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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어느덧 70년

이다. 그럼에도, 가장 최근인 2008년에 도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

조차 갈등과 비효율의 상징이 된지 오래다.

한 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그 나라의 금융안정성을 수호하는 보

루(堡壘)이다. 과거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금융안정성이 흔들리

면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경험하였다. 금융시장이 마

비되고, 실물경제는 붕괴되며,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평범

한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자산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우수하던 기업

들은 빚더미를 안고 공장 문을 닫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금융감독체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보아야 하며,

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의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주장되는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변화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게임이

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대표하는 것은 관료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민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게임의 경기자로 설정한 후, 이들의 유인구조를 분석하여 게임의

보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게임을 ①권한배분 게임, ②규제감경 게임, ③

제도개선 게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규

와 실제 사례 및 학계의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각 게임유형에서

의 전략과 균형을 비교 검토하고,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갖추

어야 할 요소들과 부합되는지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는 주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도입할 경

우,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게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예상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

게임의 균형에 따른 결과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갖추어야할

기본요소들, 즉 ①독립성, ②책임성, ③투명성, ④무결성, ⑤효율성,

⑥ 전문성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유인구

조의 개선을 통해 게임의 균형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를 통한 금융감독권한의 배분, 금융감

독원장의 의견제출권 및 규정개정건의권의 명문화,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권한의 조정 등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유인구조에

변화를 주는 정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주장되는 주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통합형’, ‘관

료조직 유지+쌍봉형’,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게임의 전략과 균형을 예상해본 결과, ‘통합

형’과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의 경우, 도입 시 관료조직과 민간감

독기구가 가지는 유인구조와 이들 간의 게임을 유의미하게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료조직 유지+쌍봉형’의 경우,

이를 도입하더라도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게임에 유의미

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금융감독체계, 게임이론, 유인구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료조직, 민간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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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둘러

싼 논의의 역사가 어느덧 70년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도입 당시부터

학계의 비판을 받으며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융감독체계의 중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 세계를 덮친 거대한 경제

적 충격 이후, 각 국은 기존의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금융감독기구의 기능을 큰 폭으로 통합 또는 재조정하였다.1) 이는 종래

의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위기 대응에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위기가 확산되는 원인 그 자체로 작용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어찌 보면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은 현

재까지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소비자

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감독정책 실패 또는 감독

행정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기

인한 갈등과 비효율의 문제이다.

1) Daniel Calvo, Juan Carlos Crisanto, Stefan Hohl and Oscar Pascual Gutiérrez.

(2018). "Financial supervisory architecture : what has changed after the crisis?".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p.9. 참조. 본 연구에 따르면 연구범위에 포함되는 전 세계 82개 권역 중 11개 권역이

기존의 감독모델 자체를 개편하였으며, 나머지 권역의 경우에도 최소한 감독주체들 간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통합 또는 재조정 등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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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조직2)이자, 본질적으로는 정책기구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민간감독기구3)이자, 집행기구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구성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

시 개편 수립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금융감독체계라고 할 수

있다.4) 하지만, 개편 당시부터 이미 많은 학자들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감독기구 간의 갈등과 비효율이 심화되며, 결국 금융감독정책의 수

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물론 정부조직 또는 공공조직의 개편 및 관련 조직 간의 권한배분 문

제는, 그 업무분야를 가리지 않고 늘 중요이슈에 해당한다.5) 그럼에도

유독 금융감독 분야에서 조직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①

일반산업과 대비되는 금융산업 고유의 특수성과, ②정책수단으로서의 금

융감독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실물의

인도 또는 양도 등을 전제하지 않고 계약, 다시 말해 금전 또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약속 그 자체를 일종의 ‘상품6)’으로 취급해서 거래하는 것

을 주된 업무로 한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물거래를 전제하는 일반

산업에 비해 거래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7), 제조업자(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주체)와 판매자(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판매자

2) 김홍범. (2005). “한국의 관료조직과 금융감독”.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p.197. 각주1)에 따르면, ‘관료조직’의 개념의 용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

으나, 행정학계의 관행 상 ‘행정부 관료조직’ 또는 ‘정부기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관료조직’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3) 행정법적으로는 국가간접행정기관으로서 영조물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현호. (2003). “금융감독원의 법적성격”. 『공법연구』 제31권 제3호. 참조

4)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형태의 금융감독체계는 찾기 어렵다.

5) 박천오. (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제8권 제1

호) p.1.에 따르면, 이는 정부조직 구조 자체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6) 이를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법률용어로는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7) 실제로는 단지 ‘약속’만이 오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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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금융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각각 보유하

는 정보 간에 비대칭성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가진다.8)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은 금융거래에서 유독 빈번하게 일어

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9)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소위 시스템 리스크10)

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발생 시 일반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악영향 또한 심각하다.11)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미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

기 위한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은 그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정책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국가가 금융감독에 관한 각종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감독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

독제도가 제대로 구현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체계는 그 자체

로 금융감독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

은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금융감독의 질은 감독제도를 의미하는 규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감독구조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12)

8) 이에 관해서는 김종민 정순섭. (2009).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금융

동향』제23권2호. p.7. 이하를 참조

9) 이는 법적개념은 아니나, 현행 금융관련법령 상의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환 (2014).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국민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각주55) 참조

10)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 수행되지 못

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IMF BIS FSB. (2009). “Guidance to assess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 참조)

11) 금융감독원. (2020). 『금융감독개론(2020년판)』 p.5. 이하에서는 미시경제학적 측면에

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실패이론을 근거로 금융감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12) 이에 관해서는 김인배. (2014).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4-02.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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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서 관료조직(금융위)과 민간감독기

구(금감원) 간의 관계, 특히 유인구조에 따른 갈등-협력관계를 게임이론

을 통해 검토하는 것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금융

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 또는 비효율적인 협력관계이며, 최근 논의되는

개편안 역시 이들 양 기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이에 관한 쟁점들을 게임이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매우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도 많지 않다. 이는 2008년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수차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된 전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13) 따라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

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14) 병증(病症)을 확인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바른 치료법(개편안)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내재된 병증(病症)을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관계, 다시 말해 ‘게임의 균형’에서 찾는다. 특히 양

기관 간의 갈등-협조관계에 관해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부여한 균형(均

衡)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부제목에서 말하는 관료조직

과 민간감독기구 간 게임의 ‘균형’은 게임이론에서의 균형(equilibrium15))

뿐만 아니라,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균형16) 또한 의미한다.

13) 이는 정책변동론 등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번번이 무산 또는 보류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 또는 개편 과정에서의 변질 또한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14) 김인배. (2014). 앞의 논문. p.7.에 따르면, 일회성 사건 등만을 기초로 감독체계의 변경을

구상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나 관료적 왜곡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15) 일반적으로는 게임이론의 Nash Equilibrium을 의미한다.

16)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의미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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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가 각

각 ‘합리적 행위자’로서 갈등-협력관계에 대응한다는 가정17)하에, 감독기

구 간의 갈등-협력관계를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분석

대상인 게임에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금융위과 금감원 간의 게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도입 시 예상되는 관료조직과 민간감

독기구 간의 게임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게임의 시작점이 되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인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유인구조를 이루는 각 항목을 게임의 보수(報酬)로 가정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및 협조관계를 게임이론으로 살펴보면, 양 기관

간 게임의 균형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가?

셋째,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융위와 금감원 간 게임의 결과는 바람

직한 금융감독체계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넷째,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게임의 균형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떠한 정책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가?

다섯째,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대안으로 논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안을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개편안별로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의 유인구조는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이로 인

해 게임의 균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가?

17) 물론 합리성 가정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게임이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기자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이론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조직인 금융위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의 경우, 최소한 기관

차원의 갈등-협력관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하여도 게임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무리는 없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게임이론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을 경기자로 설정할 경우, 이를 개인과 같은 단일주체로 가정한다. 이에 관해

서는 김광호. (2019). 『게임이론』. 시그마프레스.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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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수립된 2008년 이후를 시

간적 범위로 한다.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수립된 시점인 2008년 이

후의 사건 및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함

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18) 다만, 현행 금융감

독체계와 개편안의 모습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서는 2008년 이전의 학술적 논의나 사건 또한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2.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관료조직을 대표하는 금융위와 민간

감독기구를 대표하는 금감원을 게임의 경기자(player)로 설정하고 있으

며, 이들 양 기관의 유인구조 및 갈등-협력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물론 광의의 금융감독체계는 이 두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

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포함한다.19)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 게임의 분석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의 2개 기관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다

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개편 시 예상되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18) 이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는 2008년 이전의 사건과 연구들은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 검토 및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19) 거시금융정책의 주체이자, 금융사고 발생 시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사고 발생 시 최종대출자의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에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유력

하다. 이에 관해서는 전성인. (2009). “유인부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방안”. 서울대 금융

경제연구원 심포지엄(2009.11.) 자료집. pp. 77-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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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이에 따

라 기존 문헌의 내용 및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의 핵심내용을 서술한 후에, 이를 해석하여 비판적인 분석결과를 제

시하고자 한다.20)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을 설정하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론과 게임이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금융감독체계론의 경우

다양한 문헌을 통해 이론적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연혁적인 전개과정

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본 게임의 구성요소, 특히 전략과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설정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가지는 유인구조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규와 관련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언론기사 등 금융감독당국의 유인구

조를 파악할 수 있는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셋째, 대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주요 갈등-협

력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자료 및 학계의

연구문헌 뿐 아니라, 관련 언론기사와 국회 회의록 등 금융감독당국 내

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차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자료는 내부의 갈등구조를 배제시킨 경우

가 많아서, 갈등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넷째,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게임에 따른 균형의 결과가 어떤 시사점

을 가져오는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만약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유지된다

는 전제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섯째, 선행연구 등을 통해 최근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주

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도입할 경우 게임이 각각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비교 검토하였다.

20) 남궁근 (2018). 『행정조사방법론(제5판)』. 법문사. p.367. 참조



- 8 -

제 6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금융감독체계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부

터 본격적으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및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자

가 속한 학제와 연구목적에 따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천차만별이

다. 다만,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방대한 선행연구 중 현행 금

융감독체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발표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연구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유형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21)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2008년 이후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선행연구를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① 우리나라 금융감

독체계의 개편과정을 연혁적 제도적 시각에서 검토하거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의 행태 등을 분석한 연구, ② 금융감독체계의 직접 개편보

다는 효율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최근 주장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 비판한 연구, ③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제로, 민간감독기구로의 통합 또는 현행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를 주장하는 연구, ④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제로, 관료조직의 권한을

유지하되 현행 금감원을 분리 개편하는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

을 주장하는 연구22), 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제로, 관료조직(금융위)

과 민간감독기구(금감원)을 모두 개혁 또는 개편하여, 관료조직으로부터

금융감독기능을 분리시키고 금감원 역시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것을 주장

하는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2008년 이전에도 금융감독체계에 관해 많은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해당 연구결과들은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에 검토 반영되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22) 금융위 등 관료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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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선행연구 유형 분류

감독체계 개편 직접 주장X 감독체계 개편 직접 주장○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연혁적

제도적 검토

또는

관료의 행태

분석

현행

감독체계

하의

제도 개선

또는

개편안 비판

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또는

금감원

독립성 강화

관료조직

개편

언급 없이

금감원 개편

(쌍봉형)

관료조직개편

(금융정책

금융감독

분리)

+

금감원 개편

(쌍봉형)

우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정을 주로 연혁적 제도적인 시

각에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의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분

석한 주요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유형 1

연구자 주요내용

이하나
(2009)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과정 및 결과는, 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가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

임혜란
이하나 
(2009)

1997년 IMF 이후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단순히
분산이냐 통합이냐에 관한 논의보다는, 관리감독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서로 다른 제도와 구조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김희경
(2010)

감독체계개편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
규제기구에 대한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

이승주
이민정
(2012)

시간적 지평, 이해관계의 범위, 기존 제도하의 보유 권한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1997년 이후의 세 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에서, 관료들이 전략적 행동을 통해 권한의 
유지에 필요한 핵심이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고 평가

송원섭
(2019)

관료제의 시각을 통해, 민주화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관료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권력을 확대하였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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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전제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최근에 주장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중립적인 시각에

서 비판한 주요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표 2> 주요 선행연구 유형 2

연구자 주요내용

조갑제
(2008)

금융감독기구는 책임성이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구조를 상당부분 확보
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홍은주
(2010)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조직과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고동원
(2013)

최근 주장되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도입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이동걸
외2인
(2013)

금융감독체계의 유인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오성근
(2014)

2007년 이후 영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결과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는 쌍봉형 규제체제의 문제점 등을 분석

노철우
(2015)

현행 통합감독체계를 유지하되, 건전성 규제업무 등 일부를 금융감독
기구 자체에서 분리하여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이성복
(2017)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과 쌍봉형 모두가 각각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 경우에 따를 때 필요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

김인배
(2017)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감독기구 단일화 수준, 중앙은행의 감독관
여도 등의 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김원규
(2017)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및 2011년 8월 25일 G20 정상회의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등을 제시  

양기진
(2018)

소위 쌍봉형에 해당하는 영국식 감독체계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로
도입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 

서호준
(2019)

우리나라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 분석 후 비효율적인 방향의 금융
감독체계의 개편논의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11 -

다음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을 전제로, 금감원 중심의 통합 감독기

구의 도입 필요성 또는 현행 금감원의 관료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를 주로 주장한 주요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표 3> 주요 선행연구 유형 3

연구자 주요내용

김홍범
(2009)

미국 영국 EU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보다는 통합금융감독기구가 더 합리적인 조직
형태라고 주장

오재록
(2009)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양태를 분석하
면서, 정책적 함의로는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공적 민간기구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

양기진
(2012)

쌍봉형 감독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

정경영
(2012)

미국 금융감독개혁법제의 내용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김홍기
(2012)

금융감독기능은 단일의 금감원이 맡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설립하여 독립성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고동원
(2012a)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공적 민간기구’로 하되, 자본시장
회계감독 부분만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제시 

김성수
(2012)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의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하여 최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통합형 민간감독기구 설립을 제안

정홍주
이현복
(2013)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전형적인 관료 주도 형태로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 및 투명성이 모두 낮은 구조이므로, 경제성장정책,

금융산업 발전정책으로부터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김홍범
(2013)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 금융위와
금감원을 단일의 공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

강현호
(2014)

금융감독원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급 행정기관을 배제시키고
독립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한명진
(2015a)

독일 금융감독원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금감원을 설치한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차단 및 정부의 
직접행정조직과 분리해서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

김경신
이수환
(2020)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 
및 인사 상 독립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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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제로, 현행 금감원을 소위 쌍봉형 금융

감독체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주요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다만, 쌍봉형 내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조직의 기능을 분리할지 대해서

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며23), 금융감독체계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필요성 전반을 다루면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성

까지도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지적한 연구가 포함된다.24)

<표 4> 주요 선행연구 유형 4

연구자 주요내용

이채진
(2011)

금감원과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주장

원승연
한도숙
(2011)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 기능에 치우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구조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를 분리, 독립하여 설립할 필요성을 제시

최준선
박종림
(2012)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변환철
이재성
(2013)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맹수석
(2015)

미국의 Dodd-Frank Act 입법례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
하는 기구를 별도로 분리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홍주
외 3인 
(2017)

금융위와 금감원 소속 임직원의 보직이동 경로 분석 등을 통해, 금
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
며,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주성식
(2017)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적 1차적인 감독기능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

23) 가령, 윤석헌(2017)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를 분류하는 형태를 ‘쌍봉형’

으로 칭하고,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만을 떼어내는 형태는 ‘소봉형’으로 칭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이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광의의 ‘쌍봉형’에 소위 ‘소봉형’까지도 포함시켰다.

24) 2010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가 학계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직접적인 연구주제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임에도, 부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한 연구도 많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까지는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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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을 전제로, 관료조직으로부터 금융감

독기능을 분리(관료로부터 금융감독기능 독립)시키되, 현행 금감원 역시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선행

연구는 아래와 같다.

<표 5> 주요 선행연구 유형 5

연구자 주요내용

전성인
(2009)

유인부합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은 기재
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은 건전성보호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개편

최흥식
(2010)

공적 민간기구에 금융감독을 위임하되, 건전성 규제분야와 영업행위 
규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 분야로 분리하는 쌍봉형 도입을 제안

윤석헌
외 5인
(2012)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윤석헌
외 5인
(2016)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
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
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을 제시

이와 같이 2008년 이후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류에 있어서는 아래

와 같은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8년 이후의 연구들은 주로 개편방안에 집중된다. 이는 2008

년 이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금융감독의 본질론

이나 금융감독체계 고유의 특성 등에 관한 기초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것

으로서, 2008년 이후 금융감독체계론에 관한 연구가 개편방안 분야로 집

중된 것은 시대적 맥락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08년 이후의 연구들은 그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해외의 개편 사례를 참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령 해외

사례를 근거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나라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요소, 가령 ‘관료조직(금융위)’의 유지 또는 개

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 14 -

2. 게임이론으로 공공분야의 갈등을 분석한 선행연구

게임이론은 전략에 관한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이론분야이다. John

von Neumann과 Oskar Morgenstern이 1944년에 발표한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은 경제적 경쟁 또는 무력 대결처럼, 우

리가 게임으로 인식하지 않는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게임처럼 분

석할 수 있다는 발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25)

이후 게임이론은 그 범용성을 인정받아서, 경제학 뿐만 아니라 정치

학, 행정학, 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현재

는 개인 차원의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등 조직 차원의 전략을

분석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사례연구와 관련해서, 게임이론은 갈등-협력 사례에서 ‘합리적

행위자'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거나 취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지와, 어

떤 전략적 상호작용이 균형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데 매우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보다는, 국가,

행정기관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많이 공개되어 있고,

의사결정 절차가 비교적 객관화 제도화되어 있는 조직들의 경우, 게임이

론을 통한 분석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Thomas C. Schelling 등의 학자들은 주로 국가

간의 정치 외교에 있어서 갈등사례에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

하였으며26),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외국과의 FTA 체결과정이나 남북관계

등 정치 외교분야에 있어서의 갈등과 협상사례에 게임이론을 활용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7)

25) 이에 대해서는 이규억 (역) (2008). 『게임이론』. Roger A. McCain의 Game
Theory and Public Policy. 시그마프레스. p.6. 참조

26) 이경남 (역) (2013). 『갈등의 전략』. Thomas C. Schelling의 The Strategy of
Conflict. 한국경제신문. 참조

27) 대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성우.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등. FTA와

관련해서는 박승락. (2011). “2단계 게임이론에 의한 우리나라의 한·중 FTA협상 성

공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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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내의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협

력구조, 특히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갈등과 협력의 주체로서

게임의 경기자가 되는 사례를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의 경우, 방대한 양의 게임이론 관련 선행연구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부기관(또는 공공기관)이 개입된 갈등-협력사례를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게임이론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김종석
강은숙 
(2008)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상위정부 하위정부 및 지역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

김관보
이선영
(2010)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게임
상황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부천 화장장건립의 분쟁사례를 분석

오종열
(2014)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도시개발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코레일과 서울시의 협상 게임을 분석

이윤경
(2014)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책변동에 있어서 집단갈등을 정책옹호연
합모형과 양면게임이론의 결합모형을 통해 설명

김종석
강은숙
이광희 
(2018)

제도분석틀(IAD framework)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해상운송분야의 
안전규제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분석

이종민
(2019)

정부와 NGO 간의 적대적 갈등상황을 게임이론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분석

다만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융감독체계 내에서의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

구 간의 갈등-협력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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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애초에 금융감독체계라는 주제 자체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

는데다가, 이를 전제한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갈등-협력의 경

우, 선행연구들이 논의대상으로 하는 공공갈등 사례, 특히 개발사업, 또

는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지방정부 간, 또는 일방만이 정부인 갈등사례

와는 그 전개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금융감

독기구 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Jabotinsky(2013)의 연구28)를 들 수 있다.

Jabotinsky는 금융감독체계의 각 유형에 대해 게임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소위 ‘쌍봉

형’ 금융감독체계에 따라 규제기관이 두개인 경우의 문제점을 주된 분석

대상 중 하나로 하므로, 선행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Jabotinsky는 통합형 감독체계와 쌍봉형 감독체계를 각각 비교

하면서, 공공선택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동일한 유인체계를 가지는 두 개

의 규제기관이 있을 경우, 과잉규제 또는 규제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게임이론을 통해 논증하려고 하였는데, 동 선행연구가 주는 시사점

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도 많은 의미를 가진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Jabotinsky가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것은 단순

화된 유형의 단일 감독체계와 쌍봉형 감독체계이고, 금융감독기구가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유인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함에 따

라, 유인체계가 동일한 두개 감독기관 간의 일회성 게임구조를 주된 분

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그 대상과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30)

28) Hadar Yoana Jabotinsky. (2013).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 A

Game Theoretic Approach". Tel Aviv University - Cegla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the Law.

2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쌍봉형 금융감독체계가 유력한 개편안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Jabotinsky가 지적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본 연구에서 게임의 경기자는 성질을 달리하는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이기 때문에

유인체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어려우며, 분석대상인 게임 역시 일회성 게임이 아

니라 전개형 게임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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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제 1 절 금융감독체계론

1. 개념 및 구성요소

금융감독체계는 흔히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론(김홍범, 2005) 또는 금융

감독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김성겸 김근세, 2005) 등으로 설명되며, 이를

둘러싼 일련의 학문적 논의들을 금융감독체계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시점에서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가지는 구조와 특성, 대내외적

요인, 사회적 배경과 전통 및 국가의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서, 금융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감독

거버넌스, 다시 말해 금융감독을 위한 최적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31)은

금융감독체계론이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행연구가 이러한 점을 다루고 있다.

살펴보면, 금융감독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

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의사결정에는 ① 개별 금융당국

에 일정한 기능을 할당하고, ②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며,

③ 잠재적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접근법과 약정을 명시하는 것이 포

함되어야 한다.32) 그렇다면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

31) Daniel Calvo, Juan Carlos Crisanto, Stefan Hohl and Oscar Pascual Gutiérrez.
(2018). "Financial supervisory architecture : what has changed after the crisis?".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p.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감독 모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

에는 금융 부문의 구조, 금융 위기 경험 및 법률, 역사, 문화 및 정치 경제 요인이

포함된다고 한다.

32)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 (2018). 앞의 논문.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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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

보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기관에 위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의무에 해당하는 건전하고 신중한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 집

행할 수 있는 능력과, ② 입법부가 추진하는 목표와 정책에 대한 존중

등을 갖추어야 한다.33) 따라서, 금융감독체계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표된 G30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규제는 ① 금융기관의 안전과 건전성, ②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 ③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④ 고객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바,34) 금융규제 설계의

기준들은 당연히 금융감독체계 설계에 있어서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간 금융감독체계론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 학자들마다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로 ① 독립성(Independence), ② 책임성

(Accountability), ③ 투명성(Transparency), ④ 무결성(Integrity), ⑤ 효

율성(Efficiency), ⑥ 전문성(Expertise) 등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35)

33) Udaibir S. Das, Marc Quintyn, and Kina Chenard. (2004).“ Does Regulatory

Governance Matter for Financial System Stability?” An Empirical Analysis. IMF

Working Paper. p.14. 참조

34) Group of Thirty. (2008).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a Global Marketplace". p.21. 참조.

35) 학자에 따라서 이 여섯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서는 Das, Udaibir S., and Marc Quintyn. (2002). "Crisis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The Role of Regulatory Governance, in Financial Sector

Governance: the Role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d. by R. Litan, M.

Pomerleano and V. Sundararajan,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8 이하,

김홍범. (2005). "한국의 관료조직과 금융감독".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p.200. 이하, 양기진. (2012).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 쌍봉형 감독

기구의 도입검토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논의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5권

제2호. p.119 이하, 정홍주 이현복. (2013).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강화방안”. 『금융소비자연구』 제3권 2호, 김용재. (2004). “금융감독의 이상과 과제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금융법연구』 제1권 제2호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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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의 세

부적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성(Independence)은 금융감독기구가 업무와 운영, 예산 등

의 측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36) 이러한 독립성은 목

표의 독립성이 아니라 수단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본다(Quintyn and

Taylor, 2002).37)

금융감독기구가 정치권력 또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종속되면

금융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38)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금융

감독체계 개편 당시, 정부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금감원을 별도 설

립하려고 시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독립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당시 IMF는 금융감독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권고

하면서, 기관장은 정부 또는 정부각료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해서, 그 책임은 정부기관보다는 국회에 지도록 하는 한편, 동 통합감독

기구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39) 그럼에도 이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금융감

독체계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가

독립성의 결여라는 사실은, 그만큼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독립성의 확

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방증한다.40)

책임성(Accountability)은 금융감독기구가 감독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서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책

임소재의 명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41)

36) Das, Udaibir S., and Marc Quintyn (2002), 앞의 논문, p.8에 따르면, 독립성은 다시

규제 독립성, 감독독립성, 기관독립성, 예산독립성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한다.

37) 이는 금융감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입법부(국회)의 역할이고, 감독당국은 이를 수행

하는 수단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38) 정홍주 이현복 (2013). p.10 참조

39) 김대식 윤석헌 (2005).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금융학회지 제

10권 제1호. p.215 참조

40)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연 (2003).“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구성과

업무집행의 독립성 확보방안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4권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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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며, 감독

책임에 있어서 소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IMF가 우리나라에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것은 책

임성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

원 간의 업무범위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자주 제기되곤 한다.42)

투명성(Transparency)은 금융감독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의사결

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

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43)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금융위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금감원의 감독업무 집행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금융위의 의사결정과정의 경우, 이전부터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1월부터 상세한 의사록 등이 공

개되기 시작했으며44), 금감원의 경우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검사

제재내용 등 감독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금감원의 예산 결산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사

후보고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45)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금융위와 금

감원 간의 협의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무결성(Integrity)은 감독기구가 사익 또는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벗어

41) Das, Udaibir S., and Marc Quintyn(2002). 앞의 논문. p.9 참조. 책임성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게 되면, 다시 (협의)의 책임성, 투명성, 무결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을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42) 가령, 한국경제TV, 2020.2.17. 라임 사태 책임 떠넘기는 금융위·금감원 등

43) Das, Udaibir S., and Marc Quintyn. (2002). 앞의 논문. p.10. 참조

44) 이는 2017. 11. 2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이유로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의사록에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45) 2018. 8. 2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46)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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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연의 감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47)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모피아’ 또는 ‘금피아’ 등 부정적인 단어가 많

이 사용되는데48), 이는 감독기구의 구성원들이 본연의 감독목적이 아닌

기관의 이익 또는 구성원의 사익에 따라 감독업무를 처리하는 행태에 대

한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만큼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

다는 이야기다.49) 이는 감독체계의 기관 간 권한배분 측면을 넘어서, 하

나의 금융감독기구 내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유인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Efficiency)은 감독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규제비용을 감

안한 효율성을 의미 한다.50)

만약 금융감독체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과도한 규제비용의

발생은 이미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조직인 금융위는 국가예

산으로 운영되고, 민간감독기구인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출연하는 감독

분담금과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기

관 운영비용만 보더라도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51) 이미 살

펴보았듯이 양 기관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면이 있으므로, 피규제

자인 금융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준법비용 역시 이중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감독체계는 최소한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며, 이는 특히 뒤에

서 살펴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중에서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채

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Expertise)은 금융감독기구가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47) Das, Udaibir S., and Marc Quintyn. (2002). 앞의 논문. p.11. 참조

48) 과거 재무부를 의미하는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모피아)와,

금융위 또는 금감원과 마피아의 합성어(금피아)라고 알려져 있다.

49)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료조직인 금융위와 민간감독기구인 금감원이 다르지 않다.

50) 양기진. (2012). 앞의 논문. p.120. 이하 참조. 여기서 규제비용은 제도적 비용, 준법

비용, 구조적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51) 2020년 기준 금융위의 총 예산은 2조9,731억원, 금감원의 총 예산은 3,63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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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

금융시장의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사각지대

(과소규제의 경우) 또는 낡은 규제(과잉규제의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전문성이 특히 중시된다.53) 특히, 전문성은 금융감독을 굳이

민간감독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관료조직의 경우 특

유의 보직순환체계와 채용 및 보수구조로 인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효

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이

다.5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굳이 금융감독업무만을 전담하는 민간감독기

구로 금감원을 별도 설치한 취지이기도 하나, 이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는 문제가 없지 않다.55)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구성요소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지

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본 연구의 제4장 이하

에서 살펴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분석에 있

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2>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요소

①
독립성

(Independence)

②
책임성

(Accountability)

③
투명성

(Transparency)

④
무결성
(Integrity)

⑤
효율성
(Efficiency)

⑥
전문성
(Expertise)

업무와 운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정부 정치로
부터 독립적

감독기구에
부여된 법상
의무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 원칙

사익 또는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감독목적을
수행

규제비용
대비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충분히

규율가능한
인적 물적
기술적 역량

52) 전문성은 우리나라 금감원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체계 상 독립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존립근거를 전문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3) 최승필. (2017).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관계 : 이중규제의

문제와 영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법제연구』 제35호. p.307. 참조

54) 이에 대해서는 김홍범. (2005). 앞의 논문. p.228 참조

55)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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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체계의 기본유형

(1) 개요

금융감독체계라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며, 그 나라의 금융시장 발전도와 대내외적 요인 및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각 국가는 고유의 금융감독

체계를 나름의 토양 위에서 발전시켜 왔다. 다만 그렇더라도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감독체계를 전

면 개편하거나 일정범위에서 조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기본유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감독체계 기본유형의 분류방식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56),

비교적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감독체계를 비교 연구한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2018)의 5단계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금융감독체계 기본유형 분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권역별

감독

(Sectoral)

통합형 부분통합형

중앙은행

중심

(Integrated

-CB)

별도

감독기관

중심

(Integrated

-SSA)

2개 기관형

(Two

Agency)

쌍봉형

(Twin

Peaks)

56) 가령, Jabotinsky(2013)는 감독체계의 유형(접근방식)을 ① 제도적 접근법, ② 기능적 
접근법, ③ 통합적 접근법, ④ 쌍봉형 접근법, ⑤ 혼합형 접근법(주로 미국의 경우)
으로 분류하였고, 김성겸‧김근세(2005)은 금융감독 주체와 금융감독 조직 및 권한의 
통합여부에 따라 정부조직형 통합조직, 민간기구형 통합조직, 정부조직형 분산조직, 
민간기구형 분산조직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등 학자에 따라 분류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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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감독 모델

권역별 감독모델은 은행, 증권, 보험, 서민금융 등 권역별로 해당 권역

의 특성에 맞게 감독기관을 달리하는 감독모델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1997년 개편 이전까지의 감독체계였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의 감독체계 모델이기 때문에, ① 금융권역에 따라 동일업무임에도 규

제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② 일관된 감독정책의 수립 시행에 취

약한 면이 있으며, ③ 불가피하게 중복규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단점이

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와 달리 ① 해당 금융권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시적 감독대응에 적합하고, ② 대형산업(가령 은행산업) 중심으로 감독

자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통합 감독체계에 비해, 소형산업(가령 대부

업)에도 감독자원을 적절히 투입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전 세계의 약 50%가 동 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57)

(3) 통합형-중앙은행 중심 모델

금융감독체계를 단일의 감독기구로 통합하되, 금융감독권한을 중앙은

행으로 집중시킨 감독체계이다. 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금융시스템 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상업은행)이고, ② 거시감

독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중앙은행이야말로 가장 양질의 감독자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③ 미시감독정책과 거시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

다는 점 등에서는 이러한 감독체계가 장점을 가진다. 다만, ① 증권 보험

산업 등 제2금융권의 규모가 큰 선진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대한 미시

감독과 거시감독을 모두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② 중

앙은행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약 11%가 동 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58)

57)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 (2018). 앞의 논문. p.8

58)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 (2018). 앞의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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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형-별도 감독기관 중심 모델

금융감독체계를 통합하되, 우리나라의 금감원처럼 미시감독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금융감독기관을 두는 체계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두 개 기관이 상하관계 하에 감독업

무를 중첩해서 수행하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59) 오히려 1997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초기의 금감위-금감원

체계가 동 모델에는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모델이었으며, 장점

으로는 ① 금융(산업)정책(흔히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로 묘사)과 감독

정책(흔히 자동차의 ‘브레이크’로 묘사)을 분리하는 한편, 감독정책은 동

일기관이 책임을 지고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정책 수립 집행의 일관

성 확보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② 금융감독에 최적화된 인적 물적 기

술적 감독자원을 상시 확보해서 효율성 전문성 연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

다는 점, ③ 통합 감독시스템을 통해 규제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① 금융감독권한이 단일의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견

제와 균형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② 특히 쌍봉형 감독체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소비자보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비해서 건전성

감독업무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가 부차적인 업무로 밀려날 가능성

이 있다는 점, ③ 이를 관료조직으로 설립 시에는 관치금융이 문제되고,

민간기구로 설립 시에는 민간기구에 과도한 규제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현재 권역별 감독체계 다음으로 가장 많이(전 세계의 약 18%) 채택되

고 있는 금융감독체계이다.60)

59) 아주 단순화하여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내에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업무체계와 
오히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의 독립성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60)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 (2018). 앞의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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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분 통합형-2개 기관형 모델

동 감독체계는 두 개의 감독기관이 금융감독권역을 구분(가령, 한 기

관은 은행산업과 보험산업을, 나머지 한 기관을 증권산업을 담당)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쌍봉

형의 한 형태로 취급되기도 한다. 가령 금융건전성감독원을 신설하여, 권

역으로는 은행과 보험 권역을 전담 감독하되 건전성 감독업무를 총괄하

게 하고, 이와 별도로 금융시장감독원을 설립하여, 증권시장을 전담 감독

하게 하되, 영업행위 감독업무를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장점으로는 ① 금융규제 대상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은행 보험산

업과 증권산업을 별도 규제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② 건전성 감독기관

과 영업행위 감독기관을 분리시켜서 특화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단점은 ①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해 권역별 감

독체계의 문제점(규제차별, 일관된 감독정책 수립 집행의 곤란 등)이 여

전히 남고, ②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은 결국 협력 또는 순환구조

를 가진 업무임에도, 이를 굳이 분리해서 별도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규제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점, ③ 이로 인해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전 세계의 약 11%가 동 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61)

(6) 부분 통합형-쌍봉형 모델

동 감독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종의 ‘뜨거운 감자’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금융감독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예 이를 전담하는 독

립기구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적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이라는 것은, 정치적으

61)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 (2018). 앞의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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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국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매우 높은 상징적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추진된 바 있다.

쌍봉형의 경우 양 기관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다양

한 변용이 가능한데, 가령 통합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업무

만 분리하여 별도기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부분 통합형-2개 기관형처럼 권역 또는 업무의 일부를 나누어서 금융소

비자보호 전담기구가 추가로 담당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장점으로는 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강

화될 수 있다는 점, ② 금융산업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금융소비

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③ 무엇보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다만 단점으로는, ① 애초에 금융소비자 보호업무가 다른 금융감독업

무와 명확히 분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② 그렇다보니 규제가 중첩되

는 영역이 많고, 많은 부분에서 기관 간 업무협조-업무이첩이 발생할 소

지가 발생하다보니 규제비용 또한 커질 수 있고, ③ 양 기관 간에 권한

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보니, 전체적으로는 과소규제 또는 과잉규

제로 이어져 실효성은 낮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전 세계의 약 10% 정도가 동 감독체계를 채택했다고 한다.62)

(7) 소결 :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감독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앞

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뒤의 세 가지, 즉 통합형-별도 감독기관 중심

중심모델, 부분 통합형-2개 기관형 모델 및 부분 통합형-쌍봉형 모델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더 나아가 부분 통합형은 우리나라에서는 쌍봉형이

라는 명칭으로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국내에서의 개편안으로 논의범위를 한정할 때, 단순히 ‘통합형’과 ‘쌍

봉형’으로 명명하고 살펴보아도 큰 모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62) Calvo, Crisanto, Hohl, Gutiérrez. (2018). 앞의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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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단순한

감독기관의 형태를 넘어서,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에 어떻게 권한

이 분배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 특이하다. 다시 말해, 통합형이라고 하더

라도 행정부처 형태(가령 일본의 금융청)를 취하느냐 민간기구 형태(가

령 통합 금감원)를 취하느냐의 문제, 또는 쌍봉형이라고 하더라도 동 2

개 기관을 다시 관료조직(현재의 금융위) 아래 두느냐, 아니면 쌍봉형의

2개 기관에 각각 독립성을 부여해서, 관료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키느냐의

문제가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다시 말해, 왜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달

리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권한배분 문제가 금융감독체계 논의에

있어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료조직이 금융감독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에도63), 매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의 논란과

반발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왔으며64), 이로 인

해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로 이원화되어 권한의 분배가 왜곡된 금융감

독체계가 오랜 기간 고착화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년부터 이미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관료 중심 금융감독체

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민간금융감독기구 중심의 독립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음에도65), 실제로는 이러한 개선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관료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매번 금융

감독체계 개편론이 제기될 때마다 학계에서는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권한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63) 김홍범. (2005). 앞의 논문. p.198. 가령 우리나라의 관료조직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갖추어야 할 ‘당연한’ 요건으로 인정되는 ‘독립성’ 등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64) 매 금융감독개편 시마다 이루어진 관료의 조직방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주,

이민정. (2012). “관료의 전략적 행동과 제도의 연속성 : 한국 금융감독제도 개편의 정

치과정, 1997∼2008년”. 『국제정치논총』 52(4).을 참조

65) 가령, IMF는 1997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적인

민간조직으로 단일화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으며, 2014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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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는 주요 금융감독체계 개

편안의 유형을 살펴보면, 통합-관료기구형이 1997년 IMF 이후 관치금융

논란에 의해 현재 학계에서는 소수의 의견에 해당한다는 감안할 때6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① 민간감독기구 중심의 통합형과, ② 관료조직의

권한 및 조직을 유지하면서 민간감독기구만 2개로 분리시키는 쌍봉형,

③ 관료조직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민간감독기구도 2개로 분리시키는 쌍

봉형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유력한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편안과의 비교

◇ 감독체계 기본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권역별

감독

(Sectoral)

통합형 부분통합형

중앙은행

중심

(Integrated

-CB)

별도 

감독기관 

중심

(Integrated

-SSA)

2개 기관형

(Two 

Agency)

쌍봉형

(Twin 

Peaks)

◇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

-

통합형 쌍봉형

-
통합민간

감독기구

관료조직

유지

+

쌍봉형

관료조직

개편

+

쌍봉형

66) 이는 주로 관료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감독체계로서, 학계의 견해로는 정순섭(2012)을

들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에도 또 다시 통합-관료

기구형이 주장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국

관료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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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연도 논의주체 내용

이승만

정부
1950 정부 국회

한국은행법 제정

금통위에 은행감독업무 권한 부여

박정희

정부
1962 정부 국회

한국은행법 개정

기존 은행감독부→은행감독원 승격

전두환

정부
1983 정부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

후 통합감독기구 설립 추진했으나 무산

노태우

정부

1988
∼
1989

정부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

등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했으나 무산

김영삼

정부
1997

금융개혁위원회

(이하 ‘금개위’)

재경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독립된 통합

감독체계(금감원) 마련

IMF 권고
통합감독체계 및 정부 및 관료로부터의

독립성 부여 등 권고

정부 국회

금융감독체계 포함 금융개혁법안 통과.

단, 금감위와 금감원을 구분하고, 금감위

사무국(관료조직) 설치(최초 19인)

3.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67)

(1) 개요

현행 금융감독체계 성립과정의 기원을 온전히 찾으려면,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따라

서, 연혁적 배경과 개편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하나의 독립한 연구주제가 될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

다. 다만, 본 연구는 연혁적 검토 자체에 그 목적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모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간

의 성립과정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표 7>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혁

67) 이하는 주로 최흥식. (2010). “금융감독체계의 변천에 관한 정치경제적 분석”. 2010년도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및 금감원. (2020). 앞의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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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연도 논의주체 내용

김대중

정부

2000
∼
2001

기획예산처 TF
작업반의 민관혼합 조직통합안 기각.

현상유지하면서, 금감위사무국 확대

- 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태

2003
∼
2004

- 신용카드 부실사태

노무현

정부
2004

감사원

(카드사태 감사)
금융감독체계 개선안 제시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역할분담에

관한 MOU 체결

이명박

정부

2008 인수위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통합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겸직 불허

금융위 사무처 확대

2011
한은법 개정TF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 추가

- 상호저축은행 사태

2012
금융감독혁신

TF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 개선방안 제시

박근혜

정부

2013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제시

- 동양그룹 사태

2013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논의

2014 IMF 금융감독당국 독립성 강화 권고

문재인

정부

2017 대통령
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제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분리)

2019
∼
2020

- 사모펀드 사태

2020 감사원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독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련

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

주 : 윤석헌. (2017).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모색 토론회 자료(2017.2.28.)의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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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보완하여, 재정리하였음

(2) 1997년도 개편 이전

1997년까지만 해도 은행, 증권, 보험 등 소위 권역별 감독체계에 따라,

각 권역을 소관하는 감독기구가 달랐으며, 이로 인해 ① 감독중복, ② 감

독 사각지대 또는 규제편차 발생, ③ 금융권역 전체에 대한 일관된 감독

정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표 8> 1997년 개편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구분 감독기관 검사기관 검사권 수임
(수탁)기관

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재경부 감사원 은행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재경부 감사원
재경부 은행감독원

장기신용은행 재경부 재경부 은행감독원

비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재경부 재경부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증권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예탁원

재경부,
증권감독원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보험

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소 재경부 재경부 증권감독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경부,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위원회)
보험감독원

재보험회사 재경부 재경부 보험감독원

기타 신용보증기금 재경부 감사원
재경부

은행감독원

자본시장 증권감독원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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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융감독원. (2020). 앞의 책. pp. 17-18.의 표를 인용

(3) 1997년도 개편

1997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당시 은행감독권

한(은행감독원)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연동하

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자율성 확보68)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금융감독위

원회(이하 ‘금감위’)-금감원 체제이다.

<그림 5> 1997년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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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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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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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아닌 한국은행 총재가 맡고, 금융통화

위원회 구성원 중 정부추천인사의 비중을 축소시키며, 기존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보유

하던 한국은행 업무검사권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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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2000). p.16의 그림을 인용

1997년 체제는 시대적 산물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추진 기조 하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주체가 되어 개편안을 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당시 IMF와 합의한 금융

감독체계 선진화에 관한 사항, 특히 정부로부터 독립된 통합감독기구 설

립에 관한 요구69)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입법과정

에서는 관료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봉합되었다.70)

일반에서는 흔히 당시의 금감위와 현재의 금융위를 유사하거나 동일

한 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때문에 당시의 금융감독체계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당시의 금융감독체계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그 세부적인 차

이를 생략하더라도, 매우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첫째는 금감위 내의 관료조직인 사무국의 조직 권한이 현재의 금융위 사

무처와는 달리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시 금감위원장

은 금감원장을 겸임하였다는 점이며71), 셋째는 금융관련법령 제 개정권

한을 재정경제부가 보유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금감위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자체를 의미했으며, 사무국은 동 위원회의 예산

회계 및 의사관리 등 최소한의 행정업무를 하는 소규모 조직(총 19명)

에 불과했으므로, 현재의 금융위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72)

또한,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의

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도 현재

의 금융위-금감원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73)

69) 구체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

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 부여”에 대한 합의가 있

었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1997). 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안(제887호). 1997. 12. 2. 참조

7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승주 이민정. (2012). 앞의 논문. pp. 145-169. 참조

71) 이는 마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72) 최흥식. (2010). 앞의 논문. p.22.에 따르면, 이렇게 된 이유에는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관치금융 논란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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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주요내용

(1) 개편 배경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한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추진되었던

1997년 개편안과는 달리, 대통령 인수위 출범 2개월여 만에 입법이 이루

어지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기관 차원의 당사자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랫동

안 논의되던 개편 필요사항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74)

그나마 최초에 제시되었던 법률안에서는 금융위 위원에서 금감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아예 배제시키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감원장이 금

융위에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조차 명시하지 않았고, 법에

금감원의 업무를 금융위에 대한 업무‘보좌’로 명시하는 등 논쟁 소지가

큰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학계와 야당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일부 수정하여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하였다.

(2) 제도적 근거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2월 26일 제정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그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 운영규칙 , 증권선물위

원회 운영규칙 등 조직법적 근거법령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관련법령,

즉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상호

저축은행법 등과 해당법률의 하위법령에 규정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

한 및 의무 관련 조항들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75)

73) 이러한 겸임은 이후 오히려 금감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74) 최흥식. (2010). 앞의 논문. p.41. 참조

75) 이는 금융감독체계가 단순히 조직의 구성 및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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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및 구성기구

<그림 6> 현행 금융감독체계

주 : 금융감독원. (2020). 앞의 책. p.21.의 그림을 인용

가. 금융위

회의체로서의 금융위는 금융에 관한 정책·제도, 금융회사 감독 및 검

사·제재,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

원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

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

권한배분과 법적의무 부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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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법 제4조).

또한, 금융위 내에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

위’)를 금융위 내부에 별도로 두고 있으며, 증선위 위원은 금융위 부위원

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인 및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법 제19조 및 제20조).76)

특히, 금융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는데(법

제15조), 2020년 3월 현재 금융위 사무처에 직접 소속된 공무원 정원만

약 300명 내외이며,77) 여기에 업무지원 목적으로 금감원 및 기타 유관기

관으로부터 파견 받는 인력78)을 더했을 때는 과거 금감위 사무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조직규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79)

현행 금융감독체계 내에서의 관료조직인 금융위 사무처는 단순히 회

의체로서의 금융위원회의 보좌조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금

융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된

다.80) 결국 이러한 점은 금융위가 가지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위원장을 정점으로 금융위 사무처를 포함한 금융위가

하나의 행정부처로 기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금감

원의 정관 변경, 금감원의 예산 및 결산, 그 밖에 금감원을 지도 감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법 제18조). 금감원장은 금융위

76) 금융감독원. (2020). 앞의 책. p.19.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은행·비은행·보험 등과는 달리, 증권·선물 분야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 이해당

사자가 되고, 증권·선물시장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기준 및 감리업무, 자본

시장 관리·감독 등의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7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0.8.5.) 별표1∼5에 따를 때, 소속 공무원

정원217명, 내부 조직인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정원 69명, 한시조직인 금융혁신

지원단, 기업구조개선과 등의 소속 공무원 정원 17명 등이다.

78) 2019.10월 기준 직전 5년간 총 236명의 외부기관(금감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직원이 금융위에 파견되어 금융위 사무처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였다고 한다.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2019년도 국정감사자료)

7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정부처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소규모에 속한다.

80) 이에 대해서는 윤석헌. (2017). 앞의 논문. p.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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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선위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58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

야 하고(법 제59조),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

다(법 제60조). 뿐만 아니라, 금융위나 증선위는 금감원의 업무를 지도ㆍ

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

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

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법 제61조).

또한, 이러한 금융위의 사무를 실제 수행하는 것은 결국 관료조직인

금융위 사무처임을 감안할 때,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관료조직은 민

간감독기구인 금감원의 업무, 운영, 예산 등에 대해 광범위한 지도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령권, 집행정지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위나 증선위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

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81)(법 제24

조)이다. 애당초 이렇게 금감원을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업무에 있어서 정부나 정치권 등

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나82),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감원에 정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을 부여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 감사 1인을

81)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특정한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82) 금융감독원. (202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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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며(법 제29조),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 임직원수는 총 2,190명이다.83)

금감원은 금융위 및 증선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위 및 금융위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기타 법령에서 금감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

무 등을 수행한다(법 제37조).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업무범위를 살펴보

면, 조직근거법 상 명시적인 금감원 본연의 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

사 및 제재에 불과하고, 그 외의 금융감독업무는 결국 금융위의 업무지

원 또는 타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서 매우 소극적으로 제도화되

어 있다. 또한 회의체로서의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 소속기관’에 대

한 업무지원을 주된 업무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위 사무처 등에 대

한 업무지원이 금감원의 주업무가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금감

원의 법적지위는 해당 기관의 유인체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게임

에서의 보수와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과 제4

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 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1997년 이전 금융감독체계에서는 핵심산업인 은행

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는 등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거시금융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

한을 가진다.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는 여전히 많은 나라가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재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규모가 커져버

린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1997년 이전 체제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여전히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중앙은행의 역할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84)

8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공개된 경영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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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내부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

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유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중 통합 민간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선호하는 형태(금감원 내부에

의결기구인 금감위를 설치하는 형태)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

고(법 제4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1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9조).

미시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에 공동

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검사결

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동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법 제62조 및 한국은행법 제88조).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

국은행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85)

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등 금융회사의 예금지급불능 사태 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최

종대출자로서의 기능에 중점이 있다.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내에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

회를 두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

84) 노철우. (2015).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및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금융개혁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5(1). pp. 3-46. 등 참조

85) 금융감독원. (2020). 앞의 책.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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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법 제4조),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

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예금자보호법 제9조).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

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66조).

한국은행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정

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들을 공

유하고 있다.86)

마. 기획재정부

1997년 금융감독체계(금감위-금감원 체제)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 개정 등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舊재정경제부

(이하 ‘재경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여전

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4년 8월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2004.8.13. 정부혁신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서, 큰 틀의 변경은 하지 않되 재경부가 보유하던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 개정권한 등 금융정책 수립에 관한 상당 부분이 업무를 금감위로 이

관했으며, 이후 舊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로 흡수 통합된 현

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기획재정부차관이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으로 참여할 뿐(법 제4조), 금융위가 소관부처임을 감안하여 미시금융감

독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금융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관료조직 전체를 대표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향후 만약 ‘통합형’ 등으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보유한 권한과 전문성을 바

탕으로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하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재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87)

86) 금융감독원. (2020). 앞의 책.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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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게임이론88)

1. 개요

게임이론을 통해 갈등-협력 상황에서 각 경기자가 어떠한 전략을 수

립하고 대응하는지에 관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게임이론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

태의 게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게임의 성질에 따라

서 적용되는 이론적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하다.

분석대상이 되는 게임의 모습은, 정규형 게임(strategic-form game)

외에도 전개형 게임(extensive-form game), 반복게임(repeated game),

진화게임(evolutionary game), 공조게임(coordination game)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게임의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균형(equilibrium)의 개념

또한, 우월전략 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하부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 이득우월

균형(payoff dominant equilibrium), 위험우월 균형(Risk dominant

equilibrium), 베이즈균형(Beysian-Nash equilibrium) 등 다양하다.89)

다만 본 연구에서 게임이론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낮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게임

이 경기자 2인 간의 순차게임(sequential move game)에 한정된다는 점

및 분석대상이 되는 게임의 균형은 전개형(extensive-form) 게임에서의

균형, 즉 하부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라는 점 등

87) 이와 관련해서는 이승주 이민정. (2012). 앞의 논문 및 송원섭. (2019). “1997년 외환

위기와 한국관료제의 변화 : 공적자금투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4호. pp. 103-141. 등을 참조

88) 본 절은 김영세. (2020). 『게임이론 :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제9판)』. 박영사, 김광호.

(2019). 앞의 책. 및 이규억 (역). (2008). 이준구. (2017). 『미시경제학(제6판)』. 문우사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89) 하나의 게임에서 반드시 한 가지 형태의 균형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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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실제 활용되는 개념 중심으로 게임이론의 주

요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게임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로는 ① 경기자,

② 전략, ③ 보수가 제시된다.90) 또한 여기에 전략적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구성요소로서 ④ 경기순서. ⑤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91)

가장 기본적인 정규형 게임은 동 구성요소 중 ①∼③만을 갖춘 경우

라고 할 수 있으며, 전개형 게임은 ①∼⑤까지의 구성요소가 전부 포함

된 게임의 형태이다. 게임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게임 분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별로 주요개념과 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자

경기자는 게임의 주체이다. 게임이론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참가하는

경기자를 소위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가 반드시 진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기 보다는, 이를 전제할 때

비로소 가설적 당사자(경기자)의 행동으로부터 이론적인 일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2)

이러한 게임이론의 합리성 가정은, 실제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관련하

여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93),

본 연구에서처럼 하나의 조직을 단일의 경기자로 간주해서 그 전략과 행

동을 예측 분석함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다. 오히려 합리성 가정 하에

서 경기자들의 기본적인 전략과 행태를 분석하되, 특정사례에서 합리성

90) 김광호. (2018). 앞의 책, p7 참조

91) 김영세. (2020). 앞의 책, 11p 참조

92) 이경남 (역). (2013). 앞의 책. p.21. 참조

93) 이와 관련해서는 정준표(2003).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한국정치

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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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기자의 전략과 행태가 드러나는 경우, 그

배경과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2) 전략

전략은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합리적 행위자라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예측 평가하는 것은 게임이론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략은 순수전략(pure strategy)과 혼합전략(mixed strategy)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순수전략이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경

기자가 취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계획이며, 혼합전략이란 경기자가

일정한 확률분포를 감안하여 여러 전략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전

략을 의미한다.94)

또한, 게임에서 한명의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을 전략집

합(strategy set)이라고 하고, 각 경기자의 모든 전략을 나타낸 것을 전

략명세 또는 전략프로파일(strategy profile)이라고 한다.95)

(3) 보수

보수(payoff)는 게임의 결과로서 경기자가 얻게 되는 금액 또는 효용

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효용이라 함은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의 기대

효용(von Neumann-Morgenstern utility)을 의미한다.96) 또한, 보수를 벡

터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보수벡터(payoff vector)라고 하며, 보수를 하나

의 표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수행렬(payoff-matrix)이라고 한다.

게임에서 보수함수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각 경기자가 게

임에서의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수는 유인구조의 분석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97)

94) 김영세. (2020). 앞의 책. pp. 15-16.

95) 김광호. (2018). 앞의 책, p7.

96) 김영세. (2020). 앞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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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순서

게임이론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게임은, 경기자 간의 의사결정이 순

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순차게임

(sequential move game)과 동시게임(simultaneous move game)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순차’와 ‘동시’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라기 보다는, 정보의 상태(경기자가 상대의 전략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

게 되느냐)에 관한 개념에 해당한다.98)

(5) 정보

게임에 있어서 정보는 경기자가 스스로의 전략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와 불완전정

보(imperfect information)로, 상대방의 특성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완

비정보(complete information)와 미비정보(incomplete information)로 각

각 나뉜다.99) 정보의 비대칭성은 현실세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미비정보가 있는 게임 중 소위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혹은 베이즈

게임)의 경우에는 베이즈내쉬균형(Bayesian Nash equilibrium)이 분석대

상인 균형이 된다.

3. 게임의 해

게임이론을 활용하는 이유는, 분석하고자 하는 게임에서 각 경기자들

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와, 그러한 게임의 결과로 어떠한 상태가 실현

97) 이명석. (1996). 앞의 논문. pp. 59-60.에 따르면, 게임의 보수함수를 분석하는 보수이론

(payoff theory)은 게임이론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책분석에 있어서는 올바른 정책

관련 정보 산출을 위해 보수함수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98) 김영세. (2020). 앞의 책, p13

99) 김영세. (2020). 앞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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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때 게임의 해(solution)는 바로 해

당 게임에서 경기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조합에 해당한다.100)

여기서 만약 경기자가 합리적이라면 반드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을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전략을 열등전략(dominated strategy)이라고 하는데, 열등전략의 존

재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해가 바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이다.101)

4. 게임의 균형

일반적으로 각 경기자들이 선택한 전략들에 따라 게임에 나타난 결과

에 대해서, 모든 경기자가 더 이상 이를 변화시킬 의도가 없어지는 경우

를 균형(equilibrium)이라고 한다. 게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가 게

임이론을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게임의 균

형을 통해 해당 게임이 가지는 성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의 균형이 현실세계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조정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관한 분야가 바로

매커니즘 설계(mechanism design)이다.

게임의 가장 기본적 형태인 정규형 게임에서는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최적전략을 선택할 때, 그 최적전략의 목록을 두고 내쉬균

형(Nash equilibrium)이라고 칭한다.102) 다시 말해, 현재의 게임상황에서

어느 한 경기자도 이탈하고자 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내쉬균형

이라고 보는 것이다.103) 이와 달리, 전개형 게임에 있어서는 조건부 전략

을 전제하는 균형 개념, 다시 말해 하부게임들까지 전부 내쉬균형에 있

100) 김영세. (2020). 앞의 책, p22

101) 김영세. (2020). 앞의 책, p.22

102) 이준구. (2017). 앞의 책. p.449. 및 이규억 (역) (2008). 앞의 책. p.51. 참조

103) 김영세. (2020). 앞의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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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상정하게 되는데, 이를 하부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104)이라고 한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전개형 게임의 주요개념

(1) 개요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게임은 그 형태에 따라 정규형(normal-form)과

전개형(extensive-form)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규형은 앞서 살펴본

게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경기자, 전략, 보수의 세 가지 요소만

을 갖춘 행태인 반면105), 전개형은 게임의 나머지 요소인 경기순서와, 정

보까지 모두 갖추어진 게임을 의미한다.106)

전개형 게임은 정규형 게임과 달리, 각 경기자가 구속력 있는 행동계

획을 정할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전개형 게임은 게임이

전개되면서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 것까지 감안한다.107)

앞서 살펴보았듯이 게임은 경기자 간의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

어지느냐,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순차게임과 동시게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동시게임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한 게임의 형태

가 정규형 게임이며, 전개형의 경우 순차게임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2) 게임나무

전개형 게임의 모습은 주로 게임나무(game tree)의 형태로 묘사되는

데108), 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각 경기자들의 선택을 하나의 결정마디

104) ‘부분게임 완전균형’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105) 김영세. (2020). 앞의 책. p.20.

106) 이준구. (2017). 앞의 책. p.463.

107) 김영세. (2020). 앞의 책. p.157. 참조

108) 물론 게임나무 대신 정규형게임에서와 같이 보수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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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node)로 삼아서, 게임의 결과가 실현되는 종결마디(terminal

node)까지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게임의 진행경과를 표시하게 된다.109)

이러한 게임나무는 경기자 간의 순차적 전략대응을 매우 직관적 효율

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다.

<그림 7> 게임나무의 예시110)

(3) 하부게임 완전균형

전개형 게임의 분석에서 하부게임이라 함은 하나의 결정마디에서 나

오는 가지와 그 결정마디 이후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들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111) 이 때 하부게임들이 모두 내쉬균형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하부

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112)이라고 하며, 이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이다.

전개형 게임을 앞에서 살펴본 게임나무로 종결마디까지 전부 그리게

되면, 각 단계별 하부게임의 내쉬균형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09) 이준구. (2017). 앞의 책. p.463.

110) 게임나무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수평적 표현방식을 활용하였다.

111) 이경남 (역) (2013). 앞의 책. p.237. 참조

112) 부분게임 완전균형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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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나무 상 가장 마지막 하부게임부터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하부게임이 내쉬균형을 만족시키게 되는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림 8> 하부게임 완전균형의 예시

(4) 위협 또는 약속의 신빙성

전개형 게임의 경우 경기자 간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한 경기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위협

(threat) 또는 약속(promise)이 얼마나 신빙성(credibility)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113)

게임이론에서 Player1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Player1이 한 행동 이후

상대방인 Player2가 Player1의 행동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맞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도 감안한 결정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Player2

의 대응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준 중 하나는 Player2의 위협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협 또는 약속이 신빙성

있는 것이라면 Player1은 이를 감안해서 전략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신

빙성이 없다면 Player1의 전략은 이에 구속될 이유가 없게 된다.

113) 김영세. (2020). 앞의 책. p.159. 이하, 김광호. (2019). 앞의 책. p.12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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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제에서 전개형 게임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하부게임완전균형은

약속과 위협의 신빙성까지 고려된 게임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114)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어떠한

유인구조와 문제점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편안들

을 도입할 경우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분석틀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감독체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

는 금융위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감

독유관기관이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를 게임이론으로 분석할 경

우, 이들을 모두 경기자에 포함시키는 N인 게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

도 분명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대표하는

양대조직인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2인 게임으로 경기자의 범위를 일단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애초에 본 연구에서 게임이론을 이론적 틀

로 삼은 이유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각 개편안들을 직관적이고 효율적

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한 게임을 가정

하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연구목적에서는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둘째,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는 결국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에

권한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극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2인 게임 사례에 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단일의 조직으로서 게임의 경기자임이 명확하나, 금융

위를 게임이론에서 경기자로 설정하면 복잡한 문제가 하나 생긴다. 바로

금융위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 및 그 사무처로 볼 것

이냐, 아니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정부부처로 간주할 것이냐의 문

114) 김영세. (2020). 앞의 책.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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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금융위의 법적성질을 엄밀하게 따진다면, 전자로 볼 소지도 크

나, 실제 현실에서는 회의체로서의 금융위와, 사무처를 포함한 관료조직

으로서의 금융위가 엄밀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금융위를 게임에서의 경기자로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해, 공무원

으로 구성된 하나의 부처, 다시 말해 단일의 관료조직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만약 회의체로서의 금융위 또는 금융위 사무처를 구분하여 언급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서 이를 명시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경기자를 토대로, 우선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지는 제도적 사회적 유인구조를 분석한다. 이러한 유인구조

는 결국 현행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게임의 경기자로

서 가지는 보수 및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만약 향후에

우리가 하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채택해야 한다면, 이러한 유인구

조가 현재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게임을 전개형 게임의 형태로 묘사하

여 분석하기로 한다.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게임을 ① 권한배분 게임, ② 규제감경 게임, ③ 제도개선

게임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게임의 균형(하부게임 완전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균형의 모습에 따른

평가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를 경우의 게임을 예상해본다.

이 경우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와는 차이가 생기므로, 기존의 금융위

는 ‘관료조직’으로, 금감원은 ‘민간감독기구’로 대체된다. 유력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의 세 가지 유형(1안 : 통합형, 2안 : 관료조직 유지+쌍봉형,

3안 : 관료조직 개편+쌍봉형) 별로 ① 권한배분 게임, ② 규제감경 게임,

③ 제도개선 게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해본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게임의 균형과 각 개편안

에 따른 게임의 모습 및 균형을 비교해본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체계

를 개편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순작용이 예상되는지 및 어떠한 부작용 또

는 반작용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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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 및 개편안들을 전제로 한 게임분석 결

과를 토대로,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9>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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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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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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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②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게임 분석

③ 감독체계 개편론에 따른 

게임 분석

전개형 게임 분석

게임의

균형

및

문제점

분석

V

S

1안

(통합형)

유인

변화

예상

게임

변화

예상

개편

안

간의 

비교

관료

조직

:

금

융

위

게임Ⅰ :

권한

배분

게임

VS

2안

(관료

조직

존속+

쌍봉형)

유인

변화

예상

게임

변화

예상

게임Ⅱ :

규제

관용

게임

vs

민간

감독

기구

:

금

감

원

VS

게임Ⅲ :

제도

개선

게임

3안

(관료

조직

개편+

쌍봉형)

유인

변화

예상

게임

변화

예상

④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 및 개편안 도입 시의 효과 예상

⑤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 3 장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유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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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 요

본 장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각각의 유인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4장 이하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양 기관 간 게임에서의 보수와 전략의 토대, 즉 양 기관이 게임에서 선

택할 수 있는 전략 및 각 전략에 주어지는 보수의 산정을 위한 전략 간

의 선호를 가정하기 위함이다.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인구조를 단순화하기는 무척 어렵다. 설령

양 기관의 행태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기관들의

유인구조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의 보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 자체

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범위에서 핵심적인 유인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양 기관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크게 ①권한, ②책임, ③이익, ④손실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①권한과 관련하여,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양 기관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제도적 권한들을 현행 법규를 통해 살펴보았다. 명시적인 제도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어떻게 권한을 부여했는지는 양 기관의 유인구

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법규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양 기관에 부여

된 책임의 내용을 살펴본다. 다만, 책임의 경우에는 법규에 명시된 책임

뿐 아니라, 양 기관에 ‘실제로’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권한의 경

우와 달리 현실에서 감독당국의 책임은 제도적(법적) 책임 뿐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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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115)

아울러 ③이익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현행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각각 합리적 행

위자로 전제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양 기관이 유인구조에 따른 이익

요인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동 영역에서도 명시적인 제도

에 따른 이익요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회적 이익요인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④손실과 관련하여, 양 기관에 ‘손실’이 되는 요인들을 살

펴본다. 마찬가지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전제한다면

양 기관이 이러한 손실요인을 ‘비선호’ 또는 ‘회피’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제도에 따른 손실요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회적 이익요인 역시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다.

제 2 절 검토근거

우선, 행정조직의 유인구조는 해당 조직의 존립근거를 규정한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진다. 따라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규정하는

법조항의 각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전성인(2009)은 현대 재무이론에서의 감독유인에 대한 논의를 금융

감독에 적용하는 시도를 한 바 있고116), 이동걸 외 2인(2013)은 금융감독

체계 상의 유인구조를 불완전계약 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117), 김우찬(2017)은 ①감독체계

115) 저축은행사태 등 대표적인 감독실패 사례에서 감독당국의 책임이 단순히 법적(제도적)

책임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116) 전성인. (2009). 앞의 논문.

117) 이동걸 전성인 김자봉. (2013). “금융감독체계의 유인구조에 관한 이론적 분석”. 한국

금융학회 2013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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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상의 지배구조와 ② 금융감독기구 내 구성원들의 유인구조로 나

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118) 물론 동 선행연구들의 분석대상은 본 연구

와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유인구조의 도출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이 직 간접적으로 양 기관의 유인구조의 문제점을 하나 이상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의 유인체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유인

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제도적 유인과 달리 사회적 유인의 경우 명시적인 제도보다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사회적 평가, 특히 여론 등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간 양 기관의 행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언론

기사 들을 참고하여 명시적인 제도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유인

들을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3 절 유인구조 분석

1. 권한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위는 금융정책119) 및 금융감독에 관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독점120)하고 있다. 제도 상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관

한 권한을 필요 시 위임 또는 위탁의 형태로 금감원에 배분하게 되

며121), 배분은 주로 금융위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18) 김우찬. (2017). “금융감독의 지배 유인구조”.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2017.6.16.)

발제자료

119) 여기서 말하는 금융정책은 (국내)금융정책 중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제외한 금융

정책, 특히 금융산업정책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120) 법 제17조 등 참조

121) 법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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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는 위임 또는 위탁주체인

금융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개입이 없

는 한122),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불과한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123)

과거 1997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에 IMF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

황 때문에 민간감독기구(당시 금감원)로 제도적 권한배분이 (상대적으

로)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권한이 관료조직으로

다시 회수 흡수되는 방향성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124)

이렇게 현행 제도가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집중시키는 대신 금감원의

고유권한은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125)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임 또는 위

탁이라는 법적형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실무의 많은 부분을 ‘실제

로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126) 이 때문에 제도상의 권한과

실제 권한행사의 주체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127)

특히 이 문제는 양 기관의 유인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

융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제도’와 실제 감독업무 수행은 금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업무분

장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양 기관 간에 갈등

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시장의 신뢰 역

시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128)

122)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소관부처인 금융위 차원의 의견제시가 큰 영향력을 가진다.

123) 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은 권한의 주체를 금융위로 명시하면서, 이에 관한 업무수행을

금감원장에게 지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은행법 제

4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0조 등.

124) 이에 관한 연혁적 검토는 최흥식. (2010). 앞의 논문을 참조

125) 법 제37조 참조

126) 이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舊금감위(의사결정기구)-

금감원(집행기구)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위 사무처 역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첩구조를 취한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금융위 사무처는 여전히 정책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감독실무는 금감원에 대부분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127) 이 점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28) 이에 대해서는 김우찬. (2017). 앞의 논문. p.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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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제도의 수립 또는 개선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가 제도상으로

든 현실적으로든 모두 분명히 독점한다. 금융제도의 수립 또는 개선은

주로 법규의 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에

있으며, 실무 또한 사무처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금융제도의 수립 또는 개선, 특히 법규 제 개정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권한이 없으며129), 주로 금융위의 요청 등에 따라 필

요 시 법규 제 개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게 될 소지

가 큰데, 이는 금감원의 역할을 둘러싼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기대, 즉 실

제 필요성13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권한요인들이 가져오는 영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학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131),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정

치권 및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동조하는 시각이 많다.132)

요약하면, 다음의 네 가지 유인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위는 법적으로 금융감독 제도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

둘째, 금감원은 금융감독권한의 배분에 관해 수동적인 지위에 있다.

셋째, 금감원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실무를 수행한다.

넷째, 금감원은 금융제도의 수립 개선에 관한 법적권한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129) 직접적인 권한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규 제 개정을 금융위 회의체에 제안할 권

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130) 실제 현장에서 감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 필요성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재

정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 현성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8.1. 참조

131) 가령 김홍범. (2009). 앞의 논문, 최흥식. (2010). 앞의 논문 및 김희경. (2010). “정부규

제기구 변화의 정치 : 금융위원회의 사례분석:. 『한국행정연구』 2010년 가을호(제19

권 제3호). pp. 143-170. 등

132) 주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무관한 권한다툼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이러한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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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업무, 인사, 예산 및 조직 등과 관

련하여 실효성 있고 광범위한 통제권한을 가진다.133) 이에 반해 제도적

으로 하급기관인 금감원에게는 금융위의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134)

더 나아가서, 금융위는 금융규제의 수위 등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

을 가지며, 금감원의 업무처리를 수용하거나 불수용할 수 있고, 더 나아

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135)

다시 말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예산, 조직 등에 일방적인 책임

추궁, 즉 패널티(penalty)136)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게임이론에서 말

하는 신빙성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에 해당한다.137) 금감원으로서는

금융위의 패널티, 다시 말해 업무통제, 예산삭감, 조직축소 등을 회피하

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며, 금융위에 ‘순응’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감독실패 발생 시의 책임소재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매우

모호한데, 제도적 권한에 따를 때는 금융감독에 관한 주책임자 또한 금

융위라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금융위가 실제 모든 감독권한을 보유하면서도 감독 검사의 실무

의 많은 부분을 금감원에 위탁(또는 위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금융

감독의 주체는 금감원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데138), 특히

133) 법 제58조∼제62조 참조

134) 제도적으로는 금감원장의 안건상정 ‘요청’ 권한 및 금융위 회의체에서 발언권한이

유일한 견제수단일 것이나, 안건상정요청권의 경우, 어디까지나 소관업무 범위 내

에서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사무처를 통해 요청하는 권한에 불과하므로 견제수단

이 되기 어렵고, 발언권의 경우에도 9인 위원 중 1인으로서의 발언에 불과하므로

의사록에 반대의견을 남기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135) 법 제61조 등

136) 본 연구에서 금융위의 ‘패널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라 금융위에 권한이 부여된

‘금감원의 업무, 예산, 조직 등에 관한 불이익 부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137) 법 제58조∼제62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금융위의 의견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실제로’ 금융위가 예산 조직 등에 관해 불이익을 주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으나, 최소한 ‘신빙성 있는 위협’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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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실패의 직접적인 책임

은 감독 검사의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에 우선 귀속되는 경우

가 많다.139) 이러한 점은 현실에서 감독실패에 따른 감사원 감사 시 신

분적 제재, 즉 법적 책임의 부과가 주로 금감원과 금감원 실무자에게 집

중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140) 이러한 책임의 집중은 제도적 책

임뿐만 아니라 여론 등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41)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 유인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일방적인 패널티 부과가 가능하다.

둘째, 금감원은 금융위의 패널티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진다.

셋째, 금감원은 감독실패 시 직접책임을 진다.

3. 이익

금융위는 정부의 경제부처 중 하나로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

행하고, 금융(산업)정책을 주도해야할 유인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거시경제정책과 연계하여, 금융산업 활성

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금융산업 성장정책 추진 및 실물경제 활성화

를 위한 금융업계의 역할 장려 등이 정부부처 중 하나로서의 중요한 업

138) 감독실패 발생 시 여론의 비난이 우선 금감원으로 집중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다.

139) 가령,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가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2011.9.2.)은 저축은행 사태의 발생원인으로 저축은행 관련 정책 제도를

지적하면서도, 개혁방안으로는 주로 금감원 조직개편,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강화, 금감원 직원의 재산등록대상 확대(2급→4급), 금감원 직원 징계제도 강화 등

금감원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0) 가령 2008년 이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금융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신분적

제재는 주로 금감원 직원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설령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과거의 정책수립을 이유로

신분적 제재를 하기에는 감사원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141) 허인혜 (2011).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4호(2011.2.). p.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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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가 된다.142) 다시 말해 금융위로서는 소위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월전략에 해당한다.143)

특히 앞서 책임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감독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상시적인 감독 검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금감원으로 우선 전

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융위로서는 전가가 불가능한 정책실

패 책임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144)

또한, 금융위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사무처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관료조직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므로145), 비단 금융위에만 특

유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가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객

관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업무범위의 확대라는 점

은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친다.146)

더 나아가 금융위는 제재권한 등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권한

의 경우에는 금감원으로 배분하지 않고 금융위로 집중시키는 것을 보다

선호하게 된다.147) 이로 인해 기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사회적 유인148) 또한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142) 금융위는 2019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차상위인 A등급을 받았는데, 이때 평가항목은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금융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규제혁신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의 성과유인이 엑셀러레이터로

서의 역할에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43개 중

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0.1.14. 참조)

143) 금융위 역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반박도 가능하나, 산업정책기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가령 1997년 종

금업 부실화에 있어서도 당시 감독당국이었던 재경원이 경제정책과 감독정책 사이

에서 책무혼란을 일으켰을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김홍범

(2005). 앞의 논문. p.210. 이하 참조.), 2000년 이후 금감위 역시 정부 차원의 벤처붐

조성과 경기부양정책 등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엄정한 퇴출보다는 “가급적

살리기”식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미래정부연구원

(2009). “국가 금융기능 수행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p.7. 참조)

144) 유사한 취지로는 김홍범. (2005). pp. 233-234. 참조

145) James Q. Wilson. (1975). “The rise of the bureaucratic state”. 등 참조

146) 이에 대해서는 최흥식. (2010). 앞의 논문. p.61. 등 참조

147) 중요한건 실무수행의 주체가 아닌, 의사결정권한의 주체이다.

148)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문제는 조직의 구성원에게도 유인으로 작용하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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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금감원은 조직의 본질 자체가 정책기관이 아닌 규제 감독

기관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규제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책임요인과

관련하여 감독실패 시 1차적인 책임이 결국 금감원으로 집중된다는 점과

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는 금융위와는 반대로 ‘브

레이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된다.149)

또한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본연의 규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는 것을 선호한다.150) 다시 말해 ‘독립성’을 선호한다. ‘엑셀러레이터’로서

의 역할을 선호하는 금융위 등 관료조직에 종속되면 ‘브레이크’의 역할에

충실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은 기관의 위상과 직결되는 것이며, 금융위와 마찬가지

로 예산과 조직 확대의 근거가 되므로 기관 차원의 이익요인이 된다.

요약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유인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위는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선호한다.

둘째, 금융위는 업무범위의 확대와 핵심권한의 집중을 선호한다.

셋째, 금감원은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선호한다.

넷째, 금감원은 독립성을 선호한다.

다섯째,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조직, 인력을 늘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한다.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연구

로는 최서희. (2018). “한국 관료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50년∼2017년 은행 임원

의 관료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149) 다만 이는 ‘과잉규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Jabotinsky(2013)는 게임이론적 측

면에서 ‘과잉규제 게임’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규제당국이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를 지목하고 있다.

150) 물론 이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가령,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금융위와 혼연일체(渾然一體)를 강조하여, 금융위의 정책추진을

적극 보조하는 것이 중요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문제

점의 하나로 보아야지, 이를 금감원의 기본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63 -

4. 손실

앞서 이익요인의 반대 측면으로서, 금융위로서는 권한배분의 상대방인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독립적인 역할을 확

대하거나, 대외적으로 ‘이견’ 또는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다시

말해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손실요인으로 인식한다.151)

이와 달리 금감원의 경우, 정부와 관료 및 정치권 등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기관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경우 손실요인이 된다.152) 이는 금감원

이 정부조직 외의 기관인 점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립성 약화로 인한 감독실패 시 결국 금감원이 1차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과도 연관된다.153) 또한 이 경우 감독실패를 이유로 예산 등에 있어

서 금융위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 가능한 유인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위는 금감원으로의 권한 분산을 선호하지 않는다.

둘째, 금감원은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셋째, 금융위의 패널티는 금감원에 손실이 된다.

151)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시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도 할 수 있다.

152) 이에 대한 사례들로는 아래 언론기사를 참조

서울경제. 2011.5.10. "정치권 등 외압서 벗어나야"… 금감원 직원들 속내 드러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부실검사 및 감독이 이뤄진 이면에는 금감원이 각종 외압

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내용)

한겨레. 2013.6.9. 금감원, 권력기관 ‘입김’에 흔들…형평성 잃고 독립성 뒷전

(금감원이 외풍에 자유롭지 못해서 ‘고무줄식’ 감독을 하고 있다는 비판)

조세일보. 2013.4.16.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금감원 임원 줄 사표…정치권 외풍 탓?

(국회 업무보고 시 임기가 많이 남은 금감원 임원들조차 사표를 내는 것이 정치권의

외풍 탓이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

이데일리. 2017.9.24. 금감원의 민낯 뒤 취약한 독립성..외풍에 ‘휘청’

(금감원 前임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법적으로는 한국은행과 같은 무자본특수법인

이지만 한국은행과 달리 독립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국회는

물론 감사원, 금융위 등의 ‘외풍’에 취약하다는 내용)

153) 사회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여론이 ‘일반국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금감원을 우선 비난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징성’은 금감원의 실제 유인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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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요약 및 한계

이상 각 요인 별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지는 유인구조의 핵심항목들

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9> 금융위-금감원의 유인구조 요약

금융위 금감원

①
권한

- 법상 권한 독점(감독‧제도)

- 금감원에 권한 배분(재량)

- 감독권한 배분에 수동적

- 제도 수립‧개선 권한 없음

- 실제 감독업무 수행

②
책임

- 금감원과의 관계에서 책임 없음

- 금융(산업)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 금융위로부터의 패널티

-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

③
이익

- 엑셀러레이터 역할

- 업무범위 확대‧핵심권한 집중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 브레이크 역할

- 독립성 강화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④
손실

- 권한 분산
- 독립성 약화

- 금융위로부터의 패널티

다만, 이러한 유인구조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유인

구조의 각 항목은 독립적이라고 보아야 하나, 서로 중첩 또는 상관성을

가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각 유인항목 간의 상

대적 선호우위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하에서는 ①

각 유인항목이 독립적이며, ②각 유인항목 간에는 상대적 선호우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게임을 분석하고자 한다.154)

154) 이명석. (1996). 앞의 논문. p.57 역시 게임의 분석결과(균형점)는 결국 보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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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 분석

제 1 절 개 요

1. 게임의 유형 분류

앞서 본 연구가 금융감독체계를 게임이론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보

다 직관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렇다면 가

장 먼저,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관료조직-민간감독기구 간의 상황을 게

임으로 모형화(modeling)하는 것이 필요하다.155)

우선 기본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위-금감원 간의 업무처

리는 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156), 게임유형 중에서

도 전개형 게임(extensive-form game)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제

이러한 전제에서, 양 기관 간의 전개형 게임을 중요한 사례별로 유형화

하고, 게임나무(game tree)를 통해 게임의 전체모습을 묘사하며, 게임나

무의 각 마디(node)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 각각의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유형의 게임에서 균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하여 분석이 가능한

세 가지 형태의 게임상황을 모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게임 Ⅰ : 권한배분 게임)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가 금융감독에 관

한 권한을 어떻게 서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

155) 김광호. (2019). 앞의 책. p.6. 참조

156) 금감원의 권한은 대부분 법령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이므로,

금융위의 의사결정사항을 금감원이 집행하거나, 금융위의 지시사항을 금감원이 이행

하거나, 금감원의 업무추진을 금융위가 승인 또는 반려(현실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하는 등 본질적으로 선후관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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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감원의 권한은,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그 권한을 얼마나 배분(위

임)해주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위의 선행전략에

금감원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게임의 균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게임 Ⅱ : 규제감경 게임)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규제에 관한 최종적

인 의사결정권한은 금융위에 있으며, 금감원의 규제 추진 또는 규제 관

련 의견안 제시에 대해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또는

본연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규제감경을 시도할 권한이 있다. 이에 대

해 양 기관이 각각 어떤 전략으로 게임에 임하게 되는지와, 동 게임에서

의 균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게임 Ⅲ : 제도개선 게임) 금융혁신과 규제개혁, 그리고 금융소비자보

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은 현대 금융감독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법규 제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권한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게임에 임하게 되는지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금융감독체계 관련 게임 3유형

게임 Ⅰ : 

권한배분 게임

게임 Ⅱ : 

규제감경 게임

게임 Ⅲ : 

제도개선 게임

기본

구조

금융위의 권한배분

금감원의 대응

금융위의 규제감경

금감원의 대응

금감원의 제도개선

금융위의 대응

분석

대상

사례

① 규정 제‧개정

② 금융회사 검사‧제제

③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① 제도적 규제완화

②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③ 제재수준 감경

① 선제적‧적극적 추진 

사례

② 방어적‧수동적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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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의 산정방식

게임이론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근거를 설명하는 보수이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게임이론에서 보수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게임의 적용에 앞서서 우선 보수의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157)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수의 근거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구성요

소에 관하여 다양한 가정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158)

만약 경제적 손익이 보수의 근거가 되는 경우라면 게임에 주어진 보

수를 표현하는 수(數) 역시 손익 상당의 가치로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수 분석은 게임에서 각 경기자가 선택하는 전략이 가져

오게 될 손익의 금전적인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159)

그럼에도 게임이론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례에서 경제적 손익

자체는 게임의 보수가 되지 못한다. 가령, 게임이론의 주요 분석대상인

정치적 갈등 또는 외교문제 등에 있어서 금전적 손익을 게임의 보수로

가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서 게임의 보수는, 각 경기자에게 주어진 전략적 선택지에 따른 결과의

선호를 반영하는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만을 가질 뿐이며, 다만 이

경우 전략 간 선호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2, -1, 0, 1, 2 등 수(數)의

형태로 보수값을 표기하게 된다.160)

본 연구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 게임의 보수를 경제적 손익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가진 유인구조를

통해 선택 가능한 전략 간의 선호(preference)를 토대로 보수를 가정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각 게임에 주어진 보수값은 어디까지나 양 기관의

157) 이명석. (1996). 앞의 논문. pp. 59-60. 참조

158) 이명석. (1996). 앞의 논문. p.57. 참조

159) 이러한 보수분석은 가령 최동진, 이미홍 (2008). “게임이론을 통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

전략 도출”.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제41권 제4호. pp. 353-363. 등

160) 가령 권순미. (2002). “정당분열의 합리적 기초: 1959년 일본사회당 분열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아세아연구』 45(4). pp. 191-214. 등. 금융감독체계를 게임이론적

으로 분석한 Jabotinsky. (2013). 앞의 논문 역시 이러한 보수분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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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에 따른 상대적 가치만을 나타내는 서수적 표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게임의 보수는 제3장에서 분석 정리한 양 기

관의 유인구조를 전제로 해서, 유인구조의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양(+)과

음(-)의 숫자를 1단위씩 부여하였다. 이때 각 항목 간에는 기본단위(+1

또는 -1) 이상의 편차가 없다고 가정하였다.161)

가령 제3장에서 분석한 유인구조에 따르면, 금감원의 경우 최소한 금

융위에 종속되는 것(d) 보다는 독립성(i)을 보다 선호(d < i)한다고 가정

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0)에서 독립성이 약화되면 이는 음(-)의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162) 따라서 이를 하나의 보수구성요소로

보아 보수값으로는 ‘-1’로 표현하였다.

또한, 동일한 전략의 결과로 또 하나의 보수구성요소가 음(-)의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되면(가령 금융위로부터 패널티 부과(p)를 받게 되면), 이

역시 보수값으로는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략에 대한 금

감원의 최종 보수값은 독립성 약화(d : -1)와 금융위의 패널티(p : -1)를

합하여 ‘-2’로 표현하였다.

제 2 절 권한배분 게임

1. 게임의 배경

(1) 개 요

권한배분 게임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관료조직과 민간감

독기구 간에 장기간 계속되어온 가장 기본적인 게임구도로서, 비단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163)

161) 가령 ‘금감원이 독립성 강화보다는 인력 조직 확대를 좀 더 선호한다.’ 등의 가정

하에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달리하는 보수산정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항목 간 가중선호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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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97년 이전에는 관료조직인 재정경제부와, 은행감독권한을 가

진 민간감독기구였던 한국은행 간에 권한배분 게임이 존재했고, 1997년

개편 이후에는 금융관련법규 제 개정권한 등을 보유한 재정경제부와 최

초에는 19인의 행정보좌조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기업구조조정업무

등을 통해 그 권한과 조직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금감위 사무국 및

금감원 간의 권한배분 게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164)

하지만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는 금융감독권한이 관료중

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당시 이명박 대

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재무성 사례를

언급하였고165), 관료조직인 금융청이 금융감독을 전담하는 일본식 금융

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수면에 떠올랐기 때문이다.166)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러한 구상 전부가 현실화되지는 못

했지만167), 결과적으로 권한배분에 있어서는 2008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관료조직인 금융위로 모든 감독권한이

집중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제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부터는 금융위 주도의 권한배분

게임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애초에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관한 권한을 전부

금융위로 집중시키고 사무처의 규모와 권한을 크게 확대하면서, 회의체

로서의 금융위와 금융위 사무처의 구분은 금감위 시절보다 훨씬 더 모호

해졌고,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관료조직인 금융위 사무처의 직접적인 지

시 감독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로서 금감원은 권한배분 게임에 있

163)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권한배분 관련 갈등에 관한 연혁적 검토는 이승주,

이민정. (2012). 앞의 논문을 참조

164) 이에 대해서는 최흥식. (2010). 앞의 논문. p.8 이하를 참조

165) 동아일보. 2008.1.3. 李당선인 ‘日 대장성 개혁’ 언급 왜 나왔나

166) 연합인포맥스. 2008.1.2. 금감위 원, '대장성 개혁발언'에 표정관리, 파이낸셜뉴스.

2008.1.6. 인수위 금융정책 ‘우려’ 조직개편 ‘기대’

167) 이데일리. 2008.1.31. 금융위 신설案 "관치금융 부활" 반발, 아이뉴스24. 2008.1.31."

금융위 설립, IMF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연합뉴스. 2008.1.22. 금융감독기구 영역

다툼..시장 반응은 '싸늘', 헤럴드경제. 2008.2.11. 금융위 신설놓고 갈등 갈수록 증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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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고, 금융위가 적정히 금융감독권한

을 배분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금융위가 현재 보유한 모든 권한과 관련하

여 금융위-금감원 간에 권한배분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모두에 관한 권한을 보

유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라고 하더라도, 금융(산업)정책은 애초에 정부의 역할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로 금감원의 기능은 금융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적이다.168)

또한, 권한배분 게임은 어디까지나 ‘권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적으로는 늘 갈등의 주체로 비추어지지만, 현실에서는 기

본적으로 협조관계에 있다.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무의 배분에 관

한 문제가 아니라, 핵심권한의 구체적인 배분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권한배분의 게임의 구체적인 사례

들을 금융감독기구의 업무영역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

으로는 ① 규정 제 개정권한, ② 금융회사 검사 제제권한, ③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등으로 나누어 주요사례를 살펴본다.

(2) 주요 사례

가. 규정 제 개정권한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규정이다.

이로 인해 규정 제 개정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보유하느냐는 결국 금융

감독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169)

168) 관료의 금융감독 배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장한다. 대표적으로는 윤석헌(2017), 최흥식(2010), 김홍범(2013) 등

169) 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입법의 특성에 관해서는 백윤기. (2014). “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40호. pp. 5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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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에 관한 규정은 법체계 상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금감원이 제 개정 권한을 보유

하는 것은 최하위의 단계인 시행세칙170) 뿐이다. 따라서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서 규정 제 개정에 관한 권한배분은 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의 제 개정에 있어서 금감원이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면 금융위

가 이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느냐(금감원이 제 개정의견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 및 ② 금융위가 상위법령을 통해 금감원의 시행세칙

에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부여(위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②에서의 시행세칙의 경우, 그 법적성질이 이미 상위법령에 정

해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를 통해 배분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따라서 권한배분

게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의 경우, 다시 말해 금융관련법령의

제 개정절차에 있어서 금감원이 법, 시행령, 감독규정의 제 개정 절차에

얼마만큼 관여할 권한을 배분받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제도 상 금감원장이 회의체로서의

금융위에 참석하여 의결 및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으나,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안건상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안건 상정을 요청하더

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등 법에서 정한

금감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금융위 사무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171)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위가 주도하는 법, 시

행령, 감독규정의 제 개정 절차에 있어서, 금융위 사무처의 요청 등이 있

을 경우 실무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간접적인 참여권한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규정 제 개정의 지연

이 감독실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2013년도에 발생한 동양그룹 부실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0) 이러한 시행세칙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은 규정하지 못한다. 금융관련법령에 있어서는 주로 상위

규정(금융위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 시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171) 법 제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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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부실 사태는 당시 재계순위 38위에 해당하는 재벌집단이던

동양그룹이 주력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부실이 누적되는 와중에서,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서 조달한 시

장성 차입금으로 장기간 사업을 연명하다가, 2013년 9월말 만기가 도래

한 시장성 차입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주)동양 등 5개 계열

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촉발된 대규모 기업부실

사태이자 대형 금융사고이다.172)

이 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의 제정

및 개정에 관련된 문제였다. 금융투자업규정 은 상위법령인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감독법규로서, 다른 금융관련법규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직접

제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73)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 7. 16.에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

한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동양그룹의 부실이 악화 또는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사무처)에 건의하였다. 그 이

유는 동양증권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유하는 것

을 당시의 규정(개정 전의 금융투자업규정 )으로는 막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174) 지속적으로 동양증권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유가증권 발

행 및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감독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규 개정은 이듬해인 2013. 4. 23.에 이루어졌으며, 그나

마 동 법규의 시행은 이로부터 6개월이 더 경과한 2013. 10. 24.에 비로

소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동양증권으로서는 동양그룹

17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기업어음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 감독실태”. 2014.7.

p.1. 참조

173) 구체적으로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경우 국회의 입법사항

이나, 동 법률의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행정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의 경우 모두 금융위의 의결로서 사실상 확정된다.

174) 금융투자업규정 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부분을 규율하던 신탁업감독규정 은 제34

조에 “계열회사가 발행 또는 보유한 유가증권을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융투자업규정 이 제정되면서 동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pp.1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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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보유를 이어나갈 수 있

었고, 이러한 법규 개정의 지연은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

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평가된다.175)

금융위로서는 감독 상 필요 시 신속한 입법을 위해 금감원장이 직접

법규 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도록 법규 제 개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176) 하

지만 금융위로서는 금융감독권한의 핵심인 법규 제 개정에 관한 권한을

금감원에 배분할 유인이 없다. 앞서 제3장에서는 금융위로서는 권한이

금감원으로 분산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감독권한 배분에 있어서 수동적인 지위인 금감원이 법규 제 개

정과 관련한 권한배분을 요구(요청)할 제도적 근거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금융감독체계 도입 시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

회 수석전문위원의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제 감독집행을 수

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업무에 일정부분 관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177)

나. 검사 제재권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권한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그 권한의

배분이 아주 모호한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에 있는데, 법률은 검사 제재

업무를 금감원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면서도178), 검사 및 대부분의 제재를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179)

175) 감사원은 이를 이유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176) 가령 금감원이 금융위 회의체에 법규 제 개정을 직접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17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 현성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8.1. p.17. 참조

17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도 검사 제재는 금감원의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7조 참조)

179) 현행법상으로 금감원장이 보유하는 권한은 대부분 금융위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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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사업무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금감원의 전신으로서의 민간

감독기구였던 舊은행감독원, 舊증권감독원, 舊보험감독원 등이 각기 고유

의 전문성을 통해 해오던 업무인데다가, 금융위가 설령 그 권한을 독점

한다고 해도 금융위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검사 등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문제되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검사업무의 수행 자체와 관련해서는 권한배분 게

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80)

다만, 제재에 있어서는 권한배분 게임이 꽤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는

제재에 관한 권한은 금융시장 및 그 구성원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감독권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독점하고자 하는 금융위와, 금

감원이 전통적으로 보유해온 제재권한에 관해서는, 이를 유지하려는 금

감원 간에 권한배분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181)

여기서 ‘금감원이 보유해온 제재권한’이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배경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은 2008년 금융

감독체계를 상징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아니라 은

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등 금융업

권별 고유의 법령이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제재수위

등에 따라 제재권한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법으로 직접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로서는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재배분하기 위

해서는 국회를 통한 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182), 여타의 금융

감독권한과 달리 독점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법 과 보험업법 등 전통이 오래된 법률의 경우 국

회의 개정과정에서 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4.4.23.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은행법 개정안183)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국

받은 권한에 해당한다.

180)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규제감경 게임이 문제된다.

181) 이에 대해서는 최영주. (2016). “금융법상 제재와 그 절차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p. 15. 참조

182) 우선 정부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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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사례가 있다.184)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법률들의 경우에는, 제정안에서

부터 중요제재에 대한 권한범위를 금융위로 집중시킨 입법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권한배분 게임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관한 제도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의 경우 도입 단계에서부터

금감원에 제재 권한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표 10> 제재에 관한 권한 배분

구분

대상업권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금융지주 금투업자

근거법률
(제정시기)

은행법
(1950년)

보험업법
(1962년)

저축은행법
(1972년)

여신업법
(1998년)

지주회사법
(2000년)

자본시장법
(2009년)

기관

인허가취소

금융위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금감원장

기관주의

임원

해임권고
금융위

금융위직무정지

문책경고

금감원장주의적경고
금감원장

주의

직원

면직

금감원장

금융위

정직

금감원장
감봉

견책

주의

183) 은행법 상 은행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 등이 문제되었다.

184) 이에 관한 언론기사는 연합뉴스. 2010.4.22. "은행 제재권한 현행대로 금감원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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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연혁적으로 볼 때, 1997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전의 업권별 감독체제 하에서, 1970년대부터 이미 舊증권감독원

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고, 1997년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통합 금감원 출

범 이후에는 금감원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유형들이 생겨나면서, 자본시장분야의 금융감독업무에 있어서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감원이 기관 차원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축적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인데, 특히 동 업무에 대

한 전문성은 근 30여 년간 축적되어온 업무 노하우와 인적 물적 시스템

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5)

다만, 다른 감독업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역

시 금융위(구체적으로는 금융위의 소속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하

는 것이고186), 금감원은 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도

권한배분 게임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양상은 제3장에서 살펴본 금융위

의 유인체계 중 금융위가 정부의 정책과제에 민감하며, 인력 조직 영향

력의 확대를 선호한다는 측면(이익요인 및 손실요인)과 연결된다.

2013.3.11.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였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불공정

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권한을 전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권한배분체제에

서, 금융위가 직접 주가조작 전담부서를 내부에 설치하여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이를 주도하는 체제로의 권한이양을 추진하게 된다.187)

이에 따라 금융위 소속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9.17. 출범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였고188), 이후부터 대부분의

185) 금융감독원. (201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참조

186) 법 제19조

18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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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위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2013년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시행을 했지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최운열 위원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가

있자마자 금융위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그 역할을

중요 사건은 금융위 소관부서가 직접 조사권한을 가지게 된다.189) 물론

현실적으로는 금융위 소속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조사실

무의 많은 부분이 파견 받은 금감원 직원을 통해 운영된 것이 현실이나,

중요사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의 방향성을 초기단계부터 직접 결정할

권한을 금융위가 ‘독점’하게 되었다는 점과, 금감원이 이러한 권한배분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권한배분 게임의 양상

을 보인다.

그런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에 관한 권한배분 게임은 이후

외부적 요인(국회)의 개입에 따라 변화를 맞이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도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은 2013년 자본시장조

사단 출범 당시 금융위가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였

음에도 강제조사는 단 세건 뿐이었으며, 이에 반해 금감원 직원을 특별

사법경찰(이하 ‘특사경’)190)로 지명하여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은 이미

발표191)되었음에도, 금융위가 전혀 지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192)

이후 이어진 당해 연도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과 당시 최흥식 금

감원장 간에 오고간 질의-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93)

188) 2013.9.1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개정하여 조직(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

하면서 인력을 충원하였다.

189) 이후 금감원은 이를 제외한 ‘일반사건’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진다.

190)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의미한다.

19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13.4.18.)

192) 한국일보. 2017.9.28. 허울만 좋은 ‘자본시장조사단’, 4년간 압수수색 3건, 한국금융신문.

2017.9.28.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 무용론...중복 조직 정리해야 등 참조

193) 제20대 국회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17.10.17.) 회의록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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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인정하기싫지만 그런 면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 듭니다.

◯최운열 위원 자본시장조사단은 아까 실무자가 설명도 했지만 불공정거래

규모가 크다든지 신종 방법을 썼다든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주요 사건으로 선별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건은 금감원에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거래내역만 파악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래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하면서 그 구성을 금융감독원의

전문인력도 자본조사단에 파견해 가지고, 특사경을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최운열 위원 그게 2015년 8월 11일 사법경찰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융위

자조단 직원뿐만 아니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담당직원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게는 돼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최운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지정된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금

융감독원 직원들한테도 특사경 자격을 부여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사

가 될 텐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금감원장은 특사

경에 대한 것…… 의견을 제시해서 금융위원장이 검찰에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운열 위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시나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사건이 되면 저는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사건을 금융위원회하고 금융

감독원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 하나에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자꾸 말씀

드린 왜곡된 금융감독체계를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조사 전담조직

들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감독체계 개편 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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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2018년 3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 권한을 아예 금감원장에게 부여하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

기에 이르는 등 국회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019년 초 금융위는 금감

원 직원 중 일부를 특사경으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194)

이는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국회의 요구)로 인해 금융위가 더 이상 권

한을 ‘독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열등전략인 ‘배분’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때 금융위는 권한을 ‘배분’하더라

도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길 기대하게 된다.195)

하지만 금융위가 막상 공식적으로 권한을 ‘배분’하게 되면 금감원으로

서는 금융위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선호할

유인이 크다. 이 사례에서도 금감원은 초기에는 특사경이 ‘독립성’ 있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융위는 규정 제

개정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에서 금융위는 규정 제 개정 권

한을 활용하여196)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금융위(증선위원장)가 지

정하는 사건’으로 다시 ‘제한’하는 전략을 추가로 취하게 된다.197)

이는 금융위의 유인구조를 감안 시, 설령 외부요인(국회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금감원에 권한을 ‘배분’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독립성’ 있는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권한분산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를 ‘용인’하는 것보다는 금융위의 유인

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4) SBS. 2019.3.5. 금감원 특사경 연내 첫 지명될 듯…주가조작 등 강제수사.

195) 한국경제TV. 2019.4.11. '반쪽 자리' 금감원 특사경…금융위 '여전한 갑질'

196)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은 감독규정(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의 의결만으로 확정된다.

197)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증선위원장이 선정하는 사건으로 제한

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해왔는데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19.5.2. 금감원

특사경 '증선위원장 선정 사건만' 업무 범위 확정.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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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분석

이상 살펴본 사례를 게임의 형태로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권한을 ① ‘독점’하거나, ②

금감원에 권한을 공식적으로 ‘배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전

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가 권한을 ‘독점’하기로 하는 경우, 금감원은 ①‘순응’ 또

는 ②‘반발’ 중 하나의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금융위가 감독권한을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배분’해주기로 하는

경우, 금감원은 ①금융위의 지시대로 ‘이행’하거나, ②‘독립성’ 있게 권한

을 행사하는 것 중 하나의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때 동 게임에서의 보수 및 산정 근거를 보수행렬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3장에서 검토하였던 유인구조의 구

성항목을 각각 하나의 보수 구성요소로 가정하여, 각 항목마다 양(+1)

또는 음(-1)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선호 간 우열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 권한배분 게임의 보수 및 산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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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권한을 ‘독점’

보수 근거

금감원

‘순응’ 2, -1
(금융위 : 2) 권한집중(+1), 조직‧인력‧영향력 확대(+1)

(금감원 : -1) 독립성 약화(-1)

‘반발’ 2, -2
(금융위 : 2) 권한집중(+1), 조직‧인력‧영향력 확대(+1)

(금감원 : -2) 독립성 약화(-1), 패널티(-1) 

금융위가 권한을 ‘배분’

보수 근거

금감원

금융위의
지시대로

‘이행’
1, -1

(금융위 : 1) 권한집중(+1)

(금감원 : -1) 독립성 약화(-1)

‘독립성’
있게 

감독업무
수행

-1, 2
(금융위 : -1) 권한분산(-1)

(금감원 : 2) 독립성 강화(+1), 조직‧인력‧영향력 확대(+1)

이를 토대로 권한배분 게임의 모습을 전개형 게임의 형태로 구체화하

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권한배분 게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가 권한을 ‘독점’하는 경우, 금융위로 권

한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력과 조직 및 예산의 확대 등

을 추진할 수 있다.



- 82 -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순응’ 또는 ‘반발’ 중 하나의 전략을 취할 수 있

다. 하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반

발수단이 없으며, 예산, 인사 및 조직 상 금융위의 통제를 받으므로, 공

식적인 ‘반발’ 시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금융위의 패널티는 금감원

에게 신빙성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금감원

의 ‘반발’은 금융위에게 신빙성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권한을 ‘독점’하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금감원이 최소한 공식적

으로는 ‘순응’하는 전략을 택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198)

반면, 금융위가 감독권한을 금감원에 ‘배분’하는 전략을 취하면, 금감

원은 ①금융위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하거나, ②‘독립성’ 있게 권한을 행

사하는 전략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금감원으로서는 ②독립성이

우월전략인 반면, 이는 금융위에게 열위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위

로서는 애초부터 금감원에 권한을 ‘배분’하는 전략을 취할 이유가 없다.

요약하면, 원칙적인 형태의 권한배분 게임에 있어서 하부게임 완전균

형의 결과199)는 ‘독점-순응’이 된다.

<그림 12> 권한배분 게임 요약

다만 예외적으로 외부요인(국회의 개입 등)에 의해 금융위가 권한을

‘배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 경우는 권한배분 게

임의 ‘확장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 금감원이 금융위의 (부득이한)

198) 물론 이에 대해 현실적인 반발(예를 들면 노동조합 차원의 항의)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 상 실효성 있는 반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 균형(equilibrium)과 균형결과(equilibrium outcome)는 다르다. 균형은 전략명세이므로

표기할 때 각 경기자의 전략을 완전히 명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간소화를 위해서

균형의 결과를 기재하였다. 김광호. (2019). 앞의 책. p.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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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전략에 대하여 우월전략인 ‘독립성’을 취하더라도, 금융위는 이를

다시 ‘제한’하는 전략을 추가로 취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13> 권한배분 게임의 확장형

제 3 절 규제감경 게임

1. 게임의 배경

(1) 개요

규제감경 게임의 분석에 앞서서는 몇 가지 전제할 사항이 있다.

첫째, 본 연구 내에서 게임의 분석대상으로 하는 ‘규제감경(規制輕減 ;

reducing regulation)’은 1) 금융위가 추진하는 제도적 측면의 사전 규제

완화, 2) 금감원 검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 절차적 측면

의 사전 규제완화 및 3) 금감원의 검사 조사에 따른 제재수위를 감경시

키는 사후 제재감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동 게임에서의 ‘규제감경’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가치판단을 내

포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금융위의 규제감경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금감원의 경직된 규제업무 처리를 사후에 교

정하기 위한 적정한 통제일 수도 있으며(긍정적인 경우), 반면 공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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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시각에서는 금융산업으로부터의 포획(capture) 등에 따른 유인추

구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부정적인 경우). 이 게임의 분석을 통해 밝

히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 게임이 전개되는 구조 자체이다.

셋째, 규제감경 게임이 금감원이 수행하는 모든 규제행정에 있어서 발

생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로서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까지 하

급기관인 금감원과 매번 불필요하게 분쟁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으며, 일

상적으로는 금감원의 의견 또는 업무처리를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위탁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규제감경 게임은 금융위가 규제감경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200)

이제 이러한 전제에서 논의를 계속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를 완화하거나 감경시키는 것은 현대 규제행정의 모든 분야

에 있어서 화두이나201), 금융 분야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금융이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를 감안할 때,

규제감경의 밝은 면에는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

전반의 자금순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순작용이

존재하나, 어두운 면에는 규제완화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경우 금융소

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202)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잘못된 금융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가져오는 심각한 파급효를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융산업의 국경은 상당부분 허물어졌으며,

국제기준과 동떨어지게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나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계속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소위 ‘철지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정체시

키고, 적시 적재에 자금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려

200) 반대로,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게임의 발생 시점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규제감경 게임에 있어서는 우선 금융위가 어떤 이유로든 규제감경을

시도하는 것이 선행되기 때문이다.

201) 이에 대해서는 최병선. (2012).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3호 등 참조

202) 이에 대해서는 윤석헌 (1996). “금융 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감독 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제17호(1996.9) pp. 93-13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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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금융산업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와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규

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에는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오히려

쟁점은, 규제감경 과정에서 순작용의 극대화와 부작용의 최소화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점을 금융감독당국이 과연 잘 찾아내느냐 하는 점에 있다.

여기서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얼마나 적정

한 균형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1) 금감원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추진되는 제도적 측면의 사전 규제완화, 2) 금감원 검사에 대한 금융회

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 절차적 측면의 사전 규제완화 및 3) 금감원의 검

사 조사에 따른 제재수위를 감경시키는 사후 제재감경의 각 유형별로 규

제감경 게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사례

가. 제도적 규제완화

제도적 규제완화는 법규 제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감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

인 권한이 없다. 물론 현실에서는 금융위가 제도적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감원의 업무지원을 상당부분 받고 있으며, 가령 금감원은 금융

위의 제도적 규제완화 추진 시 금융위가 주도하는 TF에서 의견을 개진

하거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실무의견을 제출하고 있다.203)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수립 변경 폐지에 관한 실질권한을

금융위가 독점한다는 유인구조는 달라지지 않으며, 이는 앞서 권한배분

게임의 분석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만약 그렇다면, 금융위가 금감원의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제도적 규제

203) 금융위가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하였음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TF에 금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페이지 참조 : https://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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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를 추진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 어쩌

면 문제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기사로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규제완화 추진에 ‘실제로는’ 반대했

다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204) 그럼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적

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후문에 불과한 것으로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좋은 금융감독체계의 일반적인 구성요

소에는 ‘독립성’과 ‘투명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

를 때, 만약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는 금감원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려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제도적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

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의견이 ‘독립적’으로 금융위에 전달되고, 반대의견

이 있었음이 ‘투명하게’ 공개된 후에, 최종적으로 회의체인 금융위가 금

감원의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소한

이론적인 의미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감경 게임의 구조 상 금융위(사무처)가 금감원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불수용하고 ‘규제 감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금감원으로서는 마땅한 전략적 선택지가 없다. 특히, 제도적 규제완화에

대한 규제감경 게임에서는, 금감원의 법상 고유업무인 검사 제재의 경우

와 달리, 금융위의 고유업무인 제도의 수립 변경 폐지가 게임의 대상이

되므로, 금감원은 매우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점은 결국 제도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금감원의 반대의견이 금융위의 ‘내부의견’ 수준으로 흡수되어

204) 문화일보. 2010.4.28. 껄끄러운 금융위-금감원, 더 깊어지는 ‘감정의 골’

(금융위가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자, 금감원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

연합뉴스. 2015.3.23. 정책 일관성 VS 반대의견 막기…'당국 한목소리' 논란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선도하면서

금감원의 반대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내용)

연합뉴스. 2015.12.6. 금융위·금감원 '보험업 규제완화 갈등' 수면 위로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이유로 추진하는 보험업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금감원 내부에

반대의견이 있으나,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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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나.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앞서 권한배분 게임에서 살펴보았듯이, 검사 및 제재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 상 금감원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 및 금감원의 업무추진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이 금융위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 다시 말해 ‘수검부담’

은 매우 크다.205) 금감원의 검사는 그 범위에 따라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로 나누어지고, 검사방식에 따라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로 구분되는데206),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장기간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을 들여다보든

지, 부문검사를 통해 특정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

다보든지, 검사의 방식이 현장검사이든 서면검사이든 간에, 금융회사로서

는 결국 검사과정에서는 수검자료 준비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검사결

과 확정시에는 제재에 대한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검의 횟수나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므로, 금융업계는 늘 수검부담의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207) 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상시감시208)만으로는 적시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특히,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와중에 금융사고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면 금감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우므

로209), 금감원으로서는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와 달리, 보다 촘촘한 검사계

205)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2019년 외부 설문

조사 결과. 2020.3.12. 참조

20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참조

20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2015.2.16. 등 참조

208) "상시감시"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

련 보고서 심사 등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위 규정 제3조 제15호 참조)



- 88 -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애쓰기 마련이다. 이에 더해서,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보면, 금감원은 고유업무인 검사 제재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210)

여기서 금융위의 역할이 부각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금융업계의 수검부담

을 완화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의사에 따라 금감원

의 검사강도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2008년 현행 금융감독체계 도입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명박 정부

의 친기업 정책에 발맞추어 금융회사에 대한 수검부담 완화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시 김종창 금감원장은 취임 초기

현장검사 부담을 적극 완화하고, 서면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211) 이른바 ‘시장친화적 검사 방향’이 본격화된 것이다.212)

하지만 곧 이어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초기의 수검부담

완화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금감원은 위기대응 검사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현장검사 강화 의지를 공표하기에 이른다.213)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의 검사강도(수검부담)의 방향성 추이를 살펴보

면, 아래 표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규제강화 또는 완화 추진) 등에 따

라 강화와 완화 기조가 변동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된다.214)

209) 앞서 제3장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유인체계를 분석하면서, 금감원으로 감독실패에 관한

책임이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10) Jabotinsky. (2013). 앞의 논문에서는 이를 ‘과잉규제게임(The “Overlapping Regulation”

game)’으로 칭한다. (p.14. 참조)

2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장, 은행장과의 간담회 개최. 2008.5.28.

212)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규제감독은 금융회사가 리스크에 스스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향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검사방향을 결정한 근거가 시장상황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

라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傍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2009.2.3.

214) 물론 검사강도를 ‘강화’와 ‘완화’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발표된 검사계획을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분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검사강도의 변동을 지적한 언론기사로는 한겨레신문. 2011.5.8. `규제완화’ 외풍, 금융

기관 부실검사 키웠다. 뉴스토마토. 2014.8.13. 하반기 금융권 검사 줄이는 금감원,

정부 눈치보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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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내용 방향성

2008

- ‘3必 원칙’에 따라, 검사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

에 대해 필요한 양만큼 실시

- 현장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검사를 확대

완화

2009

- 시장친화적 검사에서 위기대응 검사체제로 전환

- 정례적인 종합검사보다 테마검사 확대

-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중점

강화

2010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 검사효율화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완화

2011

- G20 이후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검사 강화

- 검사의 효율성 제고

강화

2012
- 검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 정기‧종합검사는 대폭 축소
완화

2013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활성화 강화

2014

(전반)

-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한 현장중심의 검사

- ‘암행검사제도’ 도입 등

2014

(후반)

-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이상 대폭 축소

- 사후적발 검사를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

- 컨설팅(경영유의, 개선 등) 중심 검사 운영

완화

2015

-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하고, 개인제재는 배제

2016
- 관행적 종합검사의 축소·폐지 지속

-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확대 지속

2017

-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검사․제재 관행 혁파 

-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2018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확대

- 리스크 중심 검사와 지배구조 개선

- 검사프로세스 혁신 및 소통을 통한 수검부담 완화 지속 추진

강화
2019

-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실시

2020
-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집중 점검

- 검사품질 개선 및 검사업무 운영 방식 개선

<표 12> 2008년 이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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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금융감독원의 각년도 검사업무계획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더 나아가 2014년에 금융위는 행정규칙215)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매년 초 금감원으로 하여금 검사 기본방향,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 범위 실시기간 등의 검사계획을 금융위

에 보고하도록 법규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금융위가 금감원

검사의 기본방향 또는 검사대상 금융기관 등에 관해 사전에 수정을 요구

하면, 금감원이 금융위의 수정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되었

다는 평가가 가능하다.216)

다. 제재수위 감경

제재수위 감경은 ①최종적인 제재수위 결정권한이 금융위(회의체)에

있을 때(징계수위가 중한 경우), 금감원이 검사 조사 후 보고한 제재수위

를 금융위가 직접 감경하여 최종결정하는 경우와, ②최종적인 제재수위

결정권한이 금감원에 있을 때(징계수위가 경한 경우),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제수위 결정을 반대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①의 경우 제재수위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금융위(회

의체)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案)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금융위(회의체)와 금감원 간에 게임이 발생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217) 그럼에도 게임이 문제되는 이유는, 회

의체로서의 금융위가 아닌 관료조직으로서의 금융위, 즉 금융위 사무처

가 제재를 포함한 모든 금융감독업무를 중간관할 통제하기 때문이다.218)

다시 말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 직원의 중징계 절차를 우리나

215) 금융위 고시에 해당한다.

216)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당해연도 검사계획을 ‘반려’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금감원의 검사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검사계획 관련 갈등에 관한 사례로는 연합뉴스. 2019.1.6. 금융당국 연초부터 격돌…

금융위 "금감원 종합검사안 수정해라" 기사 등 참조.

217) 금감원에는 별도의 전략적 선택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18)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8).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정책연구 08-09. pp. 16-1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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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사법체계에 비유하자면, 금감원의 검사 조사는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제재안건의 검토 상정은 검찰의 기소, 회의체인 금융위의 제재의결

은 법원의 판결로 각각 비유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상정하려는 제재안

의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금융위 사무처가 이를 우선 검토하여 상정여부

(기소)를 판단할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위 사무처

와 금감원 간에 규제감경 게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금융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소위 ‘중대사안219)’

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즉시 보고220)하

도록 하여 사무처 차원의 중간점검절차를 강화하고, 중징계 사안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금융위로 이관하였다.221)

더 문제가 되는 것은 ②의 경우인데,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권한배분

게임에서의 제재권한 배분 사례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222)

앞서 금감원장은 일정한 범위의 제재에 관해서, 금융감독체계의 직접

적인 근거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아니라, 은행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등 금융업권별

고유의 법령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직접적인 제재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금감원으로서는 법상 공식적으로 배분된 제

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제수위에 반대

하여 ‘제재감경’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독립성’ 있

게 업무를 추진하는 선택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감독권을 통

해 금감원의 제재수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필요 시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근거해서, 공식

적으로 명령권 또는 집행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대한 ‘패

219)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3조)

220) 규정 개정 이전에는 금감원 내에서 제재심의를 마친 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였다.

221) 이로서 사무처 차원의 사전통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관한 언론

기사로는 연합뉴스. 2014.6.18. 금융위-금감원, 검사·제재권한 놓고 갈등. 참조

222) 본 논문의 p.72.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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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티’ 즉, 예산에 대한 감독권 등을 통해 금감원의 순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법규 제 개정을 통해 법에서 금감원장에게 부

여된 제재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전략을 추가로 취할 수도 있다.223)

2. 게임 분석

앞서 살펴본 사례를 게임의 형태로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는 규제수준에 관한 금감원의 의견 또는 업무처리를 ①‘수용’하

던가, 적극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②규제를

‘감경’하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금융위가 ‘수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금감원으로서는 추가적

인 대응이 불필요하다. 반면, 금융위가 금감원의 규제를 ‘감경’하는 전략

을 취하게 되면, 금감원으로서는 이에 대해 ①‘순응’하거나 ②‘반대’하는

전략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게임에서의 보수 및 산정 근거를 보수행렬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

다. 보수의 산정방식은 앞서의 권한배분 게임과 동일하다.

<표 13> 규제감경 게임의 보수 및 산정근거

22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경제신문. 2014.6.18. 금융위, 금감원 제재 권한

일부 회수 '논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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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금감원 의견 또는 업무처리를 ‘수용’

보수 근거

금감원
별도

추가대응
없음

0, 1
(금융위 : 0) 이익‧손실 없음

(금감원 : 1) 독립성(+1)

금융위가 금감원 의견 또는 업무처리와 달리 ‘규제 감경’

보수 근거

금감원

금융위의
규제감경에

‘순응’
1, -1

(금융위 : 1) 엑셀러레이터 역할(+1)

(금감원 : -1) 독립성 약화(-1)

금융위의
규제감경에

‘반대’
또는 

‘독립성’

1, -2
(금융위 : 1) 엑셀러레이터 역할(+1)

(금감원 : -2) 독립성 약화(-1), 패널티(-1)

금융위가 규제수준에 관한 금감원의 의견 또는 업무처리를 단순히 ‘수

용’하는 것은 양 기관 간의 위임(위탁) - 수임(수탁) 구조 하에서 일반적

이므로, 금융위로서는 이익도 손실도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금융위는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224)’에 대해 적극

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금감원의 의견 또는 업

무처리를 불수용하고 ‘규제감경’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위

의 유인구조 상 이익요인(엑셀러레이터 역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①‘순응’하거나 ②‘반대’하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융위는 설령 금감원이 ‘반

대’하더라도,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반대’ 시 금융위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금감원에게 ‘반대’ 전략은 ‘순응’ 전략보다 열위이다. 따라서 금

융위는 동 게임에서 금감원이 이후에 어떤 전략을 취하든지 ‘규제감경’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는 결론에 이른다.225)

224) 유인구조 상 ‘이익’ 관련 요인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225) 이러한 점은 권한배분 게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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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개형 게임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4> 규제감경 게임

결국 게임에서, 하부게임 완전균형의 결과는 ‘규제감경-순응’이다.

<그림 15> 규제감경 게임 요약

제 4 절 제도개선 게임

1. 게임의 배경

(1) 개요

앞서 규제감경 게임의 배경이 되는 질문이 “금융위의 규제감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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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게임이

전개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도개선 게임의 배경이 되는 질

문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금융위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

고, 이에 따라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동 게임에서 사용되는 ‘제도개선’의 개념은 반드시 법규 제 개

정을 전제하지 않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앞서 살펴본 규제감경 게임

에서와 달리, 규제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의 제도개선도 포함된다.226)

금감원은 상시감독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시장과의 밀접성을 유지하

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금융위보다는 빨리 파악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2008년 현행 금융감독체계 도입 당시 국회에서

도 “실제 감독집행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제․개

정업무에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27)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제도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가 독점 중이라는 점을 앞서 권한배분 게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하에서는 제도개선 게임의 배경을 ①금감원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례와 ②방어적 수동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례

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사례

가. 선제적 적극적 추진 사례

금감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하고, 금융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한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제도개선 게임에 있어서 금감원의 ‘선제

226) 이는 금감원의 유인체계(‘브레이크’로서의 역할)와도 관련이 있다.

22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 현성수). (2008).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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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극적’ 추진 전략은 금융위 금감원 모두에게 우월전략이 아니다. 이

는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위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경우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던 사례를 살펴보면,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금융위에서 ‘우리와 협의

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건다던지228), 금감원이 발

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위가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경

우229), 또는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개선이 금융위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금융위가 이를 일종의 월권으로 받아들인 경우230)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는 금융위가 이를 불수용

하는 경우, 금감원으로서는 어차피 독자적인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일종의 ‘월권’이라는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소지도 있

다. 결국 기관 차원에서는 손실요인이 되는 것이다.231)

228) 연합뉴스. 2009.10.27. 금융위.금감원 집안싸움에 감독정책 혼선

(금감원이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를 주제로 헤지펀드 감독강화,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판 터너보고

서'를 7개월 동안의 연구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협의 부족을 이

유로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

229) 머니투데이. 2014.3.10. "정책공조는커녕…" 금융위-금감원 현안마다 이견

(금감원이 기업여신 심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여신위원회에 은행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나,

금융위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이투데이. 2015.12.1. 금융위-금감원 ‘차 보험’ 갈등

(금감원이 사고건수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건수제’를 추진하기

위해 3차례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금융위원장이 “자

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

230) 서울신문. 2014.6.19. 금감원 ‘오버’에 뿔난 금융위 “나대지 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논란’과 관련, 금감원장이 “재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하자,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이는 '오버‘한 것이라는

불만을 표현했다는 내용)

한국경제. 2017.9.19. '금융위 영역' 침범… 신임 금감원장의 무리수

(금감원장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융위에서 수수료 환급 등은 금융정책을 입안하는 금

융위의 몫이지, 금융위의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인 금감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므로 ‘월권’이라고 반응했다는 내용)

231) 경향신문. 2015.3.23.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 땐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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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어적 수동적 대응 사례

우선, 금감원의 방어적 대응 사례로는, 앞서 권한배분 게임을 통해 살

펴본 바 있는 동양그룹 사태 관련 사례232)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233), 2016년 중 금감원은 검사 과정

에서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

부업자’에게 부과되는 계약관계서류 등 보관 열람 의무234)가, 대출 채권

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불명

확하여 제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금융위(사무처)에 법개정을 건의(문서

발송)한 바 있다. 이 경우 만약 금감원이 이를 정식으로 금융위에 건의

하지 않고 단지 제재만 생략하였다면, 감사원으로서는 오히려 금감원의

업무태만을 지적할 소지가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법개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장기간 관련

조항의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금감원이 제재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

되었고, 감사원은 이를 이유로 금융위에 대해 법령상 개선요구를 하였다.

만약 금감원이 ‘방어적’으로 제도개선을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금감원이 감사원의 징계대상이 되었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

사례는 대표적인 방어적 대응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금감원의 수동적 대응은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위 사무처에 대한 업무지원235)을 이유로

(금융위원장이 현안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 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금융위가 금감원이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나 이견

등을 사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

232) 본 논문 p.67. 참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유하는 것을 당시 규정으로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안이다.

23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2020.2. 참조

234) 동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

235) 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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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령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금융위의 주도로 발표되는 제도

개선 사항의 대부분은 금감원과의 공동 명의로 발표되고 있으며236), 금

융위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제도개선 관련 협의체(TF ; Task Force)에는

금감원 측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제도개선에 대해 금감원의 사전검토 및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제도개선 추진 당시 금감원이 어

떤 의견(특히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출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

는다. 금감원의 의견은 금융위 내부의견 수준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만약 금융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의 내용에서 건전성 또

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잠재적 리스크가 발견됨에 따라 금감원이 이

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의견에 불

과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관한 권한의 독점을

계속 유지하고, 금감원은 제도개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양 기관 모두의 유인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제도개선 게임에 있어서 균형

은, 결국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대하여 처음부터 ‘방어적 수동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2. 게임 분석

제도개선 게임의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감원은 ①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 또는

②방어적 수동적인 역할만을 견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이

를 ①수용하거나 ②불수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금감원이 방어적 수동

적인 역할만을 견지하는 경우에 금융위는 추가적인 대응이 불필요하다.

236) 일반적으로 자료에 금융위 사무처의 소관부서와 금감원의 소관부서가 함께 명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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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 게임에서의 보수 및 산정 근거를 보수행렬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 보수의 산정방식은 앞서 검토한 권한배분 게임 및 규제감경 게

임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표 14> 제도개선 게임의 보수 및 산정근거

금감원이 ‘선제적‧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보수 근거

금융위

수용 0, -1
(금감원 : 0) 이익･손실 없음(0)

(금융위 : -1) 권한의 분산(-1)

불수용 -1, 0
(금감원 : -1) 패널티(-1)

(금융위 : 0) 이익･손실 없음(0)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방어적‧수동적’인 태도 견지

보수 근거

금융위
별도

추가대응
없음

1, 1
(금감원 : 1) 책임 회피(+1)

(금융위 : 1) 권한 집중(+1)

살펴보면, 금감원은 ①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

또는 ②방어적 수동적인 역할만을 견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상시감독 또는 현장검사 등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금감

원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무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수

용할지는 전적으로 금융위 사무처의 결정사항이다.

만약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

라도, 만약 금융위가 이를 금감원의 권한을 넘는 소위 ‘월권’으로 받아들

이는 등 금감원의 제도 개선 제안을 ‘불수용’하게 되면, 금감원으로서는

불필요하게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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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금융위와의 관계에 악영향이 생기고, 심한 경우 금융위로부

터 ‘패널티’를 부과 받을 소지마저 있다.

설령, 금융위가 제도개선에 관한 금감원의 선제적 제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금감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유인구조 상, 제도 개선이 애초에

금융위의 고유권한인 이상, 그 결과물은 금융위의 업무성과로 귀속되는

것이고, 금감원으로서는 단지 금융위의 업무를 지원해준 것에 지나지 않

는다.237) 따라서 마찬가지로 선제적 적극적일 유인이 없다.

반대로 금감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행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을 인지하더라도, 가급적 ‘방어적’인 제도개선238)만을 추진하고,

그 외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견지한다면 최소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

금융위로서는 이렇게 금감원이 애초부터 제도개선에 ‘방어적 수동적’

인 전략으로 대응하여 게임을 종료시키면, 규정 제 개정과 정책 수립에

관한 영향력을 온전히 독점할 수 있으며, 금감원의 업무력을 제도개선에

단순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우월전략은 금감원이 제

도개선에 처음부터 ‘방어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된다.239)

이를 전개형 게임의 모습으로 구체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7> 제도개선 게임

2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금감원의 업무로 명시한 ‘금융위

및 금융위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에 해당한다.

238) 가령 현장검사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정이 발견되는 경우에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금융위에 ‘방어적’으로 건의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건의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것에 불과하

므로, 금감원은 일단 ‘건의를 했다는 증빙’을 남기는 것을 우선시 하게 되고, 실제

제도의 개선을 ‘끝까지 챙기는’ 책임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239) 다시 말해 금감원은 애초에 ‘방어적 수동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게임을 종료시키게

되며, 이러한 결과가 게임의 균형(내시균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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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개선 게임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8> 제도개선 게임 요약

제 5 절 평가

1. 평가기준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게임(권한배분 게임, 규제감

경 게임, 제도개선 게임)에 따른 결과(균형)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게임이론은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판단을 포함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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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게임의 결과 또는 균형을 통해 금융감독체계가 가지는 문

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논문의 제2장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요소로서 ① 독립성(Independence), ② 책임성(Accountability), ③ 투명성

(Transparency), ④ 무결성(Integrity), ⑤ 효율성(Efficiency), ⑥ 전문성

(Expertise)의 6가지 항목이 일반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40)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상의 6가지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게임의

결과(균형)를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5>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1 독립성(Independence)
금융감독체계가 업무와 운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정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가?

2 책임성(Accountability)
금융감독기구에 부여된 법상 의무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한가?

3 투명성(Transparency)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4 무결성(Integrity)
사익 또는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감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었는가?

5 효율성(Efficiency)
규제비용을 감안 시,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6 전문성(Expertise)
금융감독기구가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2. 평가결과

(1) 독립성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성은 규제 독립성, 감독 독립성, 기

관 독립성, 예산 독립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의 게임 결과가 이러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240) 본 논문 pp.18-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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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권한배분 게임에서의 하부게임 완

전균형은 금융감독권한을 금융위가 ‘독점’하는 전략에 대해 금감원이 ‘순

응’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규제감경 게임에서의 하부게임 완전균형 역

시 금융위가 규제감경을 시도하는 경우에, 금감원이 마찬가지로 ‘순응’하

는 것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게임에서는 금감원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금융위에 대해서 ‘방어적 수동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균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각 게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소한 현행 금융감

독체계 하에서 금감원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241) 결과적으로 모든 게임에 있어서 금감

원이 관료조직인 금융위의 의사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전

략이 우월전략이 되거나, 게임에서의 균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242)

그렇다면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위에는 독립성이 있는가?

극단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감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 처

리하는 단순 하부조직이라고 전제한다면, 금융위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 금융위가 관료 외에도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견해

도 있을 수 있고, ②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의 금융위는 사실상 금융위

사무처와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정부부처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독

립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규제 독립성, 감독 독립성, 기관

독립성, 예산 독립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부조직 중 하나에 해당하

241) 이와 달리, 2008년 금융감독체계 도입 당시 국회는 1997년 금융감독체계와 달리 금감

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금감원의 독립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8).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p.24. 참조)

242) 이러한 점은 이미 1997년 금융감독체계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김병연.

(2003).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구성과 업무집행의 독립성 확보방안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4권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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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위가 정부나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금융감독기구라고 평가하

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243)

우선, 금융위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데다가, 현재의 금융위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 시에 민간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합의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미 위원의 구성에서 현직관료 또는 관료출신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고244), 설령 내부에 회의체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인 업

무처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통해 이루어진다.245)

또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위가 가지는 조직 차원의 유인구조

는 일반적인 정부부처의 유인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유인구조

가 게임에서의 전략과 보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독립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성

책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에게 부여된 법상 책임소재

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권한배분 게임에서 금융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금감원이 이에 ‘순응’하는 것이 하부게임 완전균형이라는 점을 확인했으

므로, 얼핏 보면 금융위에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있고, 금감원은 위임(또

는 위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책임

243) 이러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논의는

금융감독기구가 최소한 형식상으로라도 정부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특히 그렇다.

244) 총 9인의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상임위원 2인 중 1인 등 4명이

현직 관료에 해당하며, 그 외에 나머지 상임위원 2인 중 1인은 관료 출신은 아니나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금융위에 상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대부분 퇴직 경제관료 출신이다. 과거에는 금감원장

역시 퇴직한 금융위 관료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45) 이러한 점에서 회의체로서의 금융위가 보좌조직인 사무처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김대식, 윤석헌. (2005).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금융학회지』 제10권 제1호. p.22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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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보되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될 수 있다.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을 감안할

때, 책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권한배분 게임의 균형(금융위 ‘독점’ - 금감원 ‘순응’)을 감안할

때,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권한배분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는다. 우선 금

융정책에 대한 책임이 금융위로 귀속된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만 문제는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인데, 앞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

독실패에 대한 책임이 결국 금감원 실무진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며, 현실에서도 감독실패에 대한 비난과 책임추궁이 금

감원으로 집중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가까운 것이다.247) 이와 달리 실

질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오히려 금감원의 존재를 통해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둘째, 금감원의 책임성 역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규제감경 게임에

서의 균형이 금융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규제감경’을 추

진하면, 금감원이 ‘순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감원은 자체적

으로 검토 판단한 규제수준을 금융위가 ‘수용’하는 경우에만 직접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금감원은 검사 제재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금융위가 이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제도적인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다른 판단을 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셋째, 제도개선 게임에서 금감원이 애초에 제도개선에 대해 ‘방어적

수동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결국

금감원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감사원 징

계 등을 회피하거나(방어적), 금융위의 요청 또는 지시가 있는 경우(수동

적)가 아닌 이상,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유인이 크다. 이

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책임을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라면 추진해야할 책임이 있음에

246) 실제로 2008년 금융감독체계 도입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2008.1.21. 『금융감독기

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조)

247) 이 점이 금감원의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제3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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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감원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월권으로 보아 ‘불수용’할 유인이 크다는 점도 살펴본 바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책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투명성

투명성은 금융감독기구의 의사결정과정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에 대한 절차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위(회의체)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점은

비교적 최근인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248)에서 이를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등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249)

또한, 금감원의 검사 제재절차 등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투명성 부

분에 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250)

다만, 본 연구의 평가대상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자체가 투명성에 적합

한 구조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앞서 권한배분 게임에서의 하부게임 완전

균형은 금융감독권한을 금융위가 ‘독점’하는 전략에 대해, 금감원이 ‘순

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부분의 금융감독권한을 독점한 금

융위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투명해진다면 그 자체로 투명성이 증대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감경 게임과 제도개선 게임에서 살펴보았듯이, 금감원의

의견이 금융위로 전달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

다. 특히, 규제감경 게임을 통해, 금융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규제감경’을 추진하면, 금감원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 우월전략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경우 금감원의 의견은 결국 금융위의 최

248) 2017년 중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에 권고 후 해산하였다.

249)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2017.12.20. p.11. 이하 참조

250)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TF

권고안)”. 201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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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견에 ‘마치 내부의견 중 하나였던 것처럼’ 흡수되어 버린다. 금감원

이 규제감경에 대해 문제를 인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51) 이로 인해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

원화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취지, 소위 ‘견제와 균형’이 가져오는 투명

성이라는 장점은, 현실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제도개선 게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금감원이 ‘방어적’으로

제도개선을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 외에는, 금감원의 제도개선 의견은

사실상 금융위 차원의 내부의견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때문에 독립적

인 금감원의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이는 ‘월권’이 되어 제동이 걸릴 소지

가 크고, 금융위 주도의 제도개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감원의 의견은 설령 의미가 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 흔적 없이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252) 이러한 결과는 투명성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253)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투명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무결성

무결성은 금융감독기구가 사익 또는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벗어나 본

연의 감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선,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감원의 무결성을 우선 감안한 체계로 볼

수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그 업무처리와 조직

251) 물론 금감원장이 금융위(회의체) 회의 시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게임에서

대부분 금감원이 금융위에 ‘순응’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252)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관한 중요이슈일 경우 이 문제는 무척 심각

해진다. 이는 비단 투명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책임성까지도 크게 저해하게 된다.

253) 학자들은 소위 금융행정에 있어서 ‘밀행성(密行性)’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장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준형. (2001).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혁방향”.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p.127. 및 백윤기 (2014). “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40호. p.5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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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인사 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금감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쌍방적

체계라기보다는, 금감원의 권한을 금융위를 통해 통제 감독하는 일방적

체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금감원의 무결성

이 실효성 있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결성 면에서 효율적인 체계

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254)

여전히 남는 문제는 금융위의 무결성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가 회의체

인 의결기구만으로 구성되거나, 회의체 및 금감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면 문제가 덜할 것이나255),

현행 금융위는 사무처를 통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므로, 금융위의 무

결성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내에서는 마땅한 견제수단이 있지 않다.

앞서 권한배분 게임, 규제감경 게임, 제도개선 게임 모두에서 게임의

균형은 1차적으로 금융위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

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무결성이 확보되었다

고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이상으로 금융위의 무결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금융위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금융

감독체계 하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무결성 역시 충

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효율성

효율성은 규제비용(또는 감독비용)을 감안할 경우, 금융감독이 효율적

으로 수행되는 감독체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일단 감독기구가 두개 이상이 되면서 중첩이 발

생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감독기구 자

체의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256)이 감독기구의 수만큼 증

254) 현행 금융감독체계 이후에도 금감원 직원의 부패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의 지시 감독을 통한 금감원의 무결성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55) 1997년 금융감독체계의 원안이 되었던 금융개혁위원회安이 이러한 모습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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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은 물론이거니와, 피규제자(피감독자)의 입장에서 규제준수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각종 유형 무형의 비용 역시 감독기구의 수만큼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감독기구들 간에 제시하는 감독방향 또는 규제기준에 차이

가 있어서, 이로 인해 규제상충 또는 규제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면, 피

규제자(피감독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257)

따라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위가 금감원과 별개로 내부조직인

사무처를 통해서, 하나의 행정부처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업무를 중첩적으

로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일단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오히

려 현재의 금융위 체제를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는, 금감원을 폐지하고, 일

본의 금융청과 같은 단일의 관료조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최소한 효율

성 측면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258)

그럼에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앞서 살펴본

권한배분 게임, 규제감경 게임, 제도개선 게임에서의 결과(균형)처럼 금

융위가 금감원의 이견(異見) 또는 독립적인 업무추진을 적극 통제하여,

소위 금융위와 금감원의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실에서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기

관, 특히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가 단일의 기관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

란 쉽지 않다. 이는 비교적 상하관계가 명확한 현행 금융감독체계 도입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의견 차이로 금융회사가 혼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259)

256) 금융감독기구의 운영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갹출된 재원에서 비롯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예금자와 투자자 등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우. (2009). “우리나라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개선방안 : 비용절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44호. p.188. 참조.

257) 이러한 비용은 금융회사를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우. (2009). 앞의 논문. p.212. 참조

258) 다만 이 경우,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요소 중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등의 요소는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는

일본의 금융청과 같은 단일 관료기구형의 도입은 주장하지 않는다.

259) 문화일보. 2010.8.13. 서민금융지원 방향놓고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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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효율성을 충족

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전문성

전문성, 다시 말해 금융감독기구가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금융업계를

충분히 규율 가능한 인적 물적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론에서 이러한 전문성이 유달

리 강조되는 이유는, 금융감독실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구260)가 담

당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독립성’을 갖추진 못한 상태가 고착

되었기 때문에, ‘민간감독기구’로서의 존립가치는 결국 전문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특히 사무처)는 관료조직 특유의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변

경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

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관’ 제도261)가 도입되면서, 금

융위 역시 2017년부터 금융감독에 관한 전문성을 키우도록 동 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승진체계 등으로 인해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은행 판 햇

살론’ 출시를 독려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존에 은행권과 협약 하에 ‘희망홀씨

대출’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서 은행들이 금융당국 사이

에서 눈치를 보며 난감해하고 있다는 내용)

한국경제TV. 2014.7.21. 금융위-금감원, 사사건건 '충돌'...금융권은 '한숨'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자산운용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금감원의 자산운용업 검사는 강화된 점에 업계가 불만이라는 내용)

SBS CNBC. 2015.12.22. 금융위-금감원 갈등에 새우등 터지는 '보험업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연금선지급형 종신보험'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의견이 달라서 보험업계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내용)

260) 1997년 이전에도 금융감독 실무는,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

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민간공적기구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

해볼 필요가 있다.

261) 행정업무 수행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별도의 보직체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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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문제는 민간감독기구인 금감원조차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 앞서 권한배분 게임에서 규정 제 개정에 관한 권한

을 금융위가 ‘독점’하고 금감원이 ‘순응’하는 것이 하부게임 완전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 게임에서는 금감원이 애

초부터 제도개선에 ‘방어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균형임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게임의 균형은 금감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이러한 역

할의 축소가 누적되면서 전문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앞서 규제감경 게임에서 금융위가 ‘규제감경’을 추진하면,

금감원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 하부게임 완전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살

펴본 바 있다. 이 때문에 피규제자로서는 금감원의 ‘전문적 판단’을 수용

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며 금감원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전문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검토 결과,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게임의 균형은 바람직한 금융감

독체계의 여섯 가지 요소 즉, ① 독립성, ② 책임성, ③ 투명성, ④ 무결성,

⑤ 효율성, ⑥ 전문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제 6 절 유인구조 개선방안

1. 개 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융위와 금감원 간 게임의 균형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전제에서는,

①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유인구조를 변화

시켜서 게임의 균형을 수정하는 방안 및 ②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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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기자를 교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①의 경우, 즉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전제로 게임의 균형을 수

정할 수 있는 유인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262)

2. 국회를 통한 권한배분

앞서 권한배분 게임에서 하부게임 완전균형은 ‘(금융위의) 독점’ -

‘(금감원의) 순응’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며, 이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의 독립성과 책임성 등이 저하된다는 점 또한 살펴보았다.

금융위로의 감독권한 집중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당시의 정책적 입법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법적 안정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까지 이러한 핵심요소는 존중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

만 이러한 핵심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권한배분의 효율성을 현재보

다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앞서 권한배분 게임의 확장형263)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국회의 개입에

의해 금융위가 권한을 금감원으로 ‘배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살

펴보았다. 이때 금융위는 국회의 개입으로 인해 금감원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권한을 ‘배분’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만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이러한 권한을 금융

위 차원에서 ‘제한(또는 통제)’하는 전략을 추가로 취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배분 게임의 확장형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게임의 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다시 말해,

국회는 금감원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

다고 판단하는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금융위

로 하여금 감독권한을 금감원에 배분(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62) 입법적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이 어렵다면,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유인부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63) 본 논문의 p.8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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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에도 권한배분 게임의 확장형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위

는 여전히 금감원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을 보유하므로, 금감원이 수행

하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무관

하게 금융감독권한의 배분이 금융위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국회 차원의 적정한 개입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회가 금감원에 권한을 배분하게 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금융위 모두 금감원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현실에서의

권한 행사와 책임 소재가 일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264)

3. 의견제출권 도입

앞서 규제감경 게임의 분석에 있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위로

법규 제 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킴에 따라, 금융위가 추진하는

감독제도 변경265)에 대해 설령 금감원이 잠재리스크 또는 금융소비자 피

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결국

금융위 내부의견 수준으로 흡수된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법266) 개정을 통해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금융위(사무처)가 추진하는 감독제도

변경(주로 법규 제 개정)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제출권을 법에 명시하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 사무처가 금융관련법령의 제 개정, 특히

규제완화에 관한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 차원의 독립적인 검토의견을 별도의 보충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264) 거꾸로 법을 통해 금감원에 직접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업무처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회수(개정)해서 금융위로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감독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265) 규제완화를 위한 금융관련법규 제 개정이 대표적이다.

2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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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금감원장의 의견제출은 법적권한이자 책임이 되므로, 금감원

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규제감경 게임의 균형이 금감원의

‘순응’으로 일반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4. 제도개선건의권 도입

앞서 제도개선 게임에서는 유인구조 상 금감원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유인구조의 변화를 위해, 금감원이 감독 검사 등 업무처리 과

정에서 제도개선, 특히 법규 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정례회의 시267) 금감원장이 이를 직접 안건으로 보고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의 형

식으로 금감원장이 직접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다.268)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대해 ‘방어적 소극

적’이 아닌 ‘적극적 선제적’ 전략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제권한 조정

앞서 금감원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금

융위의 패널티 부과(즉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한)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예산, 조직 등에 관해 광범위한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금감원에 패널티를 부과하

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패널티는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신빙성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는 예산 등에

267) 현재는 설령 건의사항이 있더라도, 금감원 소관부서가 금융위 소관부서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개선안을 송부하는 구조이나, 이는 금융위(사무처)와 금감원 모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의 p.95.이하의 사례를 참조

268) 현재는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건의 상정을 사무처에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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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패널티를 손실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위에 ‘순

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한 게임의 균형은 결국 금융감독체

계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따른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계

층적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금융위가 금감원에 부과할 수 있는 패널티의

내용을 수정하여,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관해 최근 논의되는 사항은 금감원의 예산통제권을 금융위로부

터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269)이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권한배

분 게임의 개선을 위해,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

무에 관해서는 국회가 직접 개입하여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감독권한을

‘배분’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금융위는 ‘배분’된 권한을 다시 ‘제한

(또는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만약 금융위가 (부

득이하게) 금감원에 권한을 배분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의 제한 등을

통해 권한배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금융위의 권한 중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은 분

리시켜서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금

감원이 업무에 관해서는 계속 금융위의 통제를 받되, 예산에 대한 통제

권은 국회로 이관하여, 금감원이 패널티 회피를 위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감독업무를 처리할 소지가 큰 현재의 유인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다.

제 5 장 개편안에 따른 게임 예상

제 1 절 개 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총 세 가지 형태이다. 즉 ① 민간금융감독기구

269) 이러한 취지로는 김경식, 이수환. (2020).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제173호. p.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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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감원) 중심의 ‘통합형’, ② 관료조직(금융위)을 유지하고 금감원

만을 2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형태의 ‘관료조직 유지+쌍봉형’, ③ 관료조

직(금융위)을 개편하고 금감원 역시 2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형태의 ‘관료

조직 개편+쌍봉형’의 세 가지 개편안이다.270)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세 가지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변화,

즉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의 유인구조 및 게임의 균형 또는 결과의 변

화를 예상해보기로 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도입되

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유인구조 및

게임의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장되는 개편안

의 도입 시 효과를 게임이론으로 예상해봄으로써,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에 관해 보다 입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것이므로, 개편안 중 어떤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더 우월한지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

서 각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의 유인구조와 게임

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와 이

에 대한 평가만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통합형에 따른 게임 예상

1. 개편안의 주요내용

통합형 금융감독체계(이하 ‘통합형’으로 지칭)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통합형을 지지하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에 차이가 있다. 다만, 일반

적으로 주장되는 특징을 추려보면, ① 집행체계는 민간금융감독기구(현

270) 물론 실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추진되면, 이 세 가지 형태 외에 다른 새로운

개편안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세 가지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다양한 변용이 주장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주요

선행연구에서 주장되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형태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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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금감원)로 단일화되는 것271), ② 금융감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가

령 금융감독위원회. 이하 ‘금감위’)는 민간금융감독기구 내부에 설치되거

나, 외부에 설치하더라도 최소한 정부 및 관료조직으로부터는 분리시키

는 것, ③ 민간금융감독기구가 정부(특히 관료조직)로부터 독립성을 확보

유지하는 것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림 19> 통합형의 기본구조

2. 유인구조 예상

통합형의 유인구조는 아래 <표 16>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동 개편안의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정책

권한은 관료조직으로, 감독권한은 민간감독기구로의 배분이 비교적 명확

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금융정책에 금융감독이 종속되는

현재의 유인구조 또한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개편안 도

271) 민간감독기구가 아닌 행정부처로의 통합(일본식 금융감독체계)도 주장되나, 이러한

의견은 주로 관료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주장으로서, 최근에는 관치금융의 폐해 우려

등으로 인해 학계에서는 매우 소수의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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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시에는 관료조직은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감독

기구는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관의 모

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책임에 있어서도,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는 관료조직으로, 감독

실패의 책임소재는 민간감독기구로의 분장이 제도적으로 명확해진다. 결

과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책임소재의 모호성 부분은 해소될 소지가 크다.

<표 16> 통합형의 유인구조(예상)

정부(관료조직) 민간감독기구

①
권한
요인

- 정책(제도) 권한
- 감독 권한

- 감독제도 수립‧개선 요청 권한

②
책임
요인

- 정책실패 책임
- 감독실패 책임

- 감독제도 수립‧개선 요청 책임

③
이익
요인

- 엑셀러레이터 역할 충실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선호

- 브레이크 역할 충실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선호

④
손실
요인

- - 독립성 약화

3. 게임 예상

(1) 권한배분 게임

감독권한이 민간감독기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방적인 권한배분은 발

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논의되었던 권한배

분 게임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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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규정 제 개정권한의 주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금

융감독체계 개편 단계에서 입법을 통해 이미 결정되는 문제로서, 경기자

중 일방에 의한 권한배분 게임과는 무관하다. 가령 규정 제 개정권한을

정부(관료조직)가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금감원의 검토 및 안건상정에

따라 금감위에서 논의 후 의결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규정

제 개정을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규정 제 개정권한을 금감위가 직접

보유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검토 안건상정에 따라 금감위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이다.272)

(2) 규제감경 게임

통합형을 도입할 경우, 관료조직이 일방적 직접적으로 민간감독기구의

규제수준을 변경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규제의 독립성 확보). 이

로 인해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논의되었던 규제감경 게임 또한 사실

상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때 무결성의 측면에서는 단일기관으로의 통합으로 인해 규제

감경이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의결기구(금감위)가 집

행기구(금감원)의 의견에 종속되지 않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한다면273), 현

행 금융감독체계보다 무결성이 약화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274)

(3) 제도개선 게임

만약 규정 제 개정권한을 민간감독기구가 보유하게 된다면, 제도개선

게임 자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감독기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규정 제 개정권한을 관료조직이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보수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설령 민간감독기구가 내

272) 안건상정의 주체가 변경(금융위 사무처→금감원)되는 결과이다.

273) 가령, 금감위 위원의 대부분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74)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마찬가지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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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규정을 제 개정할 ‘절차적’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독 검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단독책임이 민간감독기구

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감원의 우월전략은 ‘방어적 수동적’

인 제도개선에서 ‘선제적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바뀌고, 관료조직 역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수용’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될

소지가 크다.275)

<표 17> 통합형에 따른 제도개선 게임의 보수 및 산정근거(예상)

민간감독기구가 ‘선제적‧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보수 근거

정부

수용 1, 0
(민간감독기구 : +1) 감독권한‧책임 이행(+1)

(정부 : 0) 이익･손실 없음(0)

불수용 -1, -1
(민간감독기구 : -1) 감독권한‧책임 미이행(-1)

(정부 : -1) 제도 미개선 책임(-1)

민간감독기구가 제도 개선에 ‘방어적‧수동적’인 태도 견지

보수 근거

정부
별도

추가대응
없음

-1, 0
(민간감독기구 : -1) 감독권한‧책임 미이행(-1)

(정부 : 0) 이익･손실 없음(0) 

이를 감안 시, 통합형 개편안 하에서 제도개선 게임의 균형 결과는

‘선제적 적극적’ - ‘수용’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0> 통합형에 따른 제도개선 게임의 변화 예상

         < 현 행 >                          < 통합형 >

275) 만약 민간감독기구(금감위-금감원)에서 ‘선제적 적극적’으로 건의한 제도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불수용’할 경우 향후 제도개선 미비에 따한 책임소재는 정부로 전가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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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료조직 유지+쌍봉형에 따른 게임

1. 개편안의 주요내용

동 개편안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금감원만을

건전성 감독을 전담하는 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금감원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동안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업무에 비해 건전성 감독업무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졌다는 비판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 개편안에 따

르면 금감원을 분리하는 것 외에는 금융위 및 금융위 사무처 중심의 현

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게 된다.276)

<그림 21> 관료조직 유지+쌍봉형의 기본구조

276) 쌍봉형을 지지하는 선행연구의 경우, 관료조직 개편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금감원 외의 금융감독체계의 다른 요소, 즉 금융위(회의체)와 금융위 사무처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다만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중 금감원만을 2개로 분리하는 법안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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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인구조 예상

동 개편안의 유인구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

다. 기존대로 금융위가 권한을 전부 보유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결국

위탁(위임)기관이 2개로 분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칭)금융건전성감독원(이하 ‘금건원’)은 금융건전성 감독에 대

해서,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서

각각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277), 이러한 점이 최소한 양 기관 간

의 유인구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278) 다시 말해,

양 기관은 중첩되거나 모호한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양 기관 간에는 게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279)

<표 18> 관료조직 유지+쌍봉형에 따른 유인구조(예상)

277) 이와 달리 금융건전성감독원(건전성 감독)-금융시장감독원(영업행위 감독)의 체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동 개편안의 주장에 있어서

좀 더 다수의 견해에 따른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278) 다만 이는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게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79) 이 경우 게임이론적 분석은 Jabotinsky. (2013). 앞의 논문을 참조. Jabotinsky는 이로

인해 과잉규제 또는 규제부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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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건원 금소원

①
권한
요인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②
책임
요인

- 변화 없음

- 건전성감독 실패 시 
책임

- 그 외 변화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
  실패 시 책임

- 그 외 변화 없음

③
이익
요인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④
손실
요인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3. 게임 예상

(1) 권한배분 게임

금융감독체계의 갈등과 비효율을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게임

을 통해 검토하는 본 연구에서는, 동 개편안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 개편안은 기존대로 금융위가 모든 권

한을 보유하면서, 이 권한을 두 개의 위탁(위임)기관에 분할해서 배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금건원과 금소원 간에 중첩되는 업무영역이 있을 경우 권한배분

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으나, 이는 최소한 관료

기구와의 권한배분 게임과는 무관하다. 이 게임에서 설령 금건원과 금소

원 간에 권한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동 체제에서는

이들 간의 권한배분을 결정하는 상급기관이 금융위라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양 기관에게 ‘배분해줄’ 권한의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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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실제 차이가 크지 않다.280)

결론적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권한을 ‘독점’하는 전략을 취

하면, 금건원과 금소위는 각각 해당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하부게임 완전균형이 될 소지가 크다.

(2) 규제감경 게임

규제감경 게임에 있어서도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크게 차이가 없다. 금

융위가 ‘규제감경’을 결정하면, 금건원과 금소위는 각각 해당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순응’하는 전략이 하부게임 완전균형이 될 소지가 크다.

다만, 금건원과 금소원이 규제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 기관 간에

동일행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이 게

임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금

융회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건전성 관련 위규행위와 영업행위 관련 위

규행위가 중첩되는 경우에, 양 기관 간에 재제수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

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관료조직과의 규제감경 게임과는 큰 관련성이

없는데, 만약 해당 징계가 ‘경징계’로서 현행법상 금건원장 또는 금소원

장에게 제재권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권한의 원보유자

인 금융위에서 양 기관 간의 이견을 강제로 조정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

이다.281) 더 나아가 애초에 금융위의 의결로서 결정되는 ‘중징계’라면 양

기관의 제재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게

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제도개선 게임

280) 이러한 전제에서 설령 관료조직 유지+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금융위

-금건원-김소원 간에 N인 게임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권한배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단일의 상급기관 아래에 업무영역을 달리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융위와의 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기존의 2인 게임과

구별되는 게임적 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81) 만약 금융위가 금건원장이나 금소원장의 권한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 것 역시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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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게임에 있어서도 관료조직과의 관계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

계와 동일한 게임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될 경우, 최소한 금융소비자 관

련 제도개선에 해당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일 유인이 생기지 않겠

느냐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기관의 명칭과 주요업무의 변경

만으로 관료조직과의 게임구도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제도적 권한배분 자체가 조정

되지 않는 한, 관료조직의 통제를 받는 민간감독기구의 수, 명칭이나 주

요업무 등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둘러싼 게임의

균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282)

제 4 절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에 따른 게임

1. 개편안의 주요내용

동 개편안은 관료조직(현 금융위)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형’과

유사한 면이 있고, 민간감독기구(현 금감원)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관료조직 유지+쌍봉형’과 유사하다. 따라서 ‘통합형’을 지지하는 학자들

이 가진 문제의식, 즉 ① 금융산업정책(엑셀러레이터)과 금융감독정책(브

레이크)의 분리 필요성, ② 관치금융의 배제, ③ 민간감독기구를 통한 독

립성, 전문성 확보 등을 공유하면서도, ‘쌍봉형’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가

진 문제의식인 ①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의 분리 필요성, ② 전담기

관 설립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한다.283)

다만, 앞서 살펴본 ‘관료조직 유지+쌍봉형’이 금감원의 분리에 대한 방

282)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금감원만을 분리하는 쌍봉형 체계는 다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들에 비해 보수적인 개편안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283) 이에 대해서는 윤석헌. (2017). 앞의 논문. p.18.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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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주로 기존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데 두고

있다면, 동 개편안은 금감원의 기능을 큰 틀에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

위 감독’으로 분리하는데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84)

<그림 22>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의 기본구조

2. 유인구조 예상

동 개편안에 따른 유인구조는 ‘통합형’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① 정부(관료조직)과 양대 민간감독기구 모두 (가칭)금융안전협

의회에 참여하여 업무를 협의 조율할 책임을 가진다는 점, ② 민간감독

기구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업무분야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이익

과 손실을 가지게 된다는 점, ③ (가칭)금융건전성감독원(이하 ‘금건원’)

과 (가칭)금융시장감독원(이하 ‘금시원’)285) 사이에는 일종의 경쟁구도가

생기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이다.286)

<표 19>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에 따른 유인구조(예상)

284) 이 점에서 전자를 ‘소봉형’, 후자를 ‘쌍봉형’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285) 윤석헌(2013)에 따르면, 금시원의 경우 민간감독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관료조직으로 설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286) 이 경우 (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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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조직 금건원 금시원

①
권한

- 정책 권한 - 건전성감독 권한 - 시장감독 권한

②
책임

- 정책 책임

- 건전성감독 실패에 대한 
직접 책임

- 그 외 변화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 실패에 
대한 직접 책임

- 그 외 변화 없음

③
이익

- 엑셀러레이터 
  역할 선호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선호

- 브레이크 역할 선호
(한정적인 범위에서 
엑셀러레이터 역할 
가능성 존재)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선호

- 브레이크 역할 선호

- 조직‧인력‧영향력 
  확대 선호

④
손실

- - 독립성 약화 - 독립성 약화

3. 게임 예상

(1) 권한배분 게임

통합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료조직을 통한 일방적인 권한배분이

없기 때문에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와 같은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

의 권한배분 게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적으로 금건원과 금시원 간에 권한배분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동 개편안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가칭)금융안정협의회 등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87)

287) 가령 윤석헌(2017)은 참조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금건원장, 금시원장 및 예보사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6인의 민간인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기재부장관이

맡는 회의체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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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감경 게임

통합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감경 게임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된다. 설령 (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일정부분 금융

감독업무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288), 이는 어디까지나 조정 협의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행 금융위처럼 상급기관의 위치에서 금건원이나

금시원의 규제수준을 직접 결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형과 달리, 금건원과 금시원이 각각 내부 또는 외부에 ‘독립

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는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한데, 만약 이를 설치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조직으로부터 동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함

으로써 규제에 관한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내

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제도개선 게임

제도개선 게임의 변화도 통합형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금

융감독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책임은, 권한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금건원

과 금시원에 각각 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개선 게임의 균형에

따른 결과는 ‘선제적 적극적’ -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권한배분 게임 또는 규제감경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건원-

금시원 간의 갈등 발생소지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애초에 금건원과

금시원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간에 업무 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관련하

여 금건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시원은 영업행

위 감독,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각 제도개선의

방향을 달리 하게 될 소지가 있다. 결국 이 경우에도 (가칭)금융안정협의

회를 통한 조정 협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88) 동 협의회의 의장을 기재부장관이 맡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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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안

통합형
관료조직 

유지+쌍봉형
관료조직 

개편+쌍봉형

권한배분 
게임

금융위가
권한을 ‘독점’

-
금감원이

‘순응’

게임 해소 현행과 동일 게임 해소

규제감경 
게임

금융위가
‘규제감경’

-
금감원이

‘순응’

게임 해소 현행과 동일 게임 해소

제도개선
게임

금감원이
처음부터

제도개선에
‘방어적‧소극적’

민간감독기구
‘선제적‧적극적’

-
관료조직

‘수용’

현행과 동일

양 기관 모두
‘선제적‧적극적’

-
관료조직

‘수용’

제 5 절 소결

각 개편안의 도입 시 예상되는 게임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형’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관료조직

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권한배분 게임과 규제감경 게임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선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의 균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관료조직 유지+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할 경우, 최소한 관

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게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관료조직 개편+쌍봉형’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통합형’ 개편안

과 유사하게 권한배분 게임과 규제감경 게임은 해소되고, 제도개선 게임

의 균형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 각 개편안에 따른 게임의 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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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관료조직과 민간감

독기구 간의 갈등-협력관계에 관한 게임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게임의 경기자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대표하는

관료조직으로서의 금융위와 민간감독기구로서의 금감원으로 설정하였다.

양 기관의 유인구조를 분석하여 게임의 보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들 간

의 게임을 ①권한배분 게임, ②규제감경 게임, ③제도개선 게임의 세 가

지 유형으로 모형화한 후 게임의 전략과 균형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권

한배분 게임은 금융감독권한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규제감경 게임은 금감원이 수행하는 기존 규제를 금융위가

감경하려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제도개선 게임은 금감원이 감독제도를

개선하려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게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①권한배분 게임에 있어서는 금융위가 금

융감독권한을 ‘독점’하는 전략을 취하면, 금감원이 이에 ‘순응’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권한을 배분할 권

한’ 자체가 금융위로 집중된 점에 주로 기인한다. ②규제감경 게임에서는

금융위가 기존의 규제를 감경하고자 시도하면, 금감원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금감원이 금

융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③ 제도개선 게임에서는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관해 애초부터

‘방어적 수동적’인 전략을 취하여 금융위와의 게임을 종료시키는 것이 게

임의 균형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제도에 관한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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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금융위로 집중되어 있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 게임이 가져오는 균형의 결과는 바람직

한 금융감독체계의 요소인 ①독립성, ②책임성, ③투명성, ④무결성, ⑤효

율성, ⑥전문성 모두를 저하시킨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해, 현행 금융감

독체계 상 게임의 균형(Nash's equilibrium in games)은 감독현실에서는

균형(balance)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약 향후에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금

융위와 금감원의 유인구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의 도

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감

독권한 배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②금감원장의 독립적

인 의견제출권 및 제도개선건의권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및 ③금감원

에 대한 예산통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향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전제에서는, 각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게임의 변화를 예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력

하게 주장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크게 ‘통합형’, ‘관료조직 유지+쌍

봉형’,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의 세 가지 유형이며, 각 유형에 따른 유인

구조를 토대로 게임의 변화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형’과 ‘관료조직 개편+쌍봉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현행 금융

감독체계에 따른 권한배분 게임과 규제감경 게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

로, 제도개선 게임의 경우 보수 및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동 개편안들을 도입할 경우, 관료조직으로의 감독권한 집중

등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의 유인구조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유형의 감독체계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달리 ‘관료조직 유지+쌍봉형’의 경우에는 도입하더라도 현행 금

융감독체계의 유인구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설령 민간감독기구가 2개로 분리 또는 분화되더라도, 그

상위에 존재하는 관료조직의 유인구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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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와 전략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감독기구의 유인구조는 금융감독체계의 적정성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인구조를 분석하고, 이

러한 유인구조가 양 기관의 전략적 대응으로 어떻게 연결되며,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실제 감독현실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져왔는지를 묘사

논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제할 때, 향후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개

선논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기구의 유인구조 설계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입법적 개선 등을 통해 금

융위와 금감원의 유인구조에 충분한 변화를 준다면, 유의미한 개선효과

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체계는 결국 국회가 제

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큰 틀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

지하면서도 권한의 재조정 및 제도의 변경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유인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①감독

권한 배분에 관한 국회의 역할 확대, ②금감원장의 독립적인 의견제출권

및 제도개선건의권 도입, ③금감원에 대한 예산통제권의 국회 이관 등

입법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장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중에

는 금융감독기구의 유인구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개편안도 존

재하지만, 실제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개편안 또한 존재

한다고 사료된다. 최근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어디까지나 현

행 금융감독체계가 지닌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이 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감독기구에 부여한 유인구조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에는 최근 주장되는 다양한 개편안 중에서도,

현행 금융감독체계 상의 유인구조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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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관료조직과 민간감독기구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가진 그 외

의 문제점들289)은 직접적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게임의 경기자를 금융위와 금감원의 2개 기관으로 한정함에 따

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광의의 금융감독체계를 구

성하는 그 외의 기관들은 검토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셋째, 게임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인구조를

이루는 각 항목들은 독립적이며, 각 항목들 간에는 상대적 선호차별이

없다는 가정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보수와 게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289) 가령 금융회사 건전성 중심의 감독실무 관행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약화,

금융감독기구 소속직원의 비리 및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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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already been 70 years since discussions on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began in Korea. Nevertheless, even the current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introduced in 2008, has long been a

symbol of conflict and inefficiency.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in nation is a bastion of its

financial stability. Through past financial crises, we have experienced

how disastrous consequences can be if financial stability is shaken.

Financial markets are paralyzed, the real economy collapses, and

people's jobs are lost. The assets collected by ordinary people for the

rest of their lives disappear into the air, and companies that used to

be excellent close their factories with a pile of debts. For this reason,

we must constantly ask ourselves whether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in nation is appropriate, and continue our research to

improve and develop i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ttempted a

game theory approach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and

inefficiency under the current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xpected changes if the proposed reform

plan is introduced.

The current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is represen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government bureaucra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non-government financial regulator.

Therefore, after setting them as players of the game, the

compensation for the game was calculated through analysis of the

manned structure.

After dividing the gam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to three

types, ①authority allocation game, ②reducing regulation game, and ③

system improvement game, strategies and the equilibrium for each

game were reviewed and evaluated based on actual cases. and also



- 158 -

anticipated how the game between the government bureaucracies and

the non-government financial regulator would change if we introduced

the recently discussed major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reform pl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the result

of the equilibrium of games between the government bureaucracies

and the non-government financial regulator is degrade the

independenc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integrity, efficiency and

expertise of financial supervision.

Second, under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is maintained, policy measures to adjust the equilibrium

of games through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tructure can be

considered. Specifically,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may be

considered ; alloc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 the right to submit opinions and the

right to propose amendments to regulations, adjustment of control

authority ov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rd, after classifying the latest major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reform plans into three models : 'The integrated model',

'maintenance of government bureaucracies + The twin peaks model'

and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bureaucracies + The twin peaks

model', the results of predicting the strategy and balance of the game

are as follows ; In the case of 'The integrated model' and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bureaucracies + The twin peaks model',

it is expected that the inducement structure of the bureaucracy and

privat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the game between them can be

significantly changed, but in the case of 'maintenance of government

bureaucracies + The twin peaks model',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significant changes in the game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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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private supervisor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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