,자율규제기 인 융투자 회는 회원의 업행 와 련한 분쟁

에 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자율조정 할 수 있다.이러한 분

쟁조정업무는 회원사인 융투자회사의 업행 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소송이 의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자율규제 련 업무로 본다.309) 재나 조정의 경우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일반

투자자 보호 수단의 하나로 기능한다는 에서 그 효용이 인정된다고 보여진

다.최근에 사회 으로 문제가 되었던 축은행이나 동양증권 CP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반투자자의 소액사건에 한 피해자구제의 문제는 일반 손해배상청구소

송에 의한 것보다는 자율규제기 의 분쟁조정이나 융감독원의 융분쟁조정제

도310)를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투자자보호에 보다 효과 일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307)2012년 융감독제도, 융감독원(2013),187면

308) 융소비자 보호에 한 법률안(정부제출안)제36조

309)박 민,“바람직한 융투자업 규제체계의 방향 : 융투자 회의 자율규제를

심으로”, 융투자(2013.8), 융투자 회,68면

310) 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양증권 불완 매 사태와 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은 총 7,396건에 3,093억원 규모라고 한다. 융감독원 보도자료,“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신고 황 향후 처리 차”(2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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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형사상 실효성 확보방안

Ⅰ.사기

형사상 효과와 련하여 일반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나 이와 동시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키코 사건의 경우에도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민사소송에 의하는 방법

외에 거래상 방인 융기 을 사기로 형사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기업측

주장의 핵심은 키코거래로 인해 기업이 얻게 될 풋옵션 가격과 콜옵션 가격

이 차이가 나는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융기 에서 이를 제로코스

트 상품이라고 속여(기망)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었다.이에 검찰은 은행이 거

래에 있어 마진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비록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마진을 챙겼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며 마진도 계약

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 으로 다른 융거래(환 수수료,증권거래

수수료, 마진율)와 비교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이에 시 은

행 11개 은행 임직원 90여명은 무 의 처리되었다.상기 고소건의 경우 검찰

의 수사종결까지 약 1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수사종결에 이르기까

지 융기 과 기업 양 측 모두에 시간 ,경제 손실이 상당했음은 물론이

다.만약 융상품을 제조하여 매하는 과정에서 융기 측이 고의 으로

해당 상품의 험을 숨기거나 투자자를 기망하 다면 이는 투자자에 막 한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융시장의 건 한 발 을 해하는 일이므로 엄

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키코사건에서 보듯 해당 융기 임

직원을 형사고소하기까지 이른데 에는 양측의 의견차이는 좁 지지 않고 손

실에 한 구제책은 없는 상황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면이 있었다고 보여진

다.실제로 이 과정에서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측이 원했던 것은 사건의 원

만한 조정 내지는 해결이었을 것이다.사건발생 기에 융감독당국이 시

에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에 한 비 여론도 상당했

다.다시 한번 융감독기 의 기능과 역할에 해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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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투자자 보호 이념의 실천과 융시장의 발 을 고려한다면 설명

의무 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은 행정상 효과나 민사상 효과에

비해 극단 인 방식이고 징벌 인 수단임을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미국의 경우 장외 생상품 매자가 설명의무를

반한 경우에 이를 사기로 볼 수 있는가와 련해서 SECRule10b-5의

반여부에 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기 해서는 고의(scienter)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미필 고의 는 과실(recklessness)의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경과실

(negligence)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 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에 한 명확한 구분기 은 없는데 이는 결국 해석의 문제로 고의성

의 인정여부에 한 최종 인 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미국의 경우 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v.GoldmanSachs&

CoandFabriceTourre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외 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은 그 시작은 사법쟁송에 의하나 사법부의 최종 인 결을

받기 에 화해로 종결311)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번 법 인 결을

받아 선례가 형성되면 후에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을 고려하여 형성된 행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311)SEC는 골드만삭스와 그의 피용인 FabriceTourre에 해 골드만삭스가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매한 합성담보부부채증권(CDO)와 련하여 요한 사실에 해

오도하는 표시(misstatements)와 락(omissions)을 한 이유로 증권사기 의로

제소한 사건이다.이 사건은 2010.7.15.골드만삭스가 5억5천만불을 지 하기로 하

면서 SEC와 골드만삭스 간의 화해(settlement)로 종결되었다.SEC Litigation

ReleaseNo.21489,April16,2010,U.S.SECLitigationReleaseNo.2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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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지 까지 장외 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발생근거와 구체 인 내

용을 각 국의 법제와 사례를 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은 행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문제 으로 ①사 자치가 용되

는 장외 생상품거래에서 융투자업자만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 문제,②설명의무의 당사자문제로 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장외 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와 문투자자에 한 설명의무 용의 문

제,③설명할 사항과 범 에 있어 어떠한 기 을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④설명의 정도에 한 자본시장법상 기 이 투자자보호기 에 맞추어 정한

수 인지의 문제,⑤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

외의 법제와 사례를 통해 의 문제 에 한 해결방안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하 다.

그 결과 ①에 하여는 자본시장법 이 부터 논의되어 오던 신의칙상 부수

주의의무로서의 고객보호의무의 법리와 정보비 칭 해소가 설명의무의 근

거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

로써 이러한 이념을 규제원칙화 한 것임을 확인하 다. 한 미법상의 신

인의무,선의와 공정거래원칙은 설명의무에 한 명시 인 법 근거가 없는

미법제 하에서 설명의무 반여부에 한 단근거로 기능함을 살펴보았다.

②에 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융투자업자에게만 용되는 설명의무를 동종

의 융상품을 매하는 유사 기 에게도 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한

해결로는 각 규제법 차원에서의 설명의무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과 융소비

자보호법을 통한 규제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자본시장법

상의 보호 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도 고객보호의무 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가 존재하며 이에 하여는 감독규정이나 융투자업자

의 업행 가이드라인을 통한 세부사항의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③에 하여는 행정규제상의 설명의무와 사법상의 책임의 근거로서의 설명의

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고 설명의무 이행시 요성에 한 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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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요한 모든 사항으로 보되,설명의무 반에

한 단은 고객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

로 요한 사항인 경우로 단해야 한다는 요성 단의 기 을 제시하 다.

한 직 인 장외 생상품 거래가 아닌 펀드와 같은 간 형 장외 생상품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기 자산인 장외 생상품의 구조와 험성에 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많

았다는 에서 이에 한 투자자보호방안이 필요함을 지 하 다.

④에 하여는 설명의 정도에 한 자본시장법상 기 이 정한지에 하여

키코사건을 비롯한 한국의 결과 독일의 연방 법원 결을 심으로 검토

하여 투자자보호의 에서 보다 강화된 설명의 기 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장외 생상품거래의 목 과 투자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

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 이 보다 합리 임

을 주장하 다.

⑤에 하여는 설명의무의 이행방식에 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등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하여 검토하 다.아무리 법상 규제기

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자율규제기 인 융투자 회의 역

할증 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 이고 신속하게 응할 필요가

있음을 일본 증권업 회(JSDA)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았고 투자자 손실과 피

해발생을 사 으로 제어하기 한 융감독기 의 역할제고가 필요함을 주

장하 다.

장외 생상품 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 이 국제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상이라고 야 할 것이다.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

의 수 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 을 갖

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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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장외 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보 확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련 법률에 따라 은행이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생상품거래를 권유하

려는 때에는,그 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악하고 투자자

의 기명날인(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정한 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한 일반투자자가 은행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 생상품등"을 거래하

려는 경우에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악하고  투자(거래)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정하지 아니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알리고,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 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은행은 투자자와

의 장외 생상품 거래를 거 하거나 투자자에게 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투자자의 재 황

1.재무 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융투자자산 보유 액 :

2. 재 보유하고 있는 생상품 거래의 종류  약정잔액[모든 융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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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래의 목

거래목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험회피(헤지)목 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

하고자 합니까?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거래하고자 하는 기 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 □ □ □

2. 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 자산의 보유 내역  액,보유 경  등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한 이해 

1.장외 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 성 명 :

련경력 : 련 자격 :

장외 생상품에 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문가 수 ):

 : 하 :

2.장외 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 성 명 :

련경력 : 련 자격 :

장외 생상품에 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문가 수 ):

 : 하 :

3.투자자의 표자  에서 언 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 아니오 :

4.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험

의 속성  규모에 비추어 합합니까?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은행과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

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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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험 리능

험 리능력 아니오 비  고

1.장외 생상품 리스크 리 담 조직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장외 생상품 험 리를 한 규정,

내부통제 차 업무 차 보유 여부
규정명:

3.장외 생상품 험 리를 한 별도의 산시  

스템 보유 여부
산시스템명 :

VI. 거래

투자자께서 지 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 생상품의 종류  거래 규모 등에 

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Forward)

FX스왑(FXSwap)/

통화스왑(Currency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등

리스왑(InterestRate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Swap)

상품 생(CommodityDerivatives)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

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행이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설명받았습니다.

3.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행에 통지하여야 귀

행이 본인에게 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을 설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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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산업 행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산업은행이 투자자와 장외 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

가 정한지를 확인하기 하여 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산업은행 트 이딩센터) (담당자)

(서명/인)

※ 고객이 기명날인( 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은행이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고객이 기명날인( 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산업은행이 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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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장외 생상품의 분류 고객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 장외 생상품의 험도 분류

장외파생상품 험도 분류

가.주의 : 리스왑,옵션매수 

(원  과 손실이 가능하나,손실범 가 제한 인 상품)

나.경고 :통화스왑,옵션매도,선도거래 

(손실범 가 무제한이나,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험 :가,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 생상품 

(손실범 가 무제한이고,구조가 복잡한 상품)

○ 고객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

구분
장외 생상품에 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법
인

개
인
사
업
자

주권
비상장
법인,
개인 
사업자

리스왑,통화스왑,
옵션매수,옵션매도,선도거래

기타 험회피 
목 의 모든 
장외 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험회피 목 의 모든 
장외 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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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생상품설명서 시( 험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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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상품설명서 시( 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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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회사는 아래에 시된 내용을 참고(가감)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특정  신탁 상품설명서]를 자율 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반드시 동일하게 그 내용

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계약  운용자산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특정 신탁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신탁 계약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작

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선 박스안의 내용은 회사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

에게 제공하는 양식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이하 동일함)

[그림 1-5]특정 신탁 상품설명서( 시)

특정 신탁 상품설명서

■ 이 상품  자보 법에 른 자보 상이 

아니며, 원 의 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있습니다.

■ 라 , 사 에 충분한 명을 들  후 신 하

게 투자결 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 : 자필기입)는( ) 의 사실을 

지하고 자발  의사에 라 투자합니다. (자필

서명)

※ 상기 험고지 Box(테두리 색상 포함)는 편입자산에 상 없이 변경
이 불가한 사항으로,설명서의 첫 페이지 최상단에 붉고 굵은
씨로 표시하되,본문의 씨 크기보다 최소 1.5배 이상 큰 씨
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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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표 생상품 거래 차312)

312)본 도표는 한국산업은행의 표 생상품 거래 차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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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장외 생상품 거래 황313)

(단 :십억원,%)

313) 융감독원,“̀13년 상반기 융회사 생상품 거래 황”(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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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DutytoExplain

inOTCDerivativesTransactions

Da-woreJung

CommercialLaw Major

DepartmentofLaw,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financial institution's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istransactionalsubordinateduty ofcaresastheduty to

provide customers reasonable information about financialcommodity.

Recently,therearemanycasestoaskforliabilitybybreachoftheduty

toexplaininOTC derivativestransactionsinmanycountries.Forthis

reason,thereisaneedforeffectivecontrollegalriskinthewaythat

investorsclaim forthebreach ofduty to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complicatedbynature.Thisisbecausetheremightbetime

andeconomicalcostnotstopping consumptiveargumenton thatissue

withoutcleararrangementonthedutytoexplain.

Thispaperexaminesfivelegalissuesregardingthedutytoexplain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①The legalground o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haveadutytoexplain,②Theapplicationofdutytoexplainin

case of non-financialinvestment business entity's OTC derivatives

transactionsandprofessionalinvestor,③Thestandardofwhattoexplain

regardingitscontentsandextent,④Theassessmentonthestandar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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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toexplainintermsofinvestorprotection,⑤Thisproactivemethod

ofdutytoexplain.

Firstly,Thelegalgroundonwhichfinancialinstitutionshaveadutyto

explainisbasedontheideaofconsumerprotectionandthesettlementof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pastand itconfirms the principle of

regulation-based and gainslegalground by 'TheCapitalMarketand

FinancialInvestmentservicesAct'.Secondly,Thereisaneedforthe

applicationofdutytoexplainincaseofnon-financialinvestmentbusiness

entity'sOTC derivativestransactionsandprofessionalinvestor.Thirdly,

regarding the standard ofduty to explain this paper proposed the

standard ofsignificancejudgement.Fourthly,regarding thecontentof

duty toexplain,itisappropriateforconsumerprotection comparedto

foreign financialregulation.But it is needed to improve regarding

in-directOTC derivativestransactions(ex.fund).Fifthly,itisneededto

copewith thefinancialmarketsituation with theenhancementofthe

SROs' function and financial regulator to control investor's loss

effectively.

Finally,TheeffectivenessoftheregulationofdutytoexplaininOTC

derivativestransactionsisnotappraisedbythetypeofregulationorthe

levelofregulationbutappraisedbycustomer'slevelandexperience.The

besteffectivenesscanbemadewhentheideaofcustomerprotectionand

thefinancialmarket'sautonomyareharmonious.

keywords :OTC derivatives,Duty to Explain,Legalrisk,Financial

Regulation,Therelationshipbetweenfinancialinstituionandcustomers.

StudentNumber:2010-2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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