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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금융회사들은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촉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초자산에 연계

된 금융투자상품들을 시장에 발행,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금융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이다.

한국의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도입 20년 만에 발행액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 수익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상품연계가 유연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비자문제와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금융소비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어 해당 상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고

려한 적절한 양의 핵심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입장에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는 무엇이며, 제공형태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연구들은 금융정책당국의 실태조사, 관련 법

과 제도를 촉구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또한 상품 관

련 정보 내용과 형태는 금융회사와 협회가 규정하고 있어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를 고려한 핵심정보와 제시형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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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

를 살펴본 후 현행 정보제공의 보완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파생결

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파악

하기 위해 20대에서 60대의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실시하여 현행 정보제공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

견을 파악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입장에서 도출된 핵심정보와 현

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

보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20대에서 60대의 성인 남녀 20명을 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행 정보제공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소비자들이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이후 20대에서 60대의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기존의 핵심정보

안에 적절한 양의 정보와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

정보안의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최종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을 기준으로 기존안과 최종안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와 제시

형태를 살펴본 결과, 국내 증권사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서 제

공하는 주요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5호)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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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

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

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

의 의미와 유의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이었으며, 분석 대상 기업들 간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세부내

용과 정보의 양은 차이가 있었다.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제시형

태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분석 대상 기업 중 대다수의 회

사에서 제시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서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

는 정보 외에 수수료, 수익, 시나리오 분석, 적합한 소비자 등과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제시형태는 국내보다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제시형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즉, 현행 핵심(요약) 상품

설명서를 보완한 핵심정보 선정과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

는 제시형태를 고려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손

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중 가

장 중요한 핵심정보는 손익구조라고 답하였으며, 파생결합증권을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예상 손익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야 한다고 답하였다.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는 기초자산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 방향성 정보 등이며, 투자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투자위험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받기 원했으

며, 중도상환 관련 정보는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소

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자체에 대한 상품 정보(손익구조, 기초자

산), 투자위험 외에도 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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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문가가 평가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대한 타당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중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민원처

리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타당성이 확보되

었지만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위험등급(판매자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

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더불어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의 세부예시에 대

한 사항들은 모두 내용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

가들은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안의 내용에는

상품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파생

결합증권 상품특성을 알 수 있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와 같은 정

보를 제공해야 하며,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항목에서는 구체적

인 손실 규모와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위험등급

항목에서는 판매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의 위험등급이 제시

될 가능성이 있어 회사측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 업계 표준 가

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

험등급에 대한 부가 설명들도 단편적이어서 등급의 의미가 무엇인

지 실질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등급으로 정해진 이유를

수치(범위)로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

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민원유형별 상세 절차가 제공되어

야 하며 명확한 자기 책임 원칙 하에 투자를 함으로써 민원을 예

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적합성에 대한 측면도 상기시켜야 함을 강

조하였다.

넷째, 앞선 소비자심층면접에 따라 도출된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에 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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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보되어 전문가가 평가한 핵심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핵심정보별 세부내용 도출을 위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결

과, 전문가들은 손익구조에 대하여 최대 손실에 범위에 대한 세부

정보와 조기상환 확률 및 규모에 대한 벡테스트 데이터가 보완되

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기초자산 정보에 있어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추이, 기초자산 정보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

가 제시되어야 하였다. 또한 투자위험 측면에 있어서도 원금손실

비율과 위험성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중도상환 정보에 있어서 중

도상환 가능여부, 불이익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

다고 답하였다. 소비자들의 권리 측면에서 중도상환과 관련된 부

분을 소비자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현행 정보제공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소비자들이 평가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정보 형태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제

공자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보의 위계질

서가 부족하고 시각적 이미지 활용이 적어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

의 색감과 디자인의 과부화로 소비자들에게 투자정보가 효과적으

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현재 제공되

고 있는 손익구조의 정보 형태가 상품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상환 시점(중도상환, 만기상환) 별로 보완되어야 하고,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의 정보 형태도 손실과 수익정보가 같은 비

중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수익 관련 정보는

빨간색, 손실 관련 정보는 파란색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초자산의 정보 형태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잘 드러날 수 있도

록 그래프를 제공하여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

의 정보 형태는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의

사결정 흐름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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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별로 선호하는 정보의 제시형태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

고, 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태가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들은 네 가지 핵심정보 모두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의 정보를 최종안으로 선정하였다.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의 정보는 표로 이해한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손익구조 이미지에는

조건별 손익구조를 따로 제시하는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을

선호하였으며, 투자위험 이미지에는 투자위험을 세분화하는 ‘7점

리커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파

생결합증권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표’ 정보를 ‘글’ 정보보다

선호하였고,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보조 장치로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손익구조 이미지 ‘개별 제시방식’이 ‘통합

제시방식’에 비해 지면을 많이 차지하지만, 해당 정보를 따로 제공

함으로써 조건별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세부정보에 따른 제시형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최종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

험을 기준으로 기존안과 최종안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

가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가 개발한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

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및 중도상환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투자위험, 중

도상환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손익구조와 기

초자산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손익구조와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해도 해당 정보 자체

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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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핵심정보를 제공

하기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 제공 방식과 관

련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금융정책당국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정책당국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 입안 시 소비자

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핵심정보는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이라고 답하였으나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와 금융정책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의 핵

심정보 제공 시에도 소비자조사 과정을 거쳐 핵심정보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핵심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 형

태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핵심(요약) 상품

설명서에서는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태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간결한 표 정보와 이미지가

보완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표로 이해한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

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

러나 손익구조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를 간

결하게 제시하기보다 손익 상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

공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정책당국은 세부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적합한 정보 형태를 고려하여 효과

적인 정보전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소비자들이 접근하는데 양적으로 방

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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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의

견이 반영된 본 연구자안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뿐만 아

니라 금융 업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

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상품 이해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고, 정보 유용성 평가는 금융상품정보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최종안의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상품의

판매와 거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최종안은 온라인 금융환경보다 오프라인 금융환경에 더 적합

할 수 있어 온라인 웹 페이지와 모바일 금융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정보 제공 방식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주요어 : 금융소비자, 파생결합증권, 핵심정보, 제시형태,

핵심정보안

학 번 : 2018-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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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최근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투자상

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학의 발전으

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연계한 금융투자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Ghent et

al., 2017). 개발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들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초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자가 받는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상품에는 파생결합증권이 있다(엄

영호 외, 2016).

파생결합증권은 2000년대 초반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투자

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상품들에 비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도입 초기인 2003년에는 ELS 발행액이 3조5,000

억이었으나, 2019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76.7조원으로 약 22배 증가하였는

데(예탁결제원, 2021),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ructuredRetailProducts, 2020). 또한

ELS 평균 수익률은 2010년 10.4%, 2019년 4.8%로 예금보다 높은 수익

률로 인해 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특성과 수익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상품설계가 유연하여 다양한 지급구조 및 기초자

산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종가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2008년 KIKO

사태, 2015년 홍콩 HSCEI 관련 사건, 2019년 DLF 사태 등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도 사태를 거듭해 가면서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금융소비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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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원인은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 불완전 판매를 일삼으며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회사, 관련 소비자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금융당국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금융위원회 외, 2020).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소비자문제들은 소비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구

조와 해당 상품의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고(김종승, 2020), 파생결합증권

정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판매 인력의 설명에 의존하게 되어 불완전

판매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유형, 2016).

금융소비자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

본적인 방안은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성영애 & 최현

자, 202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소비

자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파생결합증권을 ‘고

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지정하고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에 대

해서도 투자위험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상

품 판매 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제도를 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중심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설명의무

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5호)에도 핵심

(요약) 상품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파생결합

증권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도, 금융소비자들의 행태를 고려한 정보의 양

과 난이도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부재한 것으로 보

인다. 게다가 핵심설명서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대부분

의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내용을 인지하

지 못한 채 계약하는 등(구혜경 & 나종연, 2013)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2020년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

식’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37.4%는 금융상품 투자 시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대한 정보이해가 어렵고, 35.1%는 해당 정보의 내용이 너

무 많아 투자상품의 선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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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중 46.0%는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

상품설명서에 불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과부화로 인해 또 다른 소비

자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핵심정보를 전달하되, 너무 많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로 금융소비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파생결합증권 상품특성에 따른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내용을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접근하기 쉬운 원천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나종연 외, 2012)과 소비자들에게 관련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만들어 주

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2011).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

(요약) 상품설명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에서는 금융소비자

들의 행태와 정보 이해도를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효과 검증

을 거쳐 관련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다(EC,

2015). 벨기에,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위

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각 국가의 금융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색깔,

이미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위험표시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Finance

Watch, 2018). 따라서 향후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문제 발생

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올바른 투자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고려한 적절한 양의 핵심정보를 효율적으로, 또한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의 경우 관련 투자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금융소비자들

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Kunz et al., 2017; Chesney et al., 2019) 소비

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행태적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소

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자본시장연구원, 2021).

지금까지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연구는 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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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당국의 실태조사(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2010; 금융감독원,

2014; 금융감독원, 2016; 금융감독원, 2018), 법학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임정하,

2011; 배승욱 & 안수현, 2013; 제해문, 2015; 권세훈, 2019; 이채진, 2020)

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들의 행태와 투자행동을 파악하

는 연구(이영애 외, 2013; 조유현 외, 2013; 박주현, 2015; 차경욱, 2017)

와 금융소비자들의 심리적 편향에 관한 연구(Wallmeier & Diethelm,

2009; 고봉찬, 2011; Ofir & Wiener, 2012; Entrop et al, 2016; Kunz et

al, 2017; Abreu & Mendes, 2018)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를 개발한 연구(황진태 외,

2014; 김정한 외, 2019, 김종흠, 2021)도 수행되고 있으나 금융상품의 특

성에 맞는 소비자중심적인 핵심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제시형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안에 대한 평가를 거

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

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

여 소비자들의 행태적 편의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정보제공에 관한 연구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와 핵심정보 제시형태를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핵심정보 전달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제시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제

시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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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투자정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

내·외에서 활용되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정보제공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증권사들과 국외에서 활용되는 핵심(요

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를 중점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고려한 핵심정보와 이에 적합한 정보 형태

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파생결합증권 투자 관련 정보 내

용과 형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정보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

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공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앞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도출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가 과연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핵심정보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

한 핵심정보를 확정하고자 한다.

넷째,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정보 제시형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와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안을 검토하고 이들을 토대로 정보의 양과 이미

지를 고려하여 핵심정보 제시형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재실시하여 연구자가 마련한 파

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 제시형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

백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마련된 최종안이 기존안에 비해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소비자를 과거 투자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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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금융정보는 전문용어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보다는 판

매회사들의 편의에 치중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단편적

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의 이해도에 초점을 맞춰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 제시

형태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

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다른 의의를 지닌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필

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물을 도출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방식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도출하고,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이지만 그 결과물은 파생결합증권에

국한되지 않고 고난도 금융상품 전반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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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파생결합증권의 특성 및 현황

본 절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난도 금

융상품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품 성격이 유사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

권을 비교하고, 파생결합증권의 세부 유형(ELS/DLS)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함께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 및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1.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특성

1) 고난도 금융상품의 개념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

을 상대적으로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일반투자자들이 파생 성격을 지닌

사모펀드에 투자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 여부를 토대로 ‘고난도 금융

상품’을 규정하였다.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파생상품

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 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품인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신탁·일임)로서, 상품구조 상 위험에 따른 손실을 기준,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지정하였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2019))

또한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2019)는 상품의 특성이 복잡하고 어

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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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사모 관

계없이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제도가 적용되고,

설명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게 투자위험

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강

화되어 공모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었으며, 파생상

품투자 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

해졌다. 더불어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되었고, 고난도 금융상

품 제조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목표시장을 설정해야 하며, 판

매사는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과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하고, 제조

사 및 판매사는 수수료 내역과 유사 상품의 수익률을 공시해야 하는 행

위준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종합 개선안은 2020년 1월에 개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2월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반영되

었고, 금융투자협회는 2019년 종합 개선안을 토대로 2020년 6월 「고난

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였

다. 해당 준칙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와 관련

하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의 방

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2)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금융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 다양해지고 성장하였다는 점이다(Merton, 1995). 우리나라

파생상품은 1968년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활용한 선물환거래로 시작되었

다. 그 이후 「선물거래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국내 주가

지수선물 시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수익구조가 조건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류혁선, 2019). 즉 두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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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짜에, 기초자산의 결과값 등의 조건을 확정하고 추후 기초자산

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액 또는 성과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

다(Rubinstein, 1999). 경제학에서는 파생상품을 ‘조건부 청구권

(Contingent Claims)’ 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기초자산의 변동(조건)

에 따라 지급액과 성과가 달라지는 파생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강조한 개

념이다.

류혁선(2011, 2019)은 파생상품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적 요소를 네 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 파생상품은 상품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에 의해 파생되는 ‘가치파생성’ 성격의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

다. 둘째, 계약한 당사자 간에 계약이행을 위한 결제행위가 현재가 아닌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장래결제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파생상품은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로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전가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위험전가성’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

막으로 파생상품은 ‘상품생산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즉, 파생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을 인수하고자 할 때, 이에 적합한 손익구조의 상품을

구조화한 금융투자상품이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며, 원본

을 초과하는 추가지급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

는 증권으로 구분된다. 증권은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종류를 기준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

권으로 세분화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

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액 또는 회수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의하면, 기초자산

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구분되는데,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은 기

초자산을 토대로 상품이 구조화되며, 수익구조가 기초자산에 의해 결정

된다는 특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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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초자산의 종류

*참고: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이전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에

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 증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

고 있어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도입되기 어려웠으나, 2009

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후차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 체

계 하에 증권으로 구분되었다(하지원, 2016). 또한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

상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과 구별되지만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과 상품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상품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점

과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즉 기초자

산을 기준으로 손익구조를 구조화하였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만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

상품 중 발행 및 판매 규모가 가장 높은 파생결합증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통화 포함)

3.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

5.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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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비교

*참고: 금융위원회 외(2014)

3) 파생결합증권의 유형

파생결합증권 상품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파생결

합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연계

증권),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ETN(Exchange

Trade Note, 상장지수증권)으로 나뉜다(금융투자협회, 2020a). ELS와

D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특정 주식의 가격변동과 연계되어 수익

률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다른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비해 기초자산의 성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법적 성격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증권

(최대 원금손실)

세부 사항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주요 상품

코스피200선물

옵션

달러선물

국채선물 등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ELS, DLS, ELW

기초자산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

공통점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동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 권리임

발행 주체 선물 옵션 매도자 장외파생 투자매매업자 증권사

거래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

거래

거래소 이외에서

맞춤형 상품 매매

ELS, DLS:

장외상품

ELW: 거래소

상장

주요

참여자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
대형 금융회사 및 법인 개인투자자 중심

기타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이 표준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

증권 발행규제 및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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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손익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투자 시 주의를 요하는 상품이

다(금융감독원, 2015a). ELW는 주가지수 또는 특정 주식 등의 기초자산

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으며, ETN은 기초자산 가

격변동과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된다(금융투자협회, 2016). 파생결합증권 중 ELS와 DLS는 기초자산이

다를 뿐 수익구조와 특성은 유사하며, DLS는 ELS의 개념을 확장한 상

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품특성과 수익구조

가 유사한 ELS, DLS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주가연계증권(ELS)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특정 주식의 가격변동과 연계되어 수

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금융소비자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정

해진 수익률을 얻게 된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ELS는 금융소비

자들이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은 낮으면서 은행예금이나

채권투자보다 기대수익이 높은 중위험·중수익을 표방하여 설계된 상품으

로 상품설계가 유연하여 다양한 지급구조 및 기초자산의 선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국은행, 2016).

ELS는 원금보장 여부, 기초자산, 발행 형태, 수익구조, 판매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한국은행, 2016), ELS의 상품종류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ELS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

형으로 구분되며, 원금보장형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상관없

이 만기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1). 그 외 원금 이상 또는 원금의 일

정 부분만을 보장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형 ELS에 비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

능하다.

ELS는 발행 형태에 따라서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구분된다. 공모형

1)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3년도에 통과되면서 원금보장형은 파생결합증권에

서 제외되어 파생결합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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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는 발행사가 발행조건을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며, 사모형은 특정 고객을 한정하여 발행하여, 이들의 요구에 따라

ELS의 기초자산과 상품구조가 결정된다. 기초자산에 따라서도 ELS를

구분할 수 있는데, ELS의 기초자산은 개별주식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를

기초로 추정하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지영근 외, 2013).

수익구조에 따라서는 Step-down형(조기상환 구조), 월지급형, Knock

Out형으로 구분된다(신한금융투자, 2022). Step-down형은 가장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로 행사가격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환 시점에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보다 크면 조기(만기)상환되며, 수익은 상환 시점에 1회 지급된다. 월지

급형은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월수익을 지급하며, 모든 기초자산의 행

사가격이 매월 수익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Knock Out형은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시 일정 수준까지 가격 상승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낮은 확정 수익률

(rebate)만을 지급한다.

또한 판매 형태에 따라서는 펀드, 신탁, 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형으로 직접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펀드, 신탁, 예금의 형태를 취한다. 그 중 ELS를 편

입한 편드는 ELF(Equity Linked Fund), 신탁은 ELT(Equity Linked

Trust), 예금은 ELD(Equity Linked Deposit)라 지칭한다(금융감독원,

2018). ELF는 파생결합증권이 펀드에 편입되어 금융소비자가 펀드 형태

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신운용사가 발행하지만 은행과 증권회사

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ELF는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채권

에서 발생하는 이자 만큼을 ELW나 기타 옵션에 투자하여 원금 보존을

추구하거나 최대 손실액을 원금 일부에 국한되도록 설계된 수익증권이

다. 만기수익은 운용성과에 따라 실적배당이 되며, 상품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ELT는 2009년 이후 ELS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에 편

입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 신탁고객 계정 등을 활용한 거래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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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여 2011년에는 전체 ELS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처로 급부상하였

다(금융감독원, 2015b). ELD는 다른 상품에 비해 100% 원금보장의 보수

적인 상품이다. 실제로 ELD에 투자된 투자원금은 원금이 보장될 수 있

는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으로 주가지수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은행이 상품을 발행하고 판매

하며, 만기수익은 사전에 제시된 지급액 계산식에 따라 확정 수익이 지

급된다(류혁선, 2018).

[표 2-3] ELS의 상품종류

*참고: 지영근 외(2013), 양유형(2016), 신한금융투자

2) 현재의 파생결합사채

구분 세부사항

원금보장

여부

원금보장형

원금 전액 보장형2)

원금 이상 보장형

원금의 일정 부분 보장형

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에

따른 구분

1)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지수형

2) One Stock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주식형

3) Two Stock 이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혼합형

발행 형태에

따른 구분

1) 공모용 ELS

2) 사모용 ELS

수익구조

1) Step-down(조기상환형)

2) 월지급형

3) Knock-Out형

판매 형태

1) 펀드

2) 신탁

3)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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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생연계증권(DLS)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연계증권)는 ELS의 개념을 확

장하여 금리,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은, 원유, 곡물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등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금융투자협회, 2020a). DLS는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산의 범위가 이자율, 환율, 신용, 실물자산으

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됨에 따라 낮은 예금금리

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원금손실 발생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높

은 관심을 보였다(손경우 & 정지영, 2020). DLS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률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원유, 금과 같은 비화폐

성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기, 증시가 침체기에도 안정

적인 수익 획득이 가능하다(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2010). DLS를

편입한 펀드, 신탁, 예금은 DLF, DLT, DLD로 구분하며(금융감독원,

2018a),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지면 무엇이든 기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LS에 비해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며, 투자 및

헤지가 용이하다(정희석 & 김선제, 2020).

DLS는 기초자산 종류(금리연계증권, 금리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 상

품연계증권, 인플레이션연계증권), 수익구조(Knock out, Bull spread,

Reverse convertible, Digital, Cliquet, Auto Callable, 월지급식)에 따라

구분되며, 수익구조는 ELS와 유사하다(금융감독원, 2010). 파생결합증권

은 다음의 [표 2-4]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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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파생결합증권의 구분

2.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 현황

국내 파생결합증권 상품은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

유통되는데, 최근까지의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5], [표 2-6], [표 2-7]과 같다.

2003년 국내 발행이 시작된 ELS의 발행 규모는 약 3조5천억 원으로

공모발행 중심의 단일 지수형연계상품 위주였으나 2004년에는 사모형 상

품이 약 2배 정도 더 많이 발행되었다. DLS는 2005년부터 국내 시장에

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초기에는 공모 위주로 발행되었고, 도입

된지 1년 만에 발행금액이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ELS, DLS 발행 증가로 투기거래가 과열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가 추진되고 ELS 발행, 운용 지침이 마련되었

다(한국거래소, 2009). 이러한 규제 영향으로 2008년 대비 2009년 ELS

발행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2010년 초반에는 DLS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신용 연계상품이었으나

기타 유형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9년 기준 신용 연계상품과 기타 유형

의 상품 발행액이 유사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신용 DLS 발행액을

판매 형태

증권

(유가증권

매입)

펀드 신탁

예금

(정기예금

가입)

발행자 증권회사 투신운용사 은행 은행

판매자 증권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은행

금융투자사
은행

원금보장 여부 비보장 보장 비보장 비보장

기초

자산

주식 ELS ELB ELF ELT ELD

주식 외 DLS DLB DLF DLT D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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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ELS 발행은 일시

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DLS에 대한 기관투

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 발행이 급증하였다(금융감독원, 2011).

2011년 이후 ELS 발행금액은 35조, DLS 발행금액은 12조로, 발행금

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8월

옵션 매수 전용계좌제도 폐지, 2012년 6월 KOSPI 200옵션에 대한 거래

승수 인상, 2013년 차익거래세금부과 조치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투기거래 억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하기보다 ELS,

DLS와 같은 구조화상품을 매개로 간접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당

국의 조치로 해석되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평가

된다(엄영호 외, 2013). 또한 2012년 이후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서 ELS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모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당시 원

유, 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인

기를 끌었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 여파로 관련 상품의 발행이 크게 감소

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국내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들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거래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해외주식형

연계 ELS 발행을 현재까지도 늘리고 있다.

한편, 2015년 5월 14,801.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홍콩 H지수는

2016년 2월 장중 7,498.81(고점 대비 49.3%p 하락)까지 떨어지면서 관련

ELS가 손실구간에 진입(Knock-In)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하반기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ELS 발행을 감축하였으며, 결과적

으로 2016년에는 ELS 발행시장이 위축되었고, 2017년 말까지 홍콩 H지

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발행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말에는 H지수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종료되면서 ELS 발행액이

상승하였다(금융감독원, 2019). 특히 2017년까지는 주로 2개의 기초자산

을 기반으로 발행된 ELS가 대다수였으나 2018년 상반기에 발행된 ELS

의 기초자산 대다수의 개수는 3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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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ELS 발행액은 2017년 대비 증가한 반면, 상환액은 감소

하였고, 2018년 말에는 오히려 발행 잔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하

반기 주요 지수들의 하락으로 ELS 조기상환이 전년보다 감소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ELS와 DLS 발행은 글로벌

증시 하락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발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구조화상품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106.5조원), 한국(79.6조원), 미국(73.4조원), 일본(17.1조원), 프랑스((16.1

조원) 순이었다. 또한 각 국가별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구조화상품 비

중은 중국(1.7%), 한국(4.9%), 미국(0.2%), 일본(0.3%), 프랑스(0.6%) 수

준이었다(StructuredRetailProducts, 2020). 한국은 주식시장 규모 대비

리테일 금융상품 발행 규모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큰 편이다. 국가별

원금보장형의 비중은 중국(96.5%), 한국(64.3%), 미국(14.5%), 프랑스

(5.0%), 홍콩(4.1%), 일본(1.8%) 순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시장

은 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주가지수를 활용한 상품 비중(58.4%)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국은 1개 주가지수를 활용한 상품 비중(58.4%)이 높은 편

이었으며, 이는 전체 상품 중 45.6%, 프랑스는 9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ELS 발행액이 역대 최대치인 76.7조원이었으며, ELS 도

입 시점인 2003년 발행액과 비교했을 때 약 22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9년 DLS 발행액은 17.6조원으로 DLS 도입 시점인 2005년 발행액과

비교했을 때 약 370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 파생연계상품 발행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이다(StructuredRetailProducts, 2020).

2020년 ELS 발행액은 2019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9년 DLF 사태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대비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ELS는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산 개수가 2개 이하인 ELS는 증가하였다. 2021년에

는 ELS 발행액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이 중 기초자산은 지

수형으로, 기초자산 3개인 상품의 비중이 높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의 파생결합증권시장은 해를 거듭하여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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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상품구조와 관련 수익구조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변화와 양상

을 살펴보면, 초기 국내 ELS 발행시장에서는 주로 원금보장형이나 주가

지수연계 형태로 발행하였으나 여러 주식 가격에 연계되는 형태,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기초자산에 연계되는 형태가 등장하였고,

상환구조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

책 및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특정 파생결합증권 상

품 발행에 영향을 미쳐 적게 발행되기도 하고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국내지수뿐만 아니라 해외지수, 금리,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도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지수를 사용하는 상품이 증가

하고 있었는데, 복수의 지수를 사용한 경우 하나의 지수만 하락하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투자위험도가 높아지고 같이 사용된 지수

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투자위험의 상승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

의 투자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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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ELS·DLS 발행금액과 종목현황

년도

ELS DLS
발행금액

(억원)

종목수 발행금액

(억원)

종목수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03 35,552 122 98 - - -
2004 57,256 209 508 - - -
2005 144,067 404 1,640 476 10 1
2006 224,032 910 2,115 6,613 23 60
2007 258,136 1,314 3,090 11,250 48 67
2008 206,396 1,520 4,942 13,253 65 105
2009 118,700 2073 2997 28,324 157 346
2010 250,090 4,034 6,782 77,042 294 767
2011 351,075 6,205 8,567 129,876 562 1,160
2012 475,526 6,871 10,921 238,222 735 2,059
2013 457,158 6,503 9,697 176,669 1,298 2,095
2014 717,967 7,344 9,346 106,398 899 1,172
2015 610,479 8,306 8,519 118,593 1,082 1,042
2016 345,171 6,618 6,274 156,729 1,082 1,651
2017 650,856 8,357 8,325 184,009 1,228 2,795
2018 680,897 9,792 7,056 166,448 1,098 2,157
2019 767,313 10,739 6,672 176,035 1,314 2,115
2020 423,575 7,307 6,051 78,780 282 938
2021 721,775 11,952 4,979 55,615 61 707

*참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데이터(www.seibro.or.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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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초자산 유형별, 개수별 ELS 발행현황

년도

기초자산 유형 기초자산 개수

국내

주식형
해외주식형 지수형 혼합형 1개 2개 3개 4개 이상

2003 1,237 0 34,087 0 33,883 1,241 200 0
2004 3,449 0 32,045 2,689 24,949 11,998 1,161 2,334
2005 224,410 0 113,303 541 8,423 80,656 19,358 32,917
2006 50,753 119 161,774 832 44,917 11,156,8 6,304 57,998
2007 151,527 48 100,226 4,879 91,034 16,349,0 1,191 1,447
2008 83,416 30 116,736 6,170 79,115 125,212 916 1,109
2009 46,468 66 55,085 16,447 45,924 71,315 211 639
2010 76,595 11 149,670 19,180 84,142 160,941 71 301
2011 81,319 0 259,316 9,545 137,234 210,564 2,109 588
2012 59,882 58 402,506 11,146 218,118 227,363 29,990 53
2013 31,870 38 356,723 7,835 128,239 194,900 78,454 0
2014 11,042 55 497,967 1,923 45,434 285,120 183,876 1,745
2015 2,508 272 603,126 1,396 45,053 261,592 295,498 10,734
2016 1,852 37 340,575 2,473 39,649 98,026 191,299 17,266
2017 4,520 667 640,325 5,197 31,663 77,555 488,139 53,494
2018 2,513 2,008 668,265 7,990 28,961 35,304 570,685 45,846
2019 1,604 2,187 751,556 12,016 22,131 16,007 679,650 49,575
2020 3,883 3,755 401,802 14,128 33,508 21,297 356,295 12,473
2021 2,960 9,968 457,690 21,503 39,223 42,383 410,375 322

*참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데이터(www.seibro.or.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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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기초자산 유형별, 개수별 DLS 발행현황

년도

기초자산 유형 기초자산 개수

상품

연계

금리

연계

신용

연계
기타 1개 2개 3개 4개 이상

2003 - - - - - - - -
2004 - - - - - - - -
2005 - - - - 60 20 0 396
2006 - - - - 3,340 939 357 1,976
2007 - - - - 3,683 1,857 284 5,425
2008 - - - - 8,263 1,504 192 3,293
2009 - - - - 21,427 5,685 79 1,130
2010 - - - - 44,391 30,283 1,256 1,110
2011 318 3,357 32,601 3,489 112,303 11,219 2,579 3,773
2012 15,645 1,820 68,491 12,189 197,959 31,090 5,206 4,304
2013 28,722 1,462 43,075 21,713 136,902 46,365 24,592 5,996
2014 11,020 9,378 51,145 32,649 52,481 35,748 12,116 312
2015 11,950 5,935 63,787 37,823 63,826 16,047 21,273 343
2016 9,560 24,624 70,833 53,529 91,913 24,139 11,587 0
2017 21,045 24,742 77,728 61,803 81,297 15,690 1,479 100
2018 8,548 31,959 77,743 45,758 52,740 8,128 11 150
2019 17,652 11,283 77,080 62,216 14,714 0 0 750

*참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데이터(www.seibro.or.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 23 -

3.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현황

국내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2010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설문조사 결

과분석’, 2) 2014년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액 현황’, 3) 2016년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결과’ 및 4) 2018년 ‘ELS 등 파생결합

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 및 투자자 보호 방안’ 5) 2018년∼2020년 ‘증

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등 다섯 가지 자료를 토대로 살펴

보았다.

2010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1,049명) 투

자 행태 조사 결과, 투자자들의 평균 연령은 42세이었으며, 과거 투자경

험은 약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관적 투자성향은 적극투자형

(37.6%), 공격투자형(29.1%), 위험중립형(18.1%), 안정추구형(14%), 절대

안정형(1.3%)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계기는 투자자의 57.%가 창구직원의

권유이었으며, 투자규모는 3천5백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ELS를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기초자산(43.7%), 높은 예상수익률(42.8%), 원금보장

(25.9%)순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정보 획득 행태를 살펴보면, 주로 증권회

사 창구직원(53.7%) 및 상품안내장(26.4%)이었다.

또한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

액 현황조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총 375,886명으로, ELS 투자자는

281,205명, DLS 투자자는 94,681명으로 나타났다. ELS, DLS 투자건수는

42만 건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6.3%이었으며, ELS,

DLS 총투자잔액은 54.2조원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이었다. 투자금액 구간을 살펴보면, 5천만원미만이 84.9%를 차지

하였으며, 투자건당 평균 3천만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외(2016)의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결과에 따르

면,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57%이었고,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약 1.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

은 2018년 6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보유 전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 24 -

ELS 등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과 투자자보호 방안의 실효성

을 점검한 결과, 연령대별 투자금액은 50대(30.7%), 60대(25.4%), 40대

(18.4%), 70대(12.5%), 30대 이하(8.9%), 80대 이상(3.8%) 순으로 나타났

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80대 이상(172.3백만원), 70대(102.3

백만원), 60대(75.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

당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손실 가능성 있는 ELS 등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노후 자금의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투자자 수 대비 신규투자자 비중을 살펴본 결

과, 30대 이하(33.1%) 및 40대(26.1%)의 신규 투자유입이 높았다. 이는

기존 중·장년층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파생결합증권이 젊

은 세대로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매 형

태를 살펴보면, ELT(75.8%), ELS(12.3%), ELF(9.7%), 기타3) (2.1%) 순

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대부분 은행 신탁을 이용하였고, 연령

대별 ELT 투자가 최소 7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2018, 2019, 2020)의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

황에서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ELS의 연 환산 수익률은 2017

년 4.1%, 2018년 2.6%, 2019년 4.3%, 2020년 3.2%로 나타났고, DLS의

연 환산 수익률은 2017년 1.6%, 2018년 0.6%, 2019년 2.3%, 2020년 1.0%

로 나타났는데, 동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7년 1.25%, 2018년

1.50%, 2019년 1.25%, 2020년 0.50%이었다. 이는 동 기간, ELS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DLS의 경우에는 2018

년을 제외한 경우 동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

이러한 높은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파생결합증권 투자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014, 2016, 2018년 조사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특성을

살펴보면,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졌으며, ELS 1인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는 투자 연령층

이 높아지고 고령자들의 투자금액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함께 30

3) 투자일임, ISA(일임, 신탁), 퇴직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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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하 투자자의 신규 유입 또한 증가하였는데, 이는 향후 파생결합증

권 투자자들의 특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 2 절 금융상품정보 제공

본 절에서는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상품정보

제공 형태 및 금융상품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

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전달자, 상

황, 필요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상품정보 제공 형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글로 제시된 정보보다 도표 또는 비주얼 정보가 효과적으로 나

타났고(Nenkov et al., 2010; Kozup et al., 2012; 이태준, 2014), 색상을

고려한 정보가 정보의 주의력과 해당 상품의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Ceravolo et al., 2019; Ceravolo et al., 2020). 또한, 금융

상품정보 제공 후 정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금

융상품 이해도(구혜경 & 나종연, 2013; 황진태 외, 2014; Oehler et al.,

2014; 김정한 외, 2019)와 정보의 유용성(Ainscough & Luckett, 1996;

Waite & Harrison, 2004; 박지우, 2007; 최철, 2012; 양덕순, 2019)을 측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 금융상품정보 제공 형태는 도표, 비주얼, 색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금융상품 이해도

와 정보의 유용성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1. 금융상품정보 제공형태

금융정보는 다른 정보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쉽게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실이라

는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나종연 외, 2013). 허은영(1999)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과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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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는 정보전달자, 전

달 상황, 필요 정보를 고려하여 정보 전달 목적에 따른 형태를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다(김정희, 2013). 정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금융소비자

들의 인지를 강화하여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분석적인 사고,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보 제공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Kozup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금융정보를 제공할 때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는 도표 혹은 비주얼 형태로 전달 시 소비자들은 훨씬 간단하며, 정보의

양이 적은 것으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금융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글로 구성된 공시정보보다 도표 혹은 비주얼로 제시된 공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Nenkov et al., 2010)으로 나타났다.

Howells(2005)의 연구에서도 도표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소비

자들의 금융이해력에 따른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차이가 보정되는 결과

가 나타났다. 또한 이태준(2014)은 금융광고에 사용된 공시정보의 제시

행태와 금융지식 및 금융교육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금융

지식이 낮고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글로 제시된 공시정

보를 접했을 때 판단의 어림법이 작동되었고, 도표로 제시된 공시정보를

제공했을 때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 간의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지를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면 정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

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이미지의 애매모호

함을 줄일 수 있으며(Brems & Whitten, 1987), 문자와 그림이 혼합된

정보는 정보 수용자들의 정보 이해도를 돕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정희영 & 황새봄, 2005). 김종흠(2021)의 연구에서도 금융정보를 아이콘

과 함께 제목 부여를 했을 경우 문자로만 제시한 경우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금융상품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 중 색상을 활용하는 것은 정보이해 과정

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김정희, 2013). Ceravolo et al.(2019, 202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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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금융소비자정보의 색상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 및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금융소비자정보의 효과적인 형태적 전략을 제시하였

다. 또한 Labrecque et al.(2013)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방대한 양의 시

각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색상은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주목하여 Ceravolo et al.(2019)는 다양한 색채의

금융 문서 형태가(레이아웃) 금융소비자들의 시각적 탐색 전략과 제품

매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란색, 녹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및 파란색은 소비자의 감정과 인식 및 제품의 성능에 영

향을 미쳤다. Bazley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주가 동향이 붉은

색으로 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주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으

며, 빨간색이 투자자들의 투자 회피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Ceravolo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핵심요약상품설명서를 빨간색, 파

란색으로 제작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력과 해당 상품의 관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해 핵심요약상품설명

서에 중요 사항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중요 사

항에는 상품 목적과 투자 정책, 위험과 수익, 수수료, 과거 성과로 구분

하였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는 위기 연구 그래프, 주의사항, 위험표시

등급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중요 사항인 상품

목적, 수수료가 흑백으로 처리될 때에는 주의력이 낮았고, 또한 위험 대

비 수익이 좋은 상품이어도 빨간색으로 제작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상품에 관해서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너무 많은 색

상을 활용한 정보제공은 오히려 정보 이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정보에 적용된 색상의 수가 2개까지는 정보 형태의 설명이 증

가할수록 정보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적용된 색상의 수가 3개일 때에는

정보 형태의 설명이 증가할수록 정보량 증가로 인해 정보의 이해도가 낮

아졌다(김정희, 2013). 또한 혼합적 색채의 적용으로 일어나는 정보과부

화를 줄이기 위해 검정색 또는 검정색과 유사한 명도를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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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며(Bertin, 2010), 의미 분류에 따라 유사한 색상을 반복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정보를 위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시각화할 수 있는 것으

로(Tufte, 1990) 나타났다.

2. 금융상품정보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제공하는 금융상품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

여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이해도와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금융상품 이해도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있어 심적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가입 후에도

소비자문제 발생과 직결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하다(구혜

경·나종연, 2018).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평이성, 간결성, 명

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의 양을 줄이

고 관련 있는 정보끼리 배치해야 한다(박세민, 2013a). 더불어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의 순서 및 내용을 재조정하고, 가독성

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효과 및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박세민, 2013b).

특히 시각적 효과 및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색상에 따라서 이

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별짓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를

달리하고, 그림, 부호 및 도표 등과 같은 시각적 전략을 적용시켜야 한

다.

금융상품 투자 시 제공되는 핵심투자정보의 목적은 금융상품 이해 증

진을 위한 것으로, De Jager(2015)는 금융상품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정보의 프레임 효과, 휴리스틱 등과 같은 행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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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Oehler et al.(2014)는 상품 이해

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구성 요인으로 기본적인 상품특성, 구조와 디

자인, 이해도, 비교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기본적인 상품

특성은 상품의 기능, 위험,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이며, 구조와 디자인은

주어진 정보에서 사용된 용어가 이해하기 쉽게 쓰였는지, 정보의 양이

적절한지, 정보 디자인이 보기 적절하였는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해도는 해당 정보를 쉽게 이해하였는지, 비교 용이성은

다른 상품과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로 평가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소비

자의 지식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고 있다. 허은

영(1999)은 정기예금 팜플렛에 대한 금융상품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율, 세금혜택, 해지조건, 만기 후 조건, 대출 관련 정보, 예금보호 등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황진태 외(2014)는 변액보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험료 구성, 투자재원, 지급보험

금, 자산운용 관련 비용 등 변액보험 관련 지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정

한 외(2019)의 연구에서도 상품 이해도 문항은 대출상품과 관련된 지식

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금융상품 이해도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을 고려

하여 이해 정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구혜경

& 나종연(2013)은 변액보험 상품리플렛 정보 내용을 구분하여 좌측에는

상품정보, 우측에는 소비자보호정보를 배열하였고, 표의 형태로 개선안을

제작하여 변액보험 상품리플렛의 현재안과 개선안을 평가 비교하였다.

또한 금융상품 이해도는 가독성, 내용의 이해, 상품에 대한 신뢰 측면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가독성 측면에서 개선안

이 주제별로 정보가 표로 제시되어 있어 관심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했다고 평가하였다. 내용의 이해 측면에서는 개선안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 연계되어 상품특성 파악이 용이하고, 서술형 문장으

로 이루어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고 답하였고, 개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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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후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황진태 외(2014)는 보험상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설

명서의 구성, 서술방식과 표현방식에 차이를 두어 핵심상품설명서를 개

발하였다. 즉 소비자의 이해 흐름을 초점으로 스토리텔링(글상자 방식을

통한 개별적 질의응답)방식과 현행 핵심상품설명서의 그림과 표를 재구

성하였으며, 표현방식의 경우 소비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글씨크기를 크게 하였으며, 주요 항목에는 볼드체나 색상

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핵심상품설명서 개선안이 현행 핵심상품설명

서보다 18%p∼23%p 정도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한 외(2019)는 가계대출 핵심상품설명서의 형태(가계대출 상품설

명서, 현행 핵심상품설명서, 대안적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전달 방식

(종이, 스크린)이 소비자들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의 대출상품 안

내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핵심정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약해주는 그

림을 활용한 도표 형식의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개발하였다.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핵심(요약)설명서에 비해 대출상

품에 대한 이해도는 14.6% 증가하였으나 전달 매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김종흠(2021)은 핵심설명서의 메시지 제시방식이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금융상품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제목부여방식(문자제목, 그림제목)과 설명제시방식(핵심설명, 구체

설명)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과 정기예금의 핵심설명서를

개발하였다. 제목부여방식은 문자로 제시하는 방식과 아이콘을 함께 제

시하는 방법으로 구분되고, 설명제시방식은 짧은 키워드 중심의 설명과

긴 서술형 설명으로 구분된다. 핵심 내용은 가입금액, 이자 지급방법, 일

반중도해지 이자율, 예금자보호, 만기 후 이자율, 특별 중도해지 이자율

을 제시하였으며, 실험 자극물은 실제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에서 사용

하고 있는 실제 내용과 아이콘을 발췌하여 제작하였다. 연구결과, 상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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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가 그림제목으로 제시된 경우 문자제목으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비

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금융상품태도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는 그림제목이 문자제목인

경우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구체적 설명방식에 관

심도가 높았으며, 금융지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설명방

식에 관심도가 높고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2) 정보의 유용성

금융소비자들은 신문/잡지, TV, 금융회사 팸플릿, 금융회사직원, 상품

설명서, 이용약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의 정보원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 정보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지에 대한 평가를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상품 정보원에 대한 유용성 평가 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이전에

일반 정보의 유용성 평가가 진행되었다. 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정보의 양, 정보의 형태, 적시성, 비용, 신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Gallagher, 1974). 즉, 정보가 이해하기 쉬우면서 단순하고 적절한 형태

로 제시되고, 해당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이 저렴한 경우 정보의 유용성

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의사소통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Maynes(1976)는 정보의 유

용성을 접근가능성, 신뢰성으로 구분하였고, 유현정 & 김기옥(1995)의

연구에서는 Maynes(1976)의 유용성 평가 기준 즉 접근가능성과 신뢰성

및 적시성, 경제성, 저장 가능성을 추가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였

다. 즉, 소비자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짧은 시간에 접촉하여 최신의 정

보를 얻는다면, 해당 정보의 적시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정보원

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명확한 언어로 제시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

으면 의사소통 명확성이 높고, 소비자 정보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적으면 경제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소비자 정보원을 필요로 할 때 접



- 32 -

근이 용이하고 원하는 무엇이든지 획득할 수 있으면 접근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처음과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면 저장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상품 정보원의 유용성 평가 시 금융정보매체와 관련된 연

구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Ainscough & Luckett(1996)과 Waite &

Harrison(2004)는 접근가능성, 이용가능성, 상호의사소통가능성, 역동성,

매체 친밀성을, 박지우(2007)는 정보의 양, 난이도, 시의성, 비용 항목을,

최철(2012)은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공공성을 금융정보원의 유용성 평

가 기준으로 삼았다. 정보의 충분성은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

금융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

다는 개념이고, 실효성이란 금융상품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질적

측면의 개념이다. 정보의 객관성은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

하도록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 공공성은 금융상품 정보는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제공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덕순(2019)은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정보의 접근성, 정보의

선별성, 정보구성의 체계성, 정보용어의 평이성, 정보이해의 용이성, 정보

의 충분성, 의사결정에의 도움 정보,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최신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금융상품 정보원의 유용성 평가에서 초점을 맞

췄던 신뢰성, 최신성, 충분성, 접근성, 여과성뿐만 아니라 정보구성, 용어,

이해 측면의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원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금융상품 정보원의 유용성 평가에 있어서 정보원의 질

적 측면을 초점으로 금융상품 정보원이 해당 금융상품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을 제고시켰는지가 소비자 정보처리능력 제고의 한 방안으로 평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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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금융상품정보 평가 관련 선행연구

평가 사항 연구자(년도) 세부사항

상품의

이해도

황진태 외(2014)
상품 관련 지식

김정한 외(2019)

구혜경 &

나종연(2013)

가독성

내용의 이해

상품에 대한 신뢰

Oehler et

al.(2014)

기본적인 상품특성

구조와 디자인

이해도

비교 용이성

상대적인 순위

정보의

유용성

Ainscough &

Luckett(1996),

Waite &

Harrison(2004)

접근가능성

이용가능성

상호의사소통 가능성

역동성(적시성)

매체 친밀성

박지우

(2007)

정보의 여과성(정보의 시의성,

정보의 선별, 정보 비용, 정보의

난이도)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접근용이성

정보의 제공 형태

최철(2012)

정보의 충분성

정보의 실효성

정보의 객관성

정보의 공공성

양덕순(2019)

정보의 접근성

정보의 선별성

정보구성의 체계성

정보용어의 평이성

정보이해의 용이성

정보의 충분성

의사결정에의 도움 정보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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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문제와 보호제

도

본 절에서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문제와 보호제도를 살펴보

고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이

우리나라 시장에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

소비자문제 사례 및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고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문제

한국 사회에서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문제는 2005년 종가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발생하였다. 종가조작 사태는 ELS 발행자가 상환평가

일 당일 보유하던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행사가 이

하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김창희, 2013). 대

표적 손실 상품의 경우는 2005년 대우증권(제196회, 기초주식: 삼성SDI)

을 시작으로 2006년 신영증권(제136회, 기초주식: 기아자동차), 2009년

현대증권(제2007-576회, 기초주식: 신한지주), 2009년 한국투자증권(제

289회, 기초주식:KB금융)에서 발생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ELS

가 가지고 있는 상품구조상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로 만기상환하게 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일부 회사에게 주가를 떨어뜨

릴 고의성을 인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을 판결하였다(성희활,

2009). 이 사건으로 투자자와 발행사(증권사) 간의 이해 상충 방지에 대

한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2009년 한국거래소는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엄세용, 2010). 이는 금융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투

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투자자 보호 정책(이해상충 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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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이 되었다.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는 파생상품펀드가 확정금리를 지급하

는 고수익예금의 일종으로 판매되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행위가 드러

난 사건이다(김주영, 2012). 우리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2005

년부터 고위험상품인 파생상품펀드를 ‘6년 동안 고정금리로 매 분기마다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노후생활자금 등 정기적이고 고정 수

입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광고하여, 은퇴자, 노인 등과

같은 위험 회피성향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 결과 총

2,277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1,506억원어치의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원금

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하였다. 대법원판결에서는 과실상계하여 피해

자들에게 20%에서 40% 정도의 배상이 인정되었고, 예외적으로 70%의

배상이 인정되기도 하였다(김주영, 2012). 이 사건 이후 상품 가입 시 투

자자가 직접 거래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며, 거래신청서와 수익증권 통장

등에 원금손실 문구를 명시하게 되었다(금융감독원, 2008).

2015년에는 홍콩 HSCEI 지수 급락에 따라 Knock-In 유형의 ELS가

손실구간에 진입하게 되었다. 2016년에도 동일 지수가 폭락해 HSCEI 지

수 연계 ELS 12조원어치가 Knock-In(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되며(연합뉴스, 2016), 약 1.13조원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되었다(나지

수, 2016). 이는 ELS 시장의 약 38.5%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

되었던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HSCEI 지수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실시되어 2015년에는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

는 ELS 발행을 직전 월 상환액의 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고,

2016년에는 최대 매 분기 상환액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여 점

진적으로 전체 발행 잔액을 줄이고자 하였다(대한금융신문, 2015).

2019년 DLF사태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를 편입한 사모펀드

의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의 상품들

은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독일 국채금리 등의 해외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락폭에 비례

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전액손실도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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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위험 구조의 펀드이며, 특히 기초자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평균 –52.7%, 최대 –98.1%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

품구조를 지니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2019)은 DLF 사태 문

제점으로 원금보장을 기대하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점, 1억

원 이상 고액투자가 가능한 중장년과 노인층의 고위험상품 가입 비율이

높았던 점,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류 대필기재, 서류 사

후보완이 만연하였고, 설명의무와 투자자성향 분류 등과 같은 투자자보

호규제가 형식적으로만 작용된 점, 고위험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과정에

서 최종 투자자인 소비자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금융회사들

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미흡한 점을 주목하였다. 김종승(2020)

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소비자문제들은 불완

전판매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구조와 해당 상품의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

았는데, 김복녀(2014)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증권사 ELS 판매 만족

도 개선’ 자료와 상위 6개 대형 증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ELS 민원 유

형을 파악하였다. ELS 민원 유형에는 상품설명 부족, 부당권유, 상품손

실, 관리소홀, 발행사 및 판매사에 대한 민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증

권사별 ELS 민원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ELS의 조기상환조건 및 만

기 시 주가의 하락 시기에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고, 주가 상승기에는

ELS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 수익률이 확대됨에 따라 민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설명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2008년에는 92%, 2009년

에는 60%, 2010년에는 61%, 2011년에는 45%, 2012년에는 57%를 차지할

정도로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백현진(2019)은 1999∼2017년까지

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사례 중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금융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공개된 436건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의 공적

불만호소행동과 피해구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투자성 상품의 경우 ELS,

ELF, 주식이나 선물·옵션 또는 주식형 펀드나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불만호소행동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 ELF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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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시 불만을 원인으로 한 불만호소행동이

39.6%(36건), 계약 중에는 55건(60.4%)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펀드나 ELS 등의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판매자로부터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관련 설명

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유형(2016)

의 연구에서도 어렵고 복잡하며, 방대한 양의 파생결합증권 상품정보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판매 인력의 설명에 의존하게 되어 불

완전 판매로까지 이루어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승연(2011)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위해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적인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ELS의 적정가격

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시장에서 발생되었던 파생결합증권 관

련 금융소비자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금융

소비자 뿐만 아니라 투자 권유 인력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

로 인해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 불완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 권유 인력과 소비자들이 모두 상품에 대한 이

해와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와 투자 권유 인력이 소비자들에

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우리나라에서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변화를 살

펴보면, 먼저 금융감독원은 2004년부터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사가 감독원에 월별로 보고하는 ‘파생상

품 업무보고서’에 근거한 ELS와 DLS 발행현황을 발표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였다(금융감독원, 2004). 2007년에는 핵심설명서 제도가 시

행되었으며, 증권·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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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결과적으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에 적합성·적정성 의무가 신설되어 투자자보호가 강화되었다.

2008년에는 관련 상품 모니터링 체계 개편, 거래 인프라 개선 등 파생

상품의 거래위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파생

상품시장 거래보고 의무 강화(보고 대상 확대, 주가 단축 등), 장외 파생

상품 사전심의제 도입, 투자자등급별 투자 권유 준칙이 마련되었다(금융

감독원, 2008).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신고서 내용을 강화하였다(금융감독원, 2012a).

이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 신고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

을 삭제하고 발행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였

다. 또한 투자위험요소를 신고서 본문에 기재 시, 신고서 앞에 수익구조,

원금손실위험, 발행인 신용위험 등과 같은 필수사항과 가격변동위험, 조

기 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법률 및 세제 관련 위험을 기재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ELS 판매 관행을 수립하기 위

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였다(금융감독원, 2012b). 이는 외부 조사원

이 판매 창구를 방문하여 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금융상

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 점포에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투자자 정보 및 투자

성향 파악, 상품설명의무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ELS

미스터리 쇼핑 결과, 전체 13개 금융회사의 평균점수는 76.5점이었다.

ELS 기초자산, 만기상환 및 자동 조기상환 등 ELS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기준가격 평가일 및 평가방법, 시

나리오별 투자수익 설명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미흡하였으

며, 투자자들의 투자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손실가능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에는 공모 ELS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13개 증권사 300개 점포를 선정하여 ELS 판매 미

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였다. 평균점수는 82.2점으로 2012년 상반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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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비해 5.7점 상승한 수치였다. 상반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대

손실가능금액, 시나리오별 투자수익 설명과 같은 ELS 상품위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조사 이후, 미스터리 쇼핑 평가

항목은 금융상품 투자 권유 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녹

취의무, 숙려제도를 잘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바뀌었고, 고령투

자자와 비고령투자자를 나누어 이들에게 적합한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

는지를 평가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2018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

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조사가 실시되었는데(금융감독

원, 2018a), 증권사 15개 회사 200개의 점포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이었

으며, 2017년 대비 19.6점 상승한 점수이다. 이는 2017년도에 평가결과

저조하게 나타난 증권사가 자체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시킨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은행 14개 회사 240개 점포의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5년 조사대비 12.9점 하락하였다.

2014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

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투기거래 우

려 등으로 거래소 상장상품을 제한하던 조치에서 벗어나 현물 거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VKOSPI200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거래를 허용

하였다. 더불어 ELS, 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 증권 신고서 개선,

타사 상품 제시·권유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규

정을 개정하고 관련 상품간 비교·선택이 가능한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

하는 계획을 수립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6년「제2차 국민체감 20大」금융 관행 개혁을

발표하여 금융회사가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

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자기 책임 원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부적합상

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을 투

자할 때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며,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고령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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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a). 2017년에는 숙려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상품정보를

숙지한 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였

다. 더불어 적합성 보고서를 의무화하여 투자 권유 시 투자 권유 사유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계약 전 작성하도록 하였다(금융감독원,

2016a).

2018년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

성을 점검하고자 투자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금융감독원, 2018b). 60

대 이상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이 전체 잔액의 41.7%를 차지하였으며,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에 투

자하는 고령투자자수 비중, 금액을 고려하여 고령투자자보호를 위한 정

책들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고령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

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는 녹취의

무를 부과하였다.

2019년 DLF 사태 발생 이후, 고난도 금융상품4)을 규정짓고 이를 제

조, 판매하는 회사에게 영업행위준칙을 부과시켰다. 현재「자본시장법」

에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이 이에 속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제조사(발행사)는 상품 발행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를 실시하고 해당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판

매사에게 권고해야 한다. 판매사 또한 제조사의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목

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과 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판매사는 상품 종류

별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판매지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상품의 지표나 수익률 등의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모 모두 녹취의무와 숙려기간부

여, 그리고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2020년 7월 31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여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에

4) ①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

품, ②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임(금융감독

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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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거

래소에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 인프라를 구축하여 파생

결합증권 관련 정보(투자설명서, 기초자산, 최대수익, 최대손실, 위험등급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거래소에 투자

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환매 인프라를 구축한

다. 둘째,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여 ELS 손익 관련 정보의 객관성을

재고하는 것이다. 현재 판매사 웹페이지와 웹의 게시화면에 제시하는

ELS 손익 수익률 표시와 청약 관련 정보는 투자자들의 오해와 불완전판

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고위험금융상품 투자

자 보호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사모행

위를 차단하고 투자권유절차(설명의무, 녹취, 숙려 등)를 강화하고 고난

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사의 표준영업행위준칙(스트레스테스트, 판매

목표시장 설정 등)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

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가 도입되어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

도록 하고 있다.

이상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9]과 같다.

[표 2-9]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변화

도입

연도
제도 비고

2004 상품에 대한 정보 공시(발행현황 발표)

2007

핵심설명서 제도 시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제

정

2008
파생상품 감독체계 정비(투자자등급별 투자권유준칙 마

련)

2012
파생결합증권신고서 내용 강화

ELS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2016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제2차

금융체감

20大」

금융 관행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

2017 숙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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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시장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문제 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문제시 되고있는 상품(홍콩H지수 연계상품,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

합증권)을 규제하고, 특정 소비자(고령자) 보호를 위해 투자를 제한함과

동시에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미스터

리 쇼핑과 같은 판매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파생결

합증권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시장 안정화, 투자

자 보호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금융소비자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행태를 고려한 제도와 실효성

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준석, 2020).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Garrison et al., 2012), 또한 호주에서는 소비자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정

책 입안 전 이해관계자와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ASIC, 2019).

그러나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특성과 행태를 고려한 소비자보호

적합성 보고서 제도
개혁에

따른 조치

2018 녹취의무

고령투자

자 보호에

따른 조치

2019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영업행위 규제

2019년

DLF

사태에

따른 조치

판매인력 제한(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핵심설명서 교부

공시(공모: 일괄신고서 금지, 사모: 일괄신고서 가능)

은행판매(공모: 판매가능, 사모: 판매금지)

2020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 발표

2021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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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미비하고 문제 발생 시 주먹구구식의 금융소비자 규제 등으로 소

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

합증권시장에서 적합한 투자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자자 행태를 고려한 정보 전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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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

보와 제공형태를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핵심정보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과 국외에서 활용되는 핵심(요

약)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소비자심층면접과 전문가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선정하

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핵심정보안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현명한 투

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는 어떠한가?

1-1 국내에서 활용되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는 어떠한가?

1-2 국외에서 활용되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는 무엇인가?

2-1 소비자가 평가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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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는 무엇인가?

2-2 전문가가 평가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Kleimann Communication

Group의 Information Design Model의 6단계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Inoformation Design Model은 정책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

융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

비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금융정보전달개선안을 제작하기 위해 고안되

었다.

[그림 3-1] Kleimann Communication Group의 Information Design

Model(Kleimann Communication Group, 2006, 재인용)

이 모델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6단계는 Plan(계획), Develop

(개발), Assess/Revise(평가/수정), Test(시범운영), Deliver(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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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분석) 단계로 이루어진다. Plan(계획) 단계에서는 법률상 허용

되는 범위에서 필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을 파

악한다. Develop(개발) 단계에서는 초안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

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선호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향후 프로토타입 문서의 기준을 마련한다.

Assess/Revise(평가/수정)과 Test(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상호유기적으로

작동되며, 프로토타입 문서를 정교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 문서를 평가/수정하고 시범 운영하여 소

비자들이 제공받은 정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프로토타입 문서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지 확인한다. Test(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소비자들

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평가내용이 이후 프로토타입 문서 제작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Deliver(정보전달) 단계와 Evaluate(분석) 단계

에서는 최종 개발된 프로토타입 문서를 토대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실

제로 전달하여 정보의 타당성을 파악한다. 해당 모델은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정보 이해를 돕고, 최종 정보이용자인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이해도

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Kleimann Communication Group(2006)의 Information Design Model

을 토대로 Garrison et al(2012)은 금융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표시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구혜경 & 나종연(2013)은 변액보험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Garriso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Information Design Model의 6단

계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계획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법률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개발단계에서는 소비자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초안에 대한 선호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프로토타입 문서의 기

준을 마련하였다. 평가/수정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제공받은 정보의 맥

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프로토타입 문서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지 확인

하였고,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평가내

용이 이후 프로토타입 문서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전달

단계에서는 시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전달되었으

며, 평가단계에서는 개발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5개 지역



- 47 -

(California, Massachusetts, Maryland, Michigan, Texas)의 쇼핑몰에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다.

구혜경 & 나종연(2013)은 Information Design Model의 6단계 중 ‘계

획-개발-시안개선-소비자평가’의 4단계를 거쳐 시안을 제작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국내의 벤치마킹 사례 분석, 현행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

공시 및 설명의무를 검토하여 주요 상품정보를 파악하였으며, 금융정보

탐색 문제점과 상품리플렛 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도출된 문제

점들을 보완하고 정보제공 내용과 형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시안개선 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정보제공 내용과

형태에 대한 자문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평가단계에

서는 소비자 1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Information Design Model에 따라 정보 디자인 시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정보를 추출하고,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

쳐 정보 디자인 시안을 정교화시켰으며, 시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검증하였다. 해당 모델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선호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성적 연구를 토대로 시안을 개발할 수 있고 정량

적 연구를 실시하여 정성적 단계에서 수행된 시안을 수정하며, 기존의

시안과 비교하여 개발안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arrison et al, 2012). 그러나 아직까지 Information Design Model과 같

이 각각의 단계별로 진행되는 정량적, 정성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중심적인 시안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시 필요한 정보 내용과

적절한 제공형태를 구축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평가하기 위해

Information Design Model의 6단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핵심정보안 구축과정

본 연구에서는 Kleimann Communication Group(2006)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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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el’의 (계획-개발-평가/수정-시범운영-전달-분석) 6단계를

거쳐 현행 정보의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를 파악하고, 핵심정보를 도출하

고 제시형태를 구축, 선정하고, 최종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행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 단계, 핵심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 평가/수정 단

계, 제시형태를 구축하여 최종안을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범운영, 전

달, 분석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단계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비자심층면접1 질문지, 전문가조사 설문지, 소

비자심층면접2 질문지 및 소비자조사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거쳤다(IRB No. 2108/001-007).

[그림 3-2] 최종 핵심정보안 구축과정

1) Plan(계획)

Plan(계획) 단계에서는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을 분석하여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현황을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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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개발)

Develop(개발) 단계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정보를 평가하여 정보

제공 내용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확보하

기 위하여 투자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60대의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

로 1회 1시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파생결합증권

관련 온라인사이트(NAVER 카페)와 오프라인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게시

하여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의 내용과 형태, 금융투자협회(2021)에서 제공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

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와 시중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토대로 정보

제공 내용과 형태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면접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연구방

법을 토대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Colaizzi 연구방

법은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

으로 주제 묶음 범주화를 실시하여 범주들 간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내용은 전사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된 진술들을 함께 묶어 가능한 한 대상자가 사용한 용어로 정

리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를 각각 코딩하여 축약하고 유형화하는 과

정을 반복하여 투자정보를 도출하고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하여 정보의

차원을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최종적인 대주제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각 차원에 해당하는 대주제, 개별주제와 하위개념들을 검토하여 각 하위

차원에 포함할 세부정보들을 도출하였다.

소비자들의 연구참여 의사 파악부터 심층면접 실시까지 약 9주일

(2021년 9월 1일∼10월 29일)이 소요되었다. 본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다음의 [표 3-1]에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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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소비자심층면접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Assess/Revise(평가/수정)

Assess/Revise(평가/수정) 단계에서는 시안을 평가하고 완성도를 높이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재무/정보) 전공자, 파생결합증권 전문

가 및 금융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20명에게 첫째, 현행 핵심(요

약)상품설명서 및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내용 및 구성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면

4점, ‘대체로 타당하다’는 3점, ‘약간 타당하다’는 2점, ‘거의 타당하지 않

다’는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해

구

분
이름 연령 성별 투자경력 투자금액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여부

1 김○○ 40대 여 2년 5,000만원 ○

2 김○○ 60대 남 5년 6,000만원 ○

3 김○○ 60대 여 10년 2억 ○

4 강○○ 50대 여 12년 5억 ○

5 박○○ 40대 남 8년 5,000만원 ○

6 왕○○ 60대 여 3년 1억 ○

7 장○○ 60대 여 3년 8,000만원 ○

8 최○○ 30대 남 6년 5,000만원 ○

9 이○○ 50대 남 10년 1억 ○

10 김○○ 60대 남 3년 2억 ○

11 장○○ 60대 여 20년 5,000만원 ×

12 김○○ 50대 남 10년 5,000만원 ×

13 김○○ 50대 여 10년 1억 ×

14 이○○ 50대 여 10년 2억 ○

15 전○○ 30대 남 4년
1,000만원

미만
×

16 김○○ 40대 여 6년 5,000만원 ×

17 원○○ 20대 남 3년
1,000만원

미만
×

18 김○○ 20대 여 2년
1,000만원

미만
×

19 김○○ 60대 남 30년 2억 ×

20 김○○ 30대 여 10년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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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계수(Index of Content Validity: CVI)를 산출하여 내용타당도

계수가 70%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연구자에게 이메일, 전화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조사 설문지를 보내 응답하도

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5호)에 명시되

어 있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세부내역의 내용타당성

평가와 앞선 소비자면접1에서 도출된 핵심정보의 내용타당성에 관한 것

이다. 전문가들의 연구 참여 의사 파악부터 설문지 접수까지 약 3주일

(2021년 12월 13일∼12월 31일)이 소요되었다.

[표 3-2] 전문가 패널의 소속 및 특징

4) Test(시범운영)

Test(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연구문제1]에서 도출된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도록 핵심정보 제시형태를 구축하여 소비

자심층면접을 통해 제시형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이

를 토대로 핵심정보별 최종 1개씩의 제시형태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는 개발단계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20명의 소비자 중 10명을 선정하였으

며, 이들의 연령, 성별,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여부를 토대로 하였다.

소비자들의 연구 참여 의사 파악부터 심층면접까지 약 2주(2022년 4월 5

일∼4월 18일)가 소요되었다. 본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다음의

구분 소속 및 특징

학계(6명) 소비자학 전공 교수(3명), 소비자학 전공 박사(3명)

금융회사 소속

파생결합증권

전문가(9명)

금융공학 박사학위 보유자,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헷지

담당자(5명), 파생결합증권 권유 자문인력(4명)

금융감독원(5명)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 상품조사 & 분석 선임조사원

(3명), 회계사로 파생결합증권 분쟁처리 담당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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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 3-3] 소비자심층면접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핵심정보의 제시형태는 정보의 양, 이미지, 소비자 및 전문가조사 결

과를 반영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심층면접 참여자 10명에게 각 형

태에 대한 특성과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핵심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

하기 위해 본인이 해당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제3자에

게 다시 설명한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구술하도록

하였다. 그다음으로 각각의 형태를 비교하여 장·단점과 선호하는 형태의

순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가장 선호하는 1개의

안을 최종 제시형태로 선정하였다.

5) Deliver(전달)

Deliver(전달) 단계에서는 시범운영 단계에서 선정된 최종안을 소비자

들에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조

구분 이름 연령 성별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여부

1 전○○ 30대 남 ×

2 김○○ 60대 여 ○

3 박○○ 40대 남 ○

4 최○○ 30대 남 ○

5 김○○ 30대 여 ×

6 김○○ 50대 여 ×

7 김○○ 60대 남 ×

8 장○○ 60대 여 ×

9 김○○ 40대 여 ○

10 김○○ 60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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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자는 기존안에 대한 평가와 연구자안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각

250명씩 총 500명이 선정되었으며, 표본 구성은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2019)에서 제시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의 두 단계를 걸쳐 인터넷 조사 전문 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조사는 사전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약 2주일

(2022년 4월 22일∼5월 4일)이 소요되었다. 총 560부의 설문이 수집되었

으며,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549부의 응답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 3-4]와 같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표본의 동질성 검

증을 위한 배경변수, 상품 이해도와 정보의 유용성으로 이루어진다. 인

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 ELS 투자 경험 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배경변수에는 정보 리터러시, 정보탐색행동, 금융이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이해도는 핵심정보별 3문항으로 구성되며, 정보의

유용성은 핵심정보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기존

안(금융회사)과 연구자가 개발한 최종안을 제시하고 핵심정보별 상품 이

해도와 정보의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품 이해도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2014), 금융감독원(2017)의 자료와 전문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핵심정보별 상품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연구자

가 개발하였으며, 정보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Gallagher(1974), 박지우

(2007)와 양덕순(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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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사대상자의 특성(N=549)

6) Evaluate(분석)

Evaluate(분석) 단계에서는 소비자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표본 동질성 검증을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빈도를, 평균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 및 독립

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개발한 안과 기존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력과 정보 유용성 정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303(55.2%) ELS 투자

경험 여부

있음 266(48.5%)

여성 246(44.8%) 없음 283(51.5%)

계 549 계 549

연령

30대 이하 108(19.7%)

직업

전문·관리직 68(12.4%)

40대 110(20.0%) 사무직 244(44.4%)

50대 163(29.7%)
생산·판매

·서비스직
57(10.4%)

60대 이상 168(30.6%) 자영업 63(11.5%)

계 549 주부·기타 117(21.3%)

평균(S.D.) 계 549

학력

고졸이하 67(12.2%)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04(37.2%)

대졸재학

·졸업
412(75.0%)

300만원

이상~600만

원 미만

250(45.5%)

대학원재학

이상
70(12.8%)

600만원

이상
95(17.3%)

계 549 계 549

평균(S.D.)

정보 리터러시 3.22(0.66)

정보 탐색 행동 3.56(0.60)

금융 이해력 7.9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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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과 제시형태

본 장에서는 현재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증권사들과 국외에서 활용되는 핵심

(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과 제시형태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

다.

제 1 절 국내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

보와 제시형태

본 절에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

품설명서를 토대로 금융회사별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를 비교·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시중의 금융기관 중 발행금액 기준 파생결합증권 시장 점

유율이 높은 다음의 다섯 곳을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금융회사 중 발행순

위 4위 증권사는 홈페이지에 핵심(요약) 상품설명서가 기재되지 않아 이

를 제외하고 6위인 증권사를 포함하여 이상 다섯 개 증권사의 핵심(요

약) 상품설명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분석을 위한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 중 최

근 3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Step-down형 고난도 금융상품(1등급 또는 2

등급) ELS를 선택하였다. 분석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

5호)에 따라서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판매회사가 정한 등급, 해당 위험등급으

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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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절차에 관한 사항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A 증권사의 경우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유

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 장에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상품의 내용은 판매직원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

되는 특징으로 ELS와 DLS의 상품을 정의하였다. 발생가능한 불이익의

경우 최대손실 가능성, 원금 대비 손실, 중도환매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

고 있다. A 증권사는 녹인베리어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였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상품위험등급표를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

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해서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금융감

독원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문의하도록 하였다. 해당 정보

제시형태에 대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림 4-1] A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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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증권사는 상품 개요,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손익구조, 평가 일정, 수익률 모의실험, 목표시장

의 설정과 같은 정보를 표, 글, 이미지를 활용하여 4장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상품 개요에는 상품 유형, 기초자산, 만기/상환주기, 조건 충족 시

수익률, 관련 일정, 모집 예정 금액, 조건 미충족 시 손실률,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다른 회사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

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ELS와 DLS의 기초자산, 만기수익, 상

환금액, 예금자 보호 여부, 과세방식을 비교하여 두 상품의 특성을 비교

하였다. 발생가능한 불이익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상품특성을 고려한 유

의사항과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11가지

사항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

익 사항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위험등급에서는

투자자 성향과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고 해당 상품의 등급을 명시하였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 홈페이지, 민원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당사 민원처리 절차 및 신

청방법과 외부기관(금융감독원등)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방법을 표로 정

리하여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들에서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B 증권사는 민

원처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제시하여 소비자

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 밖에 손익구조, 평가 일정, 수

익률 모의실험, 목표시장의 설정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이미지, 표, 줄글

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하였으며, 다른 회사와 비교하였을 때 제시형태

가 가장 다양하였고, 다채로운 시각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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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B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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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증권사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의 사항,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기 및 만기상환 시

수익률, 상환평가 일정, 손익구조, 손실사례,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

거, 자료열람 요구권,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및 연계 제휴 서비

스 관련 사항, 소비자 이해 여부 확인서를 4장으로 표와 이미지를 활용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정보

를 제공하고 있었다. 상품의 내용에는 상품명, 모집금액, 기초자산, 만기/

상환주기, 상환조건, 조건 충족 시/미충족 시 수익률과 손실률, 유형, 청

약일정/숙려기간, 최초기준가격결정일, 발행일/청약최종확인일, 만기평가

일, 만기일이 포함되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ELS와

DLS의 상품 정의를 비교하였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변동된다는 점, 중도상환 시점/보유기

간 동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및 숙려제도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C 증권사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 투자수익률, 상품구

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를 통

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 C 증권사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는 투자 시 사례별 손실 내용, 손실률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

시하고 있었고, 손익구조와 상환평가 일정을 같이 배치하여 상환평가일

별 손익구조를 이해하는 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의 경우 해당 정보를 자세하게 표로 제시하여 설정 근

거를 설명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자료열람 요구권, 소비

자 이해 여부 확인란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의 이해 여부 확인

은 실제 소비자들이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검토 후 알아야 하는 사항 4

가지를 토대로 간단한 퀴즈를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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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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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증권사는 노란색 종이 2장에 표와 줄글로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

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판매회사가 정한 위

험등급,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ELS

와 DLS의 상품특성이 비교되어 있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른 발생가능한 불이익과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적합

금융상품 분류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 분류에 대해 설명하였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 홈페이지, 소비자보호부서, 금융

감독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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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D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이미지

E 증권사의 경우 표 형식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상품명, 금

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

항,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제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상품구조, 중도상환 안내,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를 제시하

고 있었다.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상품 내용의 경우 핵

심(요약) 상품설명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보다 투자설명서를 참

조하라고 표시되어 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주가연계/

기타 파생결합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국내주식의 법적 성격, 만기, 주

요 상품, 거래대상, 신용위험, 증거금, 일일정산, 반대매매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또한 발생가능한 불이익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

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위험등

급의 경우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

하고 있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 홈페

이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그 밖

에 상품개요, 상품구조, 중도상환 안내,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실위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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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분석,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림 4-5] E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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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별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

명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명과 금융상품의 경우,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는 고난도 금융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부

족하였다. A 증권사와 E 증권사가 제시한 금융상품 내용의 경우 투자설

명서를 참조하라고 표시되고 있고, D 증권사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고령자 및 부적합자의 경우 상품

판매 시 녹취 여부, 고령자 투자 권유 유의상품인지에 대한 표시만 간략

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B 증권사와 C 증권사의 경우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 상환 일정과 조건, 수익률과 손실률 등에 대한 정보만을 기술하고

있어 다른 회사들보다는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이 나타나는 정보를 추

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회사마다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

성을 반영하는 정보 또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

품의 성격이 유사한 고난도 금융상품인 ELS와 DLS의 상품특성을 비교

하고 있었다. 현재,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D 증권사는 ELS와

DLS의 상품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었고, E 증권사는 주식

연계/기타 파생결합증권, 주식워렌트증권, 국내 주식과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을 비교하고 있었다.

셋째,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경우 현재 모든 회사들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상이했음을 알 수 있었다. A 증권사의 경우 녹인배리어를,

B 증권사는 투자자 성향과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C 증권

사는 투자자, 투자수익률, 상품구조를, D 증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삼성증권은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고 있었다.

넷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세부적인 절차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현재 A 증권사, C 증권사, D 증권사, E 증

권사의 경우, 회사들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소비자 민원, 분쟁조정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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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B 증권사의 경우,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안

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제시형태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였으

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적절한 정보 제공 형태를 고려한 핵심(요

약)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증권사는 손

익구조와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또한 C 증권사는 손익구조에 대한 이미

지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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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정리

금융회사

세부내용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D 증권사 E 증권사

금융상품명

구체적인 사항은 ‘투

자설명서’를 참조하

라고 명시

상품 유형, 기초자

산, 만기/상환주기,

조건 충족 시 수익

률, 관련 일정, 모집

예정 금액, 조건 미

충족 시 손실률, 중

도상환

상품명, 모집금액,

기초자산, 만기/상환

주기, 상환조건, 조건

충족 시/미충족 시 수

익률과 손실률, 유형,

청약일정/숙려기간,

최초기준가격결정일,

발행일/청약 최종확인

일, 만기평가일, 만기

일

별도의 정보

를 제시하지

않았음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고 명시
금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ELS/DLS를 비교 ELS/DLS를 비교

ELS/DLS를

비교

ELS/DLS를

비교

주가연계/기타

파생결합증권 ,

주식워런트증권

및 국내주식과

비교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최대 손실 가능성,

원금 대비 손실, 중

도환매에 대한 조건

파생결합증권 상품

특성 고려한 유의사

항, 투자자 유의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에 연동하여 수익구

조가 변동된다는 점,

상 품 특 성 에

따른 발생가

능한 불이익

손실과 원금손실

이 발생할 수 있

는 경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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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항,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기재

중도상환 시점/보유기

간 동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숙

려제도기간 기재

을 명시함 함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녹인베리어 기준으

로 분류

투자자 성향과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

로 분류

적합한 투자자, 투자

수익률, 상품구조 등

을 기준으로 분류

투자대상 자

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

준으로 분류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기준으로 분류

민원처리,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와 기관의

연락처를 기재

관련 부서의 연락처

와 관련 절차 과정

을 명시

관련 부서와 기관의

연락처를 기재

관련 부서와

기관의 연락

처를 기재

관련 부서와 기

관의 연락처를

기재

그 밖에 사항

손익구조, 평가일정,

수익률 모의실험,

목표시장에 관한 사

항을 제시

투자 시 사례별 손

실 내용, 손실률, 손

익구조, 상환평가일

정, 목표시장, 자료열

람 요구권, 소비자 이

해 여부 확인란 제시

상품구조,

중도상환 안내,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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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

보와 제시형태

1.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IOSCO는 각국 증권 감독기구들의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증권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적용될 국제적 표준 규범을 마련하는 기구이

다. 2013년에는 ‘복잡한 금융상품(Complex products)’을 정의 내리고 복

잡한 금융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9가지 적합성 규제원칙을 제시하였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성 규제기준은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 거

래에 필요한 능력,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 해당 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에 투자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IOSCO, 2013).

이 중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공시정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눈에 보기 쉽고 용이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상품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 상품의 만기, 손실 가능액, 보장 내역, 상품 보장 한계, 기

대되는 수익, 시나리오 분석(최상, 중간, 최악), 위험 지표, 최악의 위험에

대한 설명, 다른 대체 상품과의 비교, 수수료와 비용, 상품이 조기상환

되는 경우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가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야 하며, 잠재적인

편익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또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상품

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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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홍콩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상품의 핵심

정보인 Key Facts Statement를 IFEC(Investor and Financial Education

Council)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전 상품

의 특성과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ey Facts Statement의 내용과 형식을 따르고 있다. Key Facts

Statement에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 소비자 친화적인 요약정보가 제시되

어 있으며, 상품특성 세부 내용에는 금융상품 공통항목 정보와 개별 상

품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통항목에는 상품의 이름, 종류, 판매사의 이름, 상품의 특성 요약, 상

품의 특성, 수수료와 비용,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며, 펀드, 투자연계보

증제도(investment linked assurance schemes)와 구조화 투자상품의 경

우에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IFEC, 2020). 특히 구조화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주가연계상품이 포함되

며, 상품의 위험, 주요 특성(손실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수익구조, 시나

리오 분석, 계약조건, 철회 기간, 중도상환 조건, 가입 후 제공받는 공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Key Facts Statement의 정보와 형식은 금융상품 발행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 많

은 설명을 제공하거나 그림(그래픽, 차트, 다이어그램)을 추가적으로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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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홍콩의 Key Facts Statement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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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홍콩의 Key Facts Statement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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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소비자에

게 핵심설명서를 상품구매 전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핵심설명서에

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헤드라인, 상품의 목표, 투자자의 의무, 위험

도,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Q&A,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시되

어 있다. 금융감독청에서는 핵심설명서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읽지 않으

며, 제공되는 정보가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현재의 핵심설명서에는 A4 1장을 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눈에 잘 띄도록 ‘주요 사실’을 설명서 상단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표 4-2] 핵심설명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정보 내용과 형식

*참고: FCA(www.handbook.fca.org.uk)

또한 FSA(2005)에서는 투자상품 가입 시점에 제공되는 금융상품정보

가 금융소비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상품에 대한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된 형태의 정보제공

「COBS 13.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설명서 내용과 형식

(1) 상품명: []
(2) 적합한 소비자, 상품 관련 특성을 요약해서 제시해야 함

적합한 소비자

상품 관련 특성과 상품 목적
투자의사결정과 투자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Q&A’ 상품 관련 주요한 용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한 정보

「COBS 13.4.9」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설명서 내용
상품설명서 상단에 핵심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A4 1장을 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투자자 눈에 잘 띄도록 ‘주요 사실’을 설명서 상단에 제시하여야 함



- 73 -

형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핵심설명서(Key Facts Quick Guide:

KFQG)가 개발되었다. 핵심설명서 개발을 위해 금융소비자 36명, 재무전

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에는 상품의 범위,

설명의무,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법, 수수료, 수익률 등을 고려한 안이

고려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일 중요한 정보가 서두에 제시되어야 하

며, 정보가 표로 제공되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진

질문 형태의 정보를 잘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의 [표 4-3]와 같은 Key Facts Quick Guide 항목이 도출되었다.

[표 4-3] Key Facts Quick Guide 항목

4.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단일 자본시장을 지향하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불

필요한 차이를 조율하여 적절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투자설명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핵심투자자서류규정(Regulation on key

investor documents for 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번호 세부 항목

(1) 상품명

(2) 적합한 소비자

(3) 상품의 장점

(4) 위험

(5) 상품 가입 조건

(6) 수익성, 수익률

(7) 보장되는 것

(8) 유동성

(9) 수수료

(10)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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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roducts)을 도입함으로써 핵심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다

루고 있다(EU, 2014). 2015년에는 투자설명서 제도 개선을 통해 핵심정

보(Key Information)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였고, 상품의 전반적인 위

험을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한눈에 보기 편

하게 5점 또는 7점 리커트로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EU, 2015),

2019년에는 상품의 과거 수익률 제시방식과 정보를 초점으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제안하였다(EC, 2020). 더불어 여러 가지 색깔과 이미

지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

으며, 핵심정보 내용과 형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정

보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Munchhalfen & Gaschler, 2021).

핵심정보서류는 최대 3페이지를 넘길 수 없으며, 투자자가 정보에 입

각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정보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정보에는 상품의 목적, 상품의 일반

적인 특성, 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상품의 세부적인 사항(발행사, 종류),

수익/손실(위험 지표 요약, 위험 지표에 대한 설명, 투자상황별 시나리오

(최악/평균/최상),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지불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비용에 대한 설명, 1년간의 비용, 1년 이후의 비용, 전체 기간의 비용,

비용의 세부내역), 추천 기간, 민원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국가 중 벨기에,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고난도 금융

상품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Finance Watch, 2018). 벨기에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을 크게 4가지 카

테고리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첫째, 상품 가치 평가의 용이성, 둘째,

상품구조의 복잡성, 셋째, 산출되는 공식의 복잡성, 넷째, 신용위험, 시장

위험으로 구분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손실률과 상품의 복잡성을 토대

로 상품의 위험성을 색깔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손실률이 적고, 복잡

하지 않은 상품은 초록색, 손실률이 보통이고 복잡하지 않은 상품은 노

란색, 원금 초과 이상의 손실,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빨간색

으로 위험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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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EU의 다양한 형식의 위험 표시 방식1

[그림 4-9] EU의 다양한 형식의 위험 표시 방식2

[그림 4-10] EU의 다양한 형식의 위험 표시 방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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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과

제시형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는 해당 상품의 수익정보보다는

손실정보와 위험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금융회사마다 상이하게

금융상품 내용에서 수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현재 금융

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익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IOSCO, 영국, 유럽에서도

상품의 수익정보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손실정보, 위험정보와 동일한 비

중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 수익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정보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상품 위험등급의

기준과 의미가 회사마다 상이하였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의

위험등급은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금융회사마다 상품의 위

험등급 체계가 상이하며, 이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을 제외한

홍콩, 영국, 유럽과 IOSCO의 감독규제에서도 상품의 위험에 대한 정보

를 주요 정보로 선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럽에서는 상품의 전반적인 위험을 시장위험, 신용위

험, 유동성위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5점 또는 7점 리

커트로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도 비교

용이하게 표준화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은

다른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고, 고려해야 할 세부위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양식을 표준화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상

품과도 비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한국의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내용에는 상품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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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분석 정보와 상품의 조건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파생

결합증권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의 손실 및 피해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

을 때, 시나리오별 분석 정보와 상품계약 조건과 관련된 정보들은 소비

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는 필요한 해당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을 제외한 홍콩, 영국, 유럽과 IOSCO

에서는 해당 사항을 상품 투자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로 선정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EU 및 유럽의 국가들은 다양한 색깔과 이미지를 토대로 소비자들

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

나 한국은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형태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따라

서 한국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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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정리

국내·외

세부내용

국내

증권사별

국외

국제증권관리

위원회기구
홍콩 영국 유럽연합

금융상품명 회사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며

양도 차이 남

상품 기능,

상품의 만기

상품의 이름,

종료와 상품의

특성, 판매사의

이름, 추가적인

정보

상품명, 보장되는

것, 유동성, 가입

절차

상품의 일반적인

특성, 세부적인

사항(발행사, 종류),

상품의 목적, 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추천 기간

금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대부분 ELS와

DLS를

비교하고 있음

대체 상품과의

비교
- 상품의 장점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손실과 불이익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손실 가능액 - - 손실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위험 지표,

최악의 위험에

대한 설명

상품의 위험 위험

위험 지표 요약,

위험 지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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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와

기관의

연락처를

기제하고 있음

- - - 민원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

회사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며

양도 차이 남

1)수수료와 비용

2)시나리오 분석

3)중도상환 조건,

내용, 보장 내역

4)수익

1)수수료와

비용

2)철회기간

3)중도상환 조건

4)가입 후

제공받는

공시정보

5)시나리오

분석

6)계약조건과

수익구조

1)수익성

2)수수료

3)상품 가입 조건

4)적합한 소비자

1)수익

2)비용

3)시나리오

분석과 설명

4)지불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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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의 도출과 검증

본 장에서는 소비자가 평가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도출하였고,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도출된 핵심정보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정보와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제 1 절 소비자심층면접에 따른 핵심정보 도출

현행 정보제공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소비자들이 평가한 내용을 분석

하였다. 소비자들의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향후 투자 의사 등 금

융상품의 관여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요구도와 이해도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심층면접 대상자들을 네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은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고, 향후 재투자 의사가 있는 집단이며, 두 번째 집단은 현재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향후 재투자 의사가 없는 집단이다. 세 번째 집

단은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재투자 의사가 있

는 집단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재투자 의사가 없는 집단이다.

이들 네 집단의 공통된 의견을 살펴보면, 모든 대상자들은 파생결합증

권 상품특성인 ‘예상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를 핵심정보라고 평가하였다.

소비자들은 투자정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가 파생결합증권 보유자

가 받게 될 최대 손실액과 조건 및 최대 이익액과 조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답하였다. 예상 손익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판매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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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유리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라 상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투자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정보라

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집단: 현재 파생결합증권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투자

의사가 있는 소비자

첫 번째 대상자들은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판

단할 수 있는 ‘경제흐름’의 정보가 핵심정보라고 답하였다. 현재 제공되

는 투자정보에는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기초자산에 대

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한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흐름’ 및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돈을 버는거니깐..

특히 KOSPI는 S&P라던가 글로벌 시장이랑 흐름이 같이 가니깐 추세

라는 게 있어서 큰 경제적 흐름에 대한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특히 기초자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50대 남성, 9번, 이○○”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은 파생결합증권 투자를 몇 번 해보니깐 중요

한 사항이라는 걸 알게 되고 기초자산의 추이 정보라고 하나? 과거 5년

정도의 경제동향 흐름을 같이 제공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들의

현 상황에 대한 추세를 잘 알아야 하는 게 파생결합증권의 핵심인 것 같

아요.

60대 남성, 10번, 김○○”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경험이 있는 첫 번째 집단은 파생결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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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투자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초심자용과 재투자자용 투자정보가 제공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비자들은 공모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 만기일, 발행가액, 행사가격 등과 같은 정보들을 필요

한 정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상품의 특성이 잘 드러난 정보가 서두에

간략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하였으며, 모집총액, 청약조건, 지급일, 만기

시 또는 권리 행사 시 결제방법과 같은 정보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언급하였

다.

“이런 약관? 같은 정보는 한번만 알면 되는 거고 ELS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설명할 때 귀찮은 부분이.. 내가 아는 게 많은 편인데.. 이걸

다 설명하고 있으면 귀찮고.. 사전에 교육 같은 게 있어서 면제해 주고

교육이수 하듯이? 이런 식의 컨펌을 잘하면 매번 상품 가입할 때마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거 같아요.

40대 여성, 1번, 김○○”

“발행가액, 행사가격 이런 건 의미부여 못하고 처음엔 모르고 시작해

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중요한거야.. 얘네들 상품 성격이 그런데서 차

이가 나는 거거든.. 만기 시 권리 이런것도 중요한데 의미가 부여되야 중

요한 걸 알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죠. 그래도 간략하게 제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또 이런게 궁금해.

60대 여성, 3번, 김○○”

“몇 번 투자하다 보니깐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 하고 아! 이런 자세

한 정보도 캐취해야 하는 구나... 이런게 보이죠.. 초보자들한테는 오히려

독이야 헷갈려.. 상품특성이 두드러진 것만 서두에 간략하게 자세하게는

또 말고..

40대 남성, 5번, 박○○”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지, 관련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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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투자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간단한 버전이

랑 자세한 버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60대 남성, 10번, 김○○”

특히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

보가 단순 상품, 계약 정보 등과 관련되어 있어 투자, 자산관리 차원의

정보 부족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산관

리 차원의 거시적인 정보, 세제 측면과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추가 정보제공으로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3년에 만기상환이 되었으면 그때 6%의 3년 치를 주는 경우 총 18%

가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서 건강보험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품 들어갈 때

안내해야 하고 개인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상품

관련된 사항을 제공받기 보다 투자, 자산관리 차원의 거시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요.

40대 여성, 1번, 김○○”

“이런 정보가 행정적 차원에서의 누구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

이 아니라 정말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엑기스 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제 측면이라던가, 하다못해 다른

상품과의 수익률 비교라던가, 손실률 비교라던가 이런 게 없죠.

30대 남성, 8번, 최○○”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투자 의사가 있는 첫 번째 집단은 첫째, 파생결합증권의 ‘예상 손익구

조’ 다음으로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

는 ‘경제 흐름’의 정보와 공모의 개요 관련 정보가 핵심정보라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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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

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달라야 하며,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

게 모집총액, 청약조건, 지급일, 만기 시 또는 권리 행사 시 결제방법과

같은 상품의 약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간략하게 서두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재투자할 때마다 공통적인 약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셋째, 투자정보 제공 시 단순 상품정

보, 계약 정보 등을 나열하여 제시하기보다 자산관리 차원과 투자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세금 정보, 다른 상품과의 비교 정보 등이 보완되어야

함을 밝혔다.

2. 두 번째 집단: 향후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 의사가 없는 소비자

두 번째 집단은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만기에 가까운 시기에 상

환한 경험이 있어 심리적으로 불편했던 적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만기

상환 전에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

니지만 조기상환이 되지 않아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이 본인에게 적합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향후 투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위험과 관련된 정보 중 조기상환 위험이 핵심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운이 좋았죠. 전부 6개월 만에 상환이 돼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막연

하게 생각했던 거에요. 그 경험 몇 번 자만해서 투자를 했는데.. 3년 동

안 상환이 안되고 만기 상환되니깐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이런 정보

를 꼼꼼히 따져야 되고, 이런 정보를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

로 위험에 대한 사례,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

인이 투자한다고 하면 처음에 수익구조 그리고 이런 상환조건 유념하라

고 팁을 주고 싶네요.

60대 여성, 6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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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6개월 만에 상환이 되었는데, 2차 투자 때는 6

개월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고, 2년 만에 상환이 되었는데 이게 계

속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불안하고 지수들을 계속 신경 쓰게 되고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투자했었는데, 하다 보니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 거

같아요. 구체적인 상환 가능성이나 과거 거래들의 사례도 제시해 주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 7번, 장○○”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은 파생결합

증권 투자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겹치는 정보는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겹치는 계약 정보,

ELS 특징과 같은 교과서적인 정보만 들여다보면 집중력도 흐려져서 정

말 가입하는 상품의 특성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투자경험이 있으면

생략하는 게 좋고., 핵심정보만 간략하게 제공받고 싶죠. 제공받아야 하

는 것만 골라서..

60대 여성, 7번, 장○○”

“파생결합증권 졸업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똑같은 정보를

계속 준다는 거죠.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만 주면 되는데 저는 10년 내내

투자했잖아요? 엑기스만 줘도 되지. 서류가 제일 많은 거 같아. 처음 투

자하는 사람한테는 비교적 자세히 상세히, 그 다음부터 해당 상품 경험

이 있거나 돈 벌었으면,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50대 여성, 14번, 이○○”

그리고 중도상환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을 언급하였다.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가입 시 파생결합증권 가입 후

필요한 상품에 대한 해지 및 유지와 관련된 정보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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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입하고 나서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같은 경우 해지, 중도

상환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입 전에 미리 절차랑, 그게 가

능한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절차를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가입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니..

60대 여성, 6번, 왕○○)”

“이건 투자 한 사람들이니깐 나올 수 있든 답 같은데.. 중도상환,, 이

거 중요해요. 펀드보다 수수료가 비쌋던거 같아. 가입 전에는 내가 신중

해지고 그나마 정보도 보니깐 들여다 봐야 하는거지 모르면 이게 가능한

지도 모를걸? 그렇다고 막 해지하자는 건 아닌데..

50대 여성, 14번, 이○○)”

이상을 종합해 보면, 파생결합증권 과거 투자 경험이 있지만 향후 재

투자 의사가 없는 두 번째 집단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정보가 예상 손익

구조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투자위험 중 조기상환 위험이 핵

심정보이며, 조기상환 조건, 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제

대로 이해해야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있는 첫 번째 집단과 공통된 의견으로 두

번째 집단 역시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초심자용과 재

투자자용 투자정보 내용이 다르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이들은 상품특성 정보, 계약 정보 등과 같은 공통된 정보는 재투자

자들에게는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중도상환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이들은 상품가입

전� 후에 필요할 수 있는 중도상환 가능 여부, 중도상환 절차 등과 같은

정보를 미리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세 번째 집단: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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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는 소비자

세 번째 집단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였으며, 예상 손익구조 다음으로 투자위험 요

소가 핵심정보라고 답하였다. 투자위험 중 발행회사 위험, 기초자산 위험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였으며, 해당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소비자들의 손해와 관련된 투자정보를 구체적으로 가늠

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부적인 투자위험과 구

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위험도 발행회사 위

험, 기초자산 위험 등으로 나뉘니깐 유형별로 간략하게 알고 싶어요. 그

리고 세부적인 위험이 예시가 제시되어 있어서 과거에 해당 위험으로 소

비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50대 여성, 12번, 김○○”

“많이 버는건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다는 건 아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네요. 딱 한눈에 봐도 이해되는? 그래도 최소 또는 위험대로? 알고 싶

은 마음은 있어요. 최소의 위험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메스컴에 나왔

던 유명한 예시들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대 여성, 18번, 김○○”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중요도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수익정보와 위험 정보가 동등한 비율로 제시되기보다 위험 정보 전달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수익과 위험에 대한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것, 위험한 측면만 강조하니깐 이런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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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수익에는 자신이 없는.. 확신을 못하는 상품인

가? 똑같이 제공을 해야 공정할 것 같아요. 그런걸 또 보고싶고..

50대 여성, 13번, 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험, 손실은 비중 있게 다루는 거 같고.. 어떻게 돈

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손실나

면 책임질까봐 그러는거 같긴 한데..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모든 리

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지.. 손실이랑 수익 둘 다 객관적으로 제시

해줬음 좋겠어요.

40대 여성, 16번, 김○○”

또 이들은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파생결합증권 투자의사결정에 주요

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투자 시점, 상품의 손익을 결정하는 기초자산에

적정 가격에 관한 경제적 흐름,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등과 같은 정보

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PI 지수의 적절성, 향후 방향과 흐름 같은 현재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적정한지.. 이 지수, 이 시점에 해당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해

도 좋은 건지.. 그런 정보가 더 보완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

널리스트들이 주식의 적정성,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 같은 정보를

받고 싶어요.

50대 남성, 9번, 이○○”

“이런 설명서, 정보를 받고도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는 카페라던가

HTS라던가 네이버 주식을 들어가서 또 찾고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번거롭죠.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걸 안주면 뭘 보고 결정

하라는 건지.. 기초자산을 정해놓고 투자하러 지점가는 건 아닐텐데.. 객

관적인 수치화된 정보를 줘야죠. 필수같아요.

50대 여성, 12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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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투자에 관심은 늘 있었지만.. 마음만 먹고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기초자산들의 조합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그런 방향성

정보가 부족해서인 게 있어요. 기초자산 가격회복기간이 정해져있고 해

당 기간 내에서만 손익을 인정해 주니깐.. 해당 정보가 보완되고 핵심으

로 짚어주면 투자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대 여성, 18번, 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 역시 두 번째 집단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인출관련 정

보가 중요한데.. 상품을 판매하려는 입장이랑 상반되지만.. 소비자들에게

는 중요한 정보같아요.

40대 여성, 16번, 김○○)”

“이 상품은 해지가 가능한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얼마나 돌려주는지

그런 정보가 중요한거 같아요. 가입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니깐 가능

하다고 하지 그 앞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해주고 집에 와서 찾아서 내

가 챙겨야 하는 정보지. 근데 투자 전 궁금하죠. 마지막 사인 직전에 중

요한 정보라고 할까?

50대 남성, 9번, 이○○)”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

후 투자 의사가 있는 세 번째 집단은 상품에 대한 수익구조, 투자위험,

손익정보, 중도상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집단 특성이 있

었다.

분석결과, 이들은 예상 손익구조 다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가 중

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투자위험에 대한 사례까지도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익정보와 위험 정보의 중요도를 같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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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 정보가 똑같은 비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투자정보는 위험 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있

어 수익정보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파생결합증권의 적정 투자 시점, 상품의 손익

을 결정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가

격에 관한 경제적 흐름,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

받기 원하였으며, 해당 정보들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고 답하

였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등과 수수료가 얼마나 부과

되는 지 등과 같은 정보를 상품 가입 전에 미리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4. 네 번째 집단: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도 않으며, 향후에도 투

자 의사가 없는 소비자

네 번째 집단은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 정

보가 수익정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손실에 대한 조건, 손실

금액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핵심정보라고 대답하였다.

“손실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가입을 안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

요. 지점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 손실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

지 않았어요. 수익은 나면 좋은 거고 손실이 나게 되면 그야말로 돈이

날라가는 거니깐 자세하게 전달받아야 되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

다.

60대 여성, 7번, 장○○”

“수익이 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손실이 나는 경우죠. 어떤 경우에 얼

마만큼의 손해가 날 수 있고, 관련 정보는 뭘 따져야 하고 하는 게 필요

합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은 상품조건이 어려워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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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떨 때 가장 많은 손실이 되고가 중요하죠.

50대 여성, 14번, 이○○”

현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도 않고 향후에도 투자 의사가 없는 네

번째 집단은 예상 손익구조 다음으로 손실 정보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손실 정보가 수익정보보다 중요하며, 손실 발생 조건, 손실금액

범위 등과 같은 정보가 핵심정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소비자심층면접 결과 먼저, 집단별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네 집단 공통적으로 ‘예상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를 모두 핵심정

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파생결합증권을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이기도 한 복잡한 예

상 손익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 의사가 있는 첫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 정보와 계약

정보를 아는 것보다 파생결합증권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초

자산 지수들의 방향성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집단, 네 번째 집단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상품의 위험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투자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

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투자 피해 금액까지도 명

시해서 투자의사결정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

다.

한편,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과 향후 투자 의사에 따라서

핵심정보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상이하였다. 이에 집단별로 도출한 평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은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 흐름

정보, 공모 관련 정보, 투자, 자산관리 차원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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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들은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상품특성,

계약 정보와 같은 반복적인 서류를 제공받기 꺼려했으며, 실질적인 파생

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산 정보, 투자, 자산관리 차원의 정

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집단은 투자위험 중 조기상환 위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해당 투자자들이 과거 투자 경험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과 같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중요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상품

특성, 계약 정보와 같은 서류를 받기 원하지 않았다. 이는 투자 경험 유

무에 따라 다른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중도상환 절차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상품 가입 전 미리 소비자

들이 알아두어야 하며, 상품 가입 후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수익정보

와 위험 정보, 기초자산과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손실 정보가 수익정보보다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며, 상품투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정보 범위, 기간

에 대해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핵심정보는

‘예상 손익구조’, ‘투자위험’, ‘기초자산’,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파생결합증권 상품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소

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행태 또한 고려해

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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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현행 파생결합증권 투자 관련 핵심정보 제공 내용에 대한 소비

자평가

투자경험

향후

투자의향

있음 없음

있음

(집단1) (집단3)

- 예상 손익구조

- 기초자산 관련 정보

- 투자, 자산관리 차원의 정보

- 예상 손익구조

- 기초자산 관련 정보

- 투자위험

- 수익정보와 위험 정보

- 중도상환 관련 정보

없음

(집단2) (집단4)

- 예상 손익구조

- 투자위험(특히 ‘조기상환위

험)

- 중도상환 관련 정보

- 예상 손익구조

- 투자위험

- 손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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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문가조사에 의한 핵심정보 도출

본 절에서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1절의 소비자심층면접에서 도출된 핵심정보를 전문가조사를 통해 검증하

여 핵심정보를 도출하고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1. 핵심정보에 관한 전문가조사

1)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및 세부예시

검증

본 절에서는 첫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및 세부예시에

대한 내용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도

출된 파생결합증권 핵심정보 4가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Lynn(1986)의 내용타당도 계수(Index of

Content Validity: CVI)를 구하였다. Lynn(1986)이 고안한 내용타당도 계

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매우 타당하

다’는 4점, ‘대체로 타당하다’는 3점, ‘약간 타당하다’는 2점, ‘타당하지 않

다’는 1점으로 평가한다. 내용타당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VI=평가에참여한전문가의총명수
점또는 점을선택한전문가의명수

본 연구에서는 패널수가 20명으로 Tilden et al.(1990)이 제시한 최소

내용타당도 계수(Index of Content Validity: CVI)값 0.70이상을 적용하

였다.

연구결과,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 8개의 문항 중 4개 문항의 CVI 값

은 0.70보다 낮아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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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내용, 발생가능한 불이익과 관련된 항목의 CVI 값은 0.75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았고,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과 관련된 항목의 CVI 계수 값은 0.50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았고, 내용타당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및 세부예시

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한 측정 문항 중 네 개

문항(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CVI 계수 값은 0.70이상으로 내용타당성

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 문항(유사 금융상품들과 구별되는

특징, 위험등급)의 CVI 계수 값은 0.50에서 0.55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

았으며,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더불어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의 세부예시에

대한 측정 문항들은 모두 CVI 계수 값이 0.70이하로 내용타당도가 입증

되지 않았다. 이 중 금융상품의 내용과 관련된 세부예시의 내용타당도는

0.05로 가장 낮았으며,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의 세부예시

내용타당도는 0.55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및 내용의

세부예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상품명과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예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파생결합증

권의 상품특성이 드러나는 기초자산과 수익구조 정보를 세부예시에 제공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파생결합증권의 상품명과 상품 내용은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인 기

초자산이나 손익구조와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제

공하고 있는 정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부족하다고 사료됨(금융정책당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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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자산과 수익구조와 같

은 정보가 잘 제시되어야 함(금융업계 G)

소비자들은 상품 내용을 통해 개괄적인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품명이나 상품 내용에 상품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학계 C)

둘째, 전문가들은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상품 내용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어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답하

였다. 세부예시에는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유사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내용(기초자산과 수익구조), 최근 유사 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 또는 불리한 조건(행사가, 상품 자체의 거래 조건 등) 및 차

이가 나는 이유를 제시하여 수익과 위험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

공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파생결합증권과 비교 가능한 주식 및 옵션과 같은 상품을 제시하여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해야 함. 특히

주식과 파생결합증권의 주가지수 연계상품을 제시하여 손익구조를 제시

한다면 파생결합증권이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을 파악할 것으로 사

료됨(금융업계 H)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앞서 제시한 상품내용은 겹치는 정

보가 존재함.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유사 상품보다 파생

결합증권이 가지고 있는 상품특성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해당 정

보의 핵심임(금융업계 C)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구성항목은 타당하나 제시 내용의 개

선이 필요함. 특히 금융상품의 내용과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다른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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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내용이 요약되어야 함. 더불어 최근 유사 상품대비 유리한 조건 또

는 불리한 조건 및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함(금융정책당국 E)

셋째, 전문가들은 현행(핵심) 요약상품설명서의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

항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내용이며, 세부예시에 원

금손실 유무보다 어느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단순히 ‘원금비보장형상품’이라는 안내보다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손익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함. 특히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 및 조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

가 중요함(학계 D)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손실 발생 가능성, 원금손실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손실 규모를 가늠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규모와 수치가 부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금융업계 A)

넷째, 전문가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위험등급의 내용이 회사마다 다

르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회사마다 위험등급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세부예시에는 등급에 대한 의

미, 정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위험등급 항

목에서는 판매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의 위험등급이 제시될 가능성

이 있어 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험등급에 대한 부가 설명

들도 단편적이어서 등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

문에 해당 등급으로 정해진 이유를 수치(범위)로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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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마다 위험등급 산정이 다름. 소비자들이 파생결합증권의 위

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상품의 위험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공통

적인 위험등급 산정이 필요함(금융업계 A)

위험등급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고, 부가 설명들도 단편

적이라고 생각함. 해당 등급으로 정해진 이유를 수치(범위)로 구체화하

여 제시해야 함(학계 B)

다섯째, 전문가들은 파생결합증권 상품 관련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

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내용이며, 세부예시에는 소비자들

이 민원과 분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상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투자 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에 대한 측면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답하였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담당기관, 담당부서의 연락처보다는 민

원유형별 상세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자 적합성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학계 E)

“본 설명서의 수령 및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할 경우 향후 분쟁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와

같은 문구를 제시하여 소비자들 책임 하에 투자했음을 상기시켜주고, 적

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에 적합한 소비자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해주었으면 함(금융정책당국 D)

최근 파생결합증권 관련 상품 민원은 대부분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소

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가입하여 손실을 입었음을 호소하는 내용임. 민원

발생 전에 부적합한 투자자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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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금융업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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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및 세부예시의 타당성 평가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의 세부예시에 대한 타당성

평균 CVI 결과 평균 CVI 결과

금융상품명 3.10 0.70 채택 2.40 0.40 제외

금융상품의 내용 3.15 0.75 채택 1.60 0.05 제외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2.70 0.55 제외 1.95 0.25 제외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3.10 0.75 채택 2.15 0.30 제외

위험

등급

판매자가 정한 위험등급 2.55 0.50 제외 2.00 0.25 제외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2.50 0.50 제외 1.70 0.10 제외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2.70 0.50 제외 1.70 0.10 제외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3.00 0.70 채택 2.50 0.55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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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2) 도출된 핵심정보 검증과 세부내용 도출

1절의 소비자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 핵심정보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네 가지 핵심정보의 세부내용 도출을 위해 전문가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

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핵심정보의 내용타당성을 검

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4]와 같다. 전반적으로 내용타당도가 타당하

였다. 손익구조, 투자위험, 중도상환과 관련된 항목의 CVI 계수는 1.00이

었으며, 기초자산과 관련된 항목의 CVI 계수는 0.95로 나타났다. 더불어

4가지 항목을 모두 핵심(요약)설명서에 제시하는 경우의 CVI 계수는

1.00으로 나타났다.

항목 전문가 제시 의견

1) 상품명과 상품 내용

개괄적인 상품의 특성을 제시해야 함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인 기초자산과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가 보완되어야 함

2)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사 상품을 제시하여 비교해야 함

최근 유사 상품대비 유리한 조건 또는 불리

한 조건 및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제

시해야 함

3)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원금 손실 유무 보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함

4) 위험등급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위험등급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5)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민원유형별 상세 절차 제공되어야 함

책임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적합성

에 대한 상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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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네 가지 핵심정보의 내용타당성 결과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네 가지 핵심정보의 세부내용 도출을 위해 전문

가들에게 핵심정보별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전문가 패널들

이 제시한 핵심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손익구조의 세부내용

첫째, 전문가 패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손익구조라고 평가하였다. 손익구조의 세부내용에 조기상환, 만기상환,

원금손실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

황별 손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손익구조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시켜 간략한 부가 설명과 함께 전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녹인 베리어 터치 시 손실이

가능한 점, 다양한 조건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금융정책당국

D)

다양한 조건에 따라 손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조기상환, 원금손실이 나는 상황을 보

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학계 F)

둘째, 단순히 원금손실 가능성만을 알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최대 손

실액 범위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핵심정보 평균 CVI 결과

손익구조 3.95 1.00 채택

기초자산 3.80 0.95 채택

투자위험 3.92 1.00 채택

중도상환 3.85 1.00 채택

4가지 항목 모두 제시 3.90 1.0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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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최대 손실액

과 범위에 관한 정보제공은 손실 발생 시 벌어진 금융소비자 분쟁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상품 가입 시 손익구조 측면에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막연하

게 언급하기보다 최대손실 가능성을 % 또는 금액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함. 정확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은 손실 발생 시 벌어질 금융

소비자 분쟁을 낮출 수 있을 것임(금융업계 A)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 및 조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가 중요

함. 구체적인 가능성과 금액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시나리오별 손익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학계 B)

셋째, 손익구조에서 조기 상환되는 확률이나 손실확률 및 손실 규모에

대한 벡테스트 데이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해당 손익

구조가 일어나게 될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 가능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손익구조에 대한 그래프나 예시를 들어 설명해야 함. 또한 과거 5년

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이 상품의 지급구조에서 조기상환 되는 확률이

나 손실확률 및 손실 규모 등에 대한 벡테스트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금융업계 B)

손익구조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도식화하여 케이스별 손익에 관

한 예시를 들고 과거 데이터를 통한 손실확률 및 상황별 확률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금융업

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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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산의 세부내용

첫째, 기초자산의 과거 변동성 정보(움직임, 변동성, 금리)와 추이를 제

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기초자산에 대한 개념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 변동성 정보와 추이를 제공함으

로써 해당 상품의 연계가 되는 기초자산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야 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초자산 가격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최근 3년의 기초자산 변동성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기초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 동향을 통

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함(학계 E)

3년 또는 5년의 기초자산 변동성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기초자산의 움

직임, 변동성, 금리 등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금융업계 F)

둘째,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해당 정보가 기초자산에 어떤 영향

을 주게 되는지, 기초자산 움직임에 대한 매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 미래 예측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함(금융

정책당국 D)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과거, 현재 움직임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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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대한 전망)를 제시할 때, 소비자로 하여금 근거(조건)와 이 근거가

기초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등 기초자산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

즘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금융업계

D)

3. 투자위험의 세부내용

첫째, 전문가 패널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투자위험을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토대로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상품의 투자위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

여 투자위험의 하위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금손실이 났던 비율 등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함. 더불어 고난도위험

상품 등과 같은 상품의 위험성 카테고리를 구분해 주어야 함(금융업계

E)

소비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위험성을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투자위험에도 체

계를 부여하여 기초자산 위험, 발행회사 위험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해주었으면 함(금융정책당국 B)

둘째, 전문가 패널들은 투자위험의 세부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투

자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제시형태와 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소비자들의 관련 투자 경험이 증가하여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을 인식

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투자위험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으며,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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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시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금융업계 I)

투자회사는 투자위험을 잘 인식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전달

하는 것 또한 투자회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함. 소비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으면서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현 시점에

서 필요하다고 생각됨(금융업계 A)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증권사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충분한 리스크 정보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투자위

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시 형식을 고려하는 것은 아주 중

요하다고 생각됨(학계 C)

4. 중도상환의 세부내용

첫째, 전문가 패널들은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후

중도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같은 사항도 세부내용에 보완되어

야 한다고 답하였다.

투자자가 중도상환 요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

임. 투자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며, 중도상환 요청 시 발

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전 고지가 부족함(금융정책당국 A)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시 불이익 등도 필요함(금융업계 I)

둘째, 중도상환의 세부내용에는 중도환매 가능 여부, 환매 시 불이익

및 중도상환 요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명시해야 하며, 중도상환 과정

을 이해하기 쉽도록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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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환매가 가능한 지 여부와 환매 시 불이익은 무엇이며, 중도상환

요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과 같은 세부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금융업계 E)

소비자들이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이 환매가 가능한 지, 환매가 가

능하다면 혹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 사항은 없는지, 소비자들에게 불이

익이 있음에도 최소 얼마까지 환매가 가능한 지 등과 같음(학계 F)

[표 5-5] 전문가조사를 통한 핵심정보의 세부내용

항목 전문가 제시 의견

손익구조의 세부내용

조건별 손익구조가 제시되어야 함

(조기상환, 만기상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원금손실 가능성만 제시하기 보다 구체적인

손실액 범위를 제공해야 함

조기상환되는 확률이나 손실확률 및 벡테스

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함

기초자산의 세부내용

기초자산의 변동성 정보(움직임, 변동성, 금

리)와 추이를 제시해야 함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

슈,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투자위험의 세부내용

과거 사례를 토대로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정

보를 제공해야 함

투자위험의 유형(기초자산 위험, 발행사 위

험)을 구별하여 제시해야 함

중도상환의 세부내용

중도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금액

을 제시해야 함

중도상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흐름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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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이상의 결과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

심정보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심층면접 결과,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향후 투자

의사 등 금융상품의 관여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심층면접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가

핵심정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집단 간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집단1을 제외한 집단2, 집단3, 집단4의 소비자들은 ‘손익구조’ 다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집단1과 집단3의 소비자들은 기초자산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고 답

하였다. 집단2와 집단3의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관련 정보가 핵심정보라

고 응답하였다.

집단 간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

들에게 필요한 핵심정보가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임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에게 먼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및

세부예시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은 파생결합증

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8개 문항 중 4개 문항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

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내용타당도는 확보되었으나,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확

보되지 않았다. 또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세부예시에 대한 내용타

당성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세부예시를 보완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이 드러나는 기초자산과 수익구조에 대한 정보

가 보완되어야 하며, 유사 금융상품을 제시하여 비교하고, 유사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 또한 불리한 조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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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세부예시를 위해 단순히 원금

손실 유무를 언급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수치 등이 제시되어

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위험등급의 경우 회사마다 위험등급 체계가 다름

을 지적하며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위험등급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및 분쟁조

정 절차에 관해서는 민원유형별 상세 절차를 제공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

생되기 이전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적합성에 대한 상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가 평가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

한 핵심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앞서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손익

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네 가지 핵심정보에 대한 세부내용 도출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정보에 포함시켜야 하는 세부정보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내용타당성 검증 결과, 전문가 또한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

도상환에 대한 정보를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

심정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파생결

합증권 투자 시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핵심정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패널들은 손익구조의 세부내용에 조건별 손익구조, 최대 손실

액 범위, 조건별 확률과 벡테스트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

다.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제시방식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기초자산의 세부내용에는 기초자

산의 변동성 정보와 추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

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투자위험의 세부

내용에는 과거 투자위험이 부각되었던 실제 사례를 들어 투자위험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위험의 하위 유형을 구별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투자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제시형태와 표시

방식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중도상환의 세부내용에는 중도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금액, 중도상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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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관련 정보의 흐름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보

완사항과 네 가지 핵심정보의 세부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핵심정보의 세부내용을 다음의 [표 5-6]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상품 내용 항목을 잘 전달하기 위해 파생결

합증권의 상품특성인 기초자산과 수익구조에 대한 정보가 보완되어야 한

다는 전문가 의견은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핵심정보에

반영하고자 한다. 손익구조와 기초자산을 초점으로 핵심정보를 제공한다

면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내용 항목을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은 핵심정보로 도출된 손익구조

의 세부내용에 반영하고자 한다.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위험등

급 표준 가이드라인과 등급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은 핵심정보로 도출된 투자위험 세부내용에 반영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상세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

견은 핵심정보로 도출된 중도상환의 세부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보완사항과 네 가지

핵심정보의 세부내용을 토대로 손익구조 정보에는 조기상환, 만기상환,

원금손실이 나는 상황별 손익구조를 제시하고 손익상황에 대한 확률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자산 정보에는 기초자산에 대한 기본 정보, 기초자

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정보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정

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투자위험 정보에는 투자위험이 발생했

던 과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위 투자위험을 구분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정보에는 해당 상품이 중도상환 가능

여부, 중도상환 시 불이익과 수수료, 중도상환 과정과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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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핵심정보와 세부내용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보완사항
본 연구의 핵심정보와 세부내용

-기초자산과 수익구조

-원금 손실 유무보다 구체적인 손

실 규모와 수치 등

-위험등급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등급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상세 절차

1) 손익구조

① 조기상환, 만기상환, 원금손실

이 나는 상황별 손익구조 제시

② 손익상황에 대한 확률 제시

2) 기초자산

①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정보

② 기초자산에 대한 기본 정보

③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슈 정보

3) 투자위험

① 투자위험이 발생했던 과거사례

② 하위 투자위험

4) 중도상환

① 중도상환 가능 여부

② 불이익과 수수료

③ 중도상환 과정과 흐름 제시

+ →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정보 세부내용

1) 손익구조의 세부내용

2) 기초자산의 세부내용

3) 투자위험의 세부내용

4) 중도상환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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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핵심정보안의 제시형태

선정과 평가

본 장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관련 정보 형식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기존의 핵

심정보안에 적절한 양의 정보와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

정보안의 제시형태를 구축하였다. 이를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안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와 유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핵심정

보안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 1 절 소비자심층면접에 따른 핵심정보 제시형태

현행 정보제공의 제시형태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파

생결합증권 정보 형식의 전반적인 의견을 구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체적

인 예상 손익구조,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최대 손실액 및 최대 이익액과 관련된 정보의 형식을 제공

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보완점을 확인하였다.

1. 현행 투자정보 제공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먼저, 구체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투자정보의 형식에 대한 소비자

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명시적 정보와 절차적 정보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

보의 시각적 구분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금융정보는 크게 고객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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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수치적 자료를 포함하는 ‘명시적 정보’와 고

객이 향후 취해야 할 행동 및 절차들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절차적

정보’로 구분할 될 수 있다(김정희, 2013). 본 연구에 활용되는 정보제공

형식 역시 명시적 정보와 절차적 정보로 구분되는데, 조사대상자들은 명

시적 정보와 절차적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명시적 정보는 상품 관련 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과 같이 하위개념으로 구분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뒤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아요. 기초자산에 대한 내용도 군데군데 섞

여 있고.. 권리 내용도 건너뛰었다가 다시 언급하고.. 이런 순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60대 여성, 3번, 김○○”

“기초자산 내용이 찔끔찔끔.. 계약관련 내용이 먼저인지.. 상품에 관한

내용이 먼저인지.. 뒤죽박죽이네.. 이런 건 종속되는 정보니깐 깔끔하게

기초자산 정보주고.. 하위 내용으로 1-1, 1-2를 하던가.. 이래야지 이러면

눈에 안 들어오지.

60대 남성, 10번, 이○○”

“1번 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서 주는 건데.. 너무 무난한 내용이 서두에

오니깐 집중해서 보는 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맥빠지는 뻔한 내

용을 주고..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 건지.. 시점 순서대로 정리한

건지.. 이런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20대 여성, 18번, 김○○”

둘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생결합증권 발행사가 제공하

고 있는 시각 정보는 평균 2∼3개였으며, 평균 3가지 정도의 색깔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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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은 시각적 이미

지 활용이 적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검은색 글씨에 그림이 3개였나? 너무 단조롭고 표로 정리가 되었

다? 이 정도? 이런 것도 무시 못 하지.. 딱 화사하게 주면 좋지.. 이런건

아쉽죠 조금.. 정보제공하고 사인에 녹음까지 하고 2중, 3중 보완장치하

는 것 보다 이런 거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지.

50대 여성, 14번,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개발도 뚝닥뚝닥 잘 하던데.. 더 효과적으로

줬으면 좋겠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비쥬얼 보조자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어요. 글씨랑 표 위주고 컨텐츠가 하나도 없잖아요.

40대 여성, 16번, 김○○”

셋째, 이미지 정보제공 만으로는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해 추가적인

설명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아도 이미지 정보 자체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품 이해가 어려워 투자 권유

인 또는 판매인의 추가적인 설명 또는 표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투자 권유인의 추가적인 설명 없이 정

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버블 또는 만화 형식으로 정보를 제

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미지의 어떤 숫자가 소비자들에게 이득인지.. 유익한 지표인지

감이 안 오고..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자신이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는 알아차리기 어렵죠. 금융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그 분들이 설명

하기 편하게 제공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대 여성, 16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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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줄 글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이런 그래프, 이미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주면 이해하지 못하지

만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20대 여성, 18번, 김○○”

“나이가 들수록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고 읽히지 않아요. 이런 이미지

는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프 보기도 쉽지 않고 말을 꼭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판매인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

의 연속인거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을 해

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60대 여성, 7번, 장○○”

“설명을 위한 자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긴 했어요. 이 자체로는 잘

모르겠고.. 의미 부여를 해줘야 크게 와 닿는거죠. 그림만 보고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60대 남성, 19번, 김○○”

“소비자에게 좋아보이는 이미지 정보를 주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다

고 큰 글씨로 보여주고 있는지.. 정보를 주는 자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

고 추가적인 해석, 해석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죠. 해석 정보를 위해서 추

가적으로 네이버 검색, 블로거가 정리해 놓은 걸 비교하면서 이해하긴

해요.

20대 남성, 17번, 원○○”

넷째, 이미지 정보제공 시 색채, 색의 수 글씨체, 강조사항 등을 고려

한 형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3가지 색깔

을 사용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bold처리

보다는 밑줄을 선호하였으며, 3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각적 과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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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은 밑줄 정도면 되지.. 볼드까지 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별도로 하니깐 정신이 없네요. 너무 빨간색이 많으면 무당집 같고 빨간

색, 파란색, 검은색 그리고 나머지 색깔을 하나 정해서 그라데이션 같이

통일된 색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60대 남성, 2번, 김○○”

“강조할 점을 색깔, 밑줄, 볼드까지 하니깐 정신이 사납고 밑줄 정도

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조에 또 강조를 하면.. 뭐를 보라는 건지..

30대 남성, 8번, 최○○”

“3가지 색깔 넘어가면 전문적이지 못한 느낌을 받아요. 검은색, 빨간

색, 파란색을 사용하고 나머지 컬러를 정해서 진해지고 연해지는 미술

테크닉을 주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빨간색 밑줄은 보기 힘

드네요.

30대 여성, 20번, 김○○”

2. 예상 손익구조 관련 정보제공 형태에 대한 의견

예상 손익구조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공통

적으로 그래프 형식은 부적절하고 그래프와 표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

다고 답하였다. 몇 개의 회사에서는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들에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만 제시하

게 되면 상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와 줄글

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수익구조를 돕는 데 보조자료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 중 일부는

파생결합증권을 단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3년 만기 기준

으로, 5번의 조기상환 조건, 1번의 만기상환 조건을 한 개의 표에 제시하

는 것이 부적절하며, 페이지를 많이 할애하더라도 6개월, 12개월 중심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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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에 제시하는 것

보다 줄글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죠. 일단 가

로, 세로를 이해해야 하고 내용이 복잡하면 그림도 편해야 하는데 그렇

지 못하고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표로 상환별 시나리오를 알려주

면 좋을 것 같아요. 표로 일단 결과를 알려주고 부가적으로 그래프를 사

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보조형식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거 같고.. 그래

프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40대 여성, 1번, 김○○”

“6가지 상환조건이 한 그래프에 제시되서 그래프가 어렵게 느껴지는

데.. 따로 주면 6개 그래프를 받아야 하니깐.. 종이를 많이 주는 건 또 별

로고.. 그래도 6개월, 12개월 상환일 때를 중점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보다는 시나리오별 줄글, 표가 이해하기가 쉽네.

60대 남성, 2번, 김○○”

“그래프보다는 괄호를 열고 시나리오별로 주는 형식이 편한 것 같더

라고요? 그래프보다는 줄글로 주는 게 편할 것 같고 그래프를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지만 한 번에 보는 것보다 잘라서 보는 게 편할 것 같고 3

년까지 보다는 보통 6개월, 12개월 정도의 정보를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

어요.

50대 여성, 4번, 강○○”

“오히려 표를 보고 그래프를 보는.. 저는 거꾸로 볼 것 같아요. 그래프

가 눈에 잘 들어오지만 이해가 어렵죠. 줄글이 훨씬 쉽게 이해되요.

50대 남성, 9번, 이○○”

“형식이랑 양식이 흔히 보는 게 아니라.. 줄이 또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익숙하지도 않고 눈에도 익지 않아서..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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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표를 주고 부수적으로 이미지를 주는 게 적절하고 만화같이 말

풍선으로 놓치지 쉬운 부분을 적어주면 이미지랑 같이 융화될 것 같아

요.

20대 남성, 17번, 원○○”

“글을 보고 그림을 보니 이해가 되고.. 그래프를 주면 그 자체로는 이

해가 안 될 것 같아요.

30대 남성, 15번, 전○○”

3.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자산 수익률 모의실험에 관한 의견

응답자들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자산 수익률 모의실험에 대한

표가 중요하고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투자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 현재 항생지수가 바닥을 깔고 있었다던

가, 리바운드 올라가는 추세라던가 그래프를 보고 대충 낌새를 파악할

수 있는데..

60대 남성, 2번, 김○○”

“과거 현재, 미래가 잘 보이는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좋겠어. 기초자산

들의 움직임을 따로 줬으면 좋겠고.. 이게 따로 들어가면 볼 수야 있지만

같이 제공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과거랑 현재를 보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

런 스타일로 제공받는 게 좋을 거 같아요.

60대 여성, 3번, 김○○”

“과거의 움직임으로 미래의 추세를 가늠하고자 할 때 이런 통계 데이

터를 제공받는게 확실하죠. 주식 할 때도 이런 추세, 기술적 분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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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기초자산들의 추세가 가장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여성, 7번, 장○○”

“찾을 수는 있지만, 따로 제시해 주면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기초자

산의 적정한 수치? 이런 걸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려

주면 비교도 되고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죠.

30대 남성, 15번, 전○○”

또한 응답자들은 각 기초자산의 움직임,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된 준거

시점, 기초자산이 떨어진 시점에서의 다른 금융상품들의 평균 수익률과

손실률에 대한 시각적 정보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기초지수가 하방으로 뚫렸을 때는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났

다든지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확 떨어

졌을 때하고 확 올라갔을 때 하고 그때 상황이 어때서 그런지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60대 여성, 3번, 김○○”

“IMF, 리먼사태 같은 그런 글로벌한 기준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요. 20년 기간 동안에 손실이 나는 시점이 수익이 나는 시점에 비해 가

지고 드물다. 그러니깐 확률상..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은데, 손실을 얻게

되면 되게 큰 손실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깐.. 유용할 것 같아요.

30대 남성, 8번, 최○○”

4. 손실과 수익에 대한 중립적 정보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은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을 파악하기 위해 손실과 수익

정보가 같은 비중으로 배치되길 원하였으며, 현재 정보제공 방식은 중립

적이고, 알기 쉬운 것 보다 소비자들의 손실 관련 민원과 문제 발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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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한 내용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정보 관

련 제시형태에 있어서 손실 정보는 빨간색, 수익정보는 파란색으로 제시

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으니깐.. 수익보다 손실

위주의 정보 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 같

아요. 소비자들에게 손실에 대해 치밀하게 제시해야 나중에 민원도 없고

신중하게 투자하니..? 그런 조치는 이해가 되는데.. 사례가 극단적이고 너

무 손실 위주의 정보제시 같아요.

60대 남성, 2번, 김○○”

“사례 4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S&P같은 기초자산이 0으

로 수렴될 리가 없는데.. 이런 극단적인 예는 너무 과하죠. 손실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 수익률에 대한 정보는 아예 언급도 안하

고.. 이러면 발렌스가 안맞죠.

30대 남성, 8번, 최○○”

“한국 주식시장과 같이 헷갈리지 않게 수익 관련 정보는 빨간색, 손실

정보는 파란색으로 표시해줬음 좋겠어요. 수익 보다 손실이 중요하다고

간주해서 빨간색으로 주는 회사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

죠.

40대 남성, 5번, 박○○”

“주식에 익숙해서 그런지 수익정보는 빨간색, 손실 정보는 파란색이

쉽게 이해가 되고 직관적인 것 같아요. 손실 정보를 시뻘겋게 표시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시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건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선호도 평가가 필

요한 부분 같아요. 수요자랑 공급자랑 마인드 차이 같네요.

60대 남성, 19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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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도상환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은 중도상환에 대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를 쉽게 시각화하여 중도상환 신청 방법과 절

차, 중도상환 신청 시 수수료 등의 정보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투자했을 때 중도상환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일일이 알아보고

문의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어려웠거든요. 한 눈에 보기 편한 비주얼 자

료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런 시각 정보가 보

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60대 여성, 3번, 김○○”

“중간에 해지할 때? 얼마나 드는지, 가능한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내가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등과 같은 정보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 형

식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절차를..

30대 여성, 20번, 김○○”

이상 심층면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투자정보 제공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있어서 금융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간결한 형태로 제공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들의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상 손익구조 관련 정보제공 형태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소비

자들은 줄글, 표와 그래프가 있는 양식을 그래프로만으로 제공된 양식보

다 선호하였으며,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체 기간의 손익구조보

다 단기간의 손익구조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자산 수익률 모의실험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과거 움직임(추세) 정보,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된 시

점(준거시점)의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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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손실과 수익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정보에 치우치지

않는 정보를 주식시장 제시방식과 유사하게 수익 관련 정보는 빨간색,

손실 관련 정보는 파락색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쨰, 중도상환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중도상환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핵심정보안의 제시형태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핵심정보안의 제공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

(요약) 상품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상품요약서의 내용을 근

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사용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는 소비

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여러 개의 설명서에 분산되어 있고, 금융회

사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양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손익구조 6가지,

기초자산 4가지, 투자위험 8가지, 중도상환 4가지의 정보제공 형태를 구

축하였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

다.

1. 손익구조

손익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간이투자설

명서, 투자설명서, 상품요약서에 분산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들

은 각각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손익구조 그래프와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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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 별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정보와 조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발

생확률을 세부내용으로 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같은 정

보를 (1) ‘요약 정보형(표)’ (2) ‘구체 정보형(줄글)’으로 제작하였고, 손익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를 반영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여 총 4가지의 형태를 제

작하였다.

특히 앞선 소비자 및 전문가조사 결과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손익

구조의 이미지에는 조기상환, 만기상환, 손실 발생 3가지 조건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각 조건별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조기상

환, 만기상환, 손실 발생 등의 3가지 조건을 따로 제시하는 (5) ‘손익 상

황별 개별 제시방식’과 기존의 방식처럼 모든 조건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6) ‘손익 상황별 통합 제시방식’ 등의 2가지를 추가 제작하여 심층면접

참여자들에게 최종안을 선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6가지 손

익구조 안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최종안 선정 결과는 다음의 [표 6-1]과 같다. 응답자 대부

분은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와 (5)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손익구조 형태에 있어서 응답

자들은 (1) ‘요약 정보형(표)’은 손익구조 형태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는

단순하다고 답하였으며, (2) ‘구체 정보형(줄글)’은 (1) ‘요약 정보형(표)’

와 같은 정보라도 정보의 양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또한 같은 정보를 줄글보다 표로 제공하면, 눈에 피로도가 덜하고 핵심

정보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요약 정보형

(표) + 이미지’를 제시하면 본인들이 표로 이해한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

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자들은 손익구조에

서 상환조건과 손실조건에 대한 정보가 혼동되어 손익구조에 대한 이해

를 쉽게하기 위해 해당 조건을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손익구조 이미지 형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5) ‘손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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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별 개별 제시방식’을 선호하였다. (6) ‘손익 상황별 통합 제시방식’은

손익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 표의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손익구조에 관한 정보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

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면상의 이유로 (5)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

식’을 제시해주되, 수익 발생 상황(조기상환과 만기상환)을 합쳐서 제시

하고, 손실 발생 상황을 따로 구분하여 이미지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

였다.

[표 6-1] 응답자들의 손익구조 최종안 선정 결과

손익구조 구분 빈도(%)

정보양

(1) 요약 정보형(표) 1(10%)

(2) 구체 정보형(줄글) 0(0%)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7(70%)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2(20%)

이미지
(5)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 8(80%)

(6) 손익 상황별 통합 제시방식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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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층면접 결과 손익구조 형태의 최종안은 정보의 양을 고려한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와 손익구조 이미지를 고려한 (5)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으로 선정하되, 상환조건과 손실조건에 대한

조건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보완하고, 기존의 세 가지로 제시되었던 수익

발생(조기상환 시), 수익발생(만기상환 시), 손실발생 상황을 수익발생(조

기상환/만기상환)과 손실발생 조건 2가지로 구분하여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다.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손익구조 형태는

[그림 6-1]과 같으며, 소비자심층면접을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은 다음

[그림 6-2]과 같다.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5)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

[그림 6-1]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손익구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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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손익구조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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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산

기초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투자설명서에 분산되어 기재되어 있다.

더불어 기초자산에 대한 동향과 추이에 관한 이미지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별도로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증권사 홈페이

지나 주식시황을 찾아서 투자 시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기본 정보, 관련 최근 이슈와

기초자산의 과거, 현재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추이와 기초자산 간

의 변동성과 상관계수를 세부정보로 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 ‘요약 정보형(표)’ (2) ‘구체 정보형(줄글)’로 제작하였고, 기초

자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를 반영하여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여 총 4가지의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작한 4가지 기초자산 안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최종안 선정 결과는 다음의 [표 6-2]와 같다. 최종안 선

정을 위해 심층면접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

산의 과거, 현재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와 관련 정보를 같이

제시하고 기초자산이 낮았던 시점과 최근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 투자

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기초자산의 특성 아이콘을 없

애고 변동성과 상관계수에 대한 정의 보완, 현재 기초자산의 기준가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6-2] 응답자들의 기초자산 최종안 선정 결과

기초자산 구분 빈도(%)

정보 양

(1) 요약 정보형(표) 1(10%)

(2) 구체 정보형(줄글) 0(0%)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9(90%)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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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층면접 결과 기초자산 형태의 최종안은 (3) ‘요약 정보형

(표) + 이미지’ 형태로 선정하되, 기초자산과 관련된 이미지를 없애고

변동성과 상관계수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 현재 기초자산의 기준가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다.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상관계수는 파생

결합증권 투자 시 투자의사결정에 주요한 개념으로 변동성과 상관계수

개념과 관련 정보가 투자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자세하게

반영하였다. 변동성의 개념, 지수 간 변동성과 지수 중 변동성이 높은

지수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고, 상관계수의 개념과 지수 간 상관계수

를 추가하였다.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기초자산 형태는 [그림

6-3]과 같으며, 소비자심층면접을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은 다음 [그림

6-4]과 같다.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그림 6-3]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기초자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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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기초자산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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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위험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상품의 위

험,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기초자산 변동의 위험, 발행

회사의 위험, 이해 상충의 위험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핵심(요약) 상

품설명서에서는 상품특성을 초점으로 위험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투

자설명서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검토하여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투자위험을 제시하는 등급 체계와

관련 이미지도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하

는 투자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위험을 시장위

험, 발행회사위험, 상품위험으로 구분하고 관련 예시를 세부내용으로

정하여 소비자들이 투자위험을 간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1)

‘요약 정보형(표)’, (2) ‘구체 정보형(줄글)’로 제작하였고, 투자위험 이

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를 반영하여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여 총 4가지의 형태를 제작

하였다.

특히 앞선 소비자심층면접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

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투자위험 정보는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지만,

EU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투자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위험을 파악하기 쉬운 이

미지 보완을 위해 (5) ‘5점 리커트형’ , (6) ‘7점 리커트형’, (7) ‘저울형’,

(8) ‘신호등형’을 제작하여 응답자들에게 최종안을 선정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작한 8가지 투자위험 안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최종안 선정 결과는 다음의 [표 6-3]과 같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와 (6) ‘7점 리커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투자위험을 파악할 때 이미지

를 통해 상품의 위험성을 가늠하기 때문에 (1) ‘요약 정보형(표)’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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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정보형(줄글)’보다 이미지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3) ‘요약 정보

형(표) + 이미지’,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 이미지 형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6) ‘7점 리

커트형’을 선호하였다. 소비자들은 5점 리커트보다 7점 리커트로 위험

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들은 (7) ‘저울형’은 이미지가 크고 전달력이 크지 않다

고 답하였으며, (8) ‘신호등형’은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

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상품의 투자위험과 그에 대한 위계질서가 잘 나타나도

록 이미지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품위험보다 발행회사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품위험과 발행회사위험의 정보 순서

배치를 수정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표 6-3] 응답자들의 투자위험 최종안 선정 결과

투자위험 구분 빈도(%)

정보 양

(1) 요약 정보형(표) 1(10%)

(2) 구체 정보형(줄글) 0(0%)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9(90%)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0(0%)

이미지

(5) 5점 리커트형 2(20%)

(6) 7점 리커트형 8(80%)

(7) 저울형 0(0%)

(8) 신호등형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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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층면접 결과 투자위험 형태의 최종안은 정보의 양을 고려

한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와 투자위험 이미지를 고려한

(6) ‘7점 리커트형’으로 선정하되, 투자위험에 대한 위계질서가 잘 드러

나도록 종합적인 투자위험 이미지를 수정하고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자주 부각되었던 시장위험, 상품위험, 발행회사위험 순으로 해당 상품

의 개별 투자위험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투자

위험 형태는 [그림 6-5]과 같으며, 소비자심층면접을 결과를 반영한 최

종안은 다음 [그림 6-6]과 같다.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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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점 리커트형’

[그림 6-5]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투자위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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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투자위험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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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상환

중도상환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투자설명서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관

련 내용은 줄글로만 서술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

의 이해를 돕는 이미지 자료가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하

는 중도상환을 중도환매 가능 여부, 환매 시 불이익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 등 세부내용으로 정하고 (1) ‘요약 정보형(표)’ (2) ‘구체 정보형

(줄글)’으로 제작하였고, 소비자들이 중도상환 관련 신청 방법과 절차

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반영하여 (3) ‘요약 정보형

(표) + 이미지’,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여 총 4

가지의 형태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4가지 중도상환안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최종안 선정을 위해 심층면접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응답자

들 대부분은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와 (6) ‘7점 리커트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투자위험을 파악할 때 이미

지를 통해 상품의 위험성을 가늠하기 때문에 (1) ‘요약 정보형(표)’와

(2) ‘구체 정보형(줄글)’보다 이미지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3) ‘요약 정

보형(표) + 이미지’,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 이미지 형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미지는 정

보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고 언급했으며, (1) ‘요약 정보형(표)’ (2)

‘구체 정보형(줄글)’은 이미지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자들은 중도상환 관련 이미지를 상단에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중도상환 신청, 결정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

고,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이 가능한 지 여부,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면



- 136 -

불이익은 무엇이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

마인지에 대한 흐름을 제시하여 정보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비자심층면접 결과, 소비자들은 과거 투자 경험과 상관없이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형태의 핵심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제공 시 간결한 정보와 이해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제시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 응답자들의 중도상환 최종안 선정 결과

소비자심층면접 결과 기초자산 형태의 최종안은 (3) ‘요약 정보형

(표) + 이미지’ 형태로 선정하되, 중도상환에 대한 절차 이해가 용이하

도록 이미지를 상단에 제시하고 관련 절차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흐

름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들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수정하였다. 소비자

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중도상환 형태는 [그림 6-7]과 같으며, 소비자

심층면접을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은 다음 [그림 6-8]과 같다.

중도상환 구분 빈도(%)

정보 양

(1) 요약 정보형(표) 1(10%)

(2) 구체 정보형(줄글) 1(10%)

(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8(80%)

(4)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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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그림 6-7]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해 선정된 중도상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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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중도상환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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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심정보안의 평가

본 절에서는 핵심정보안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먼저, 집단 간 연구대상자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과 핵심

정보안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핵심정보안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

가를 위해 기존안과 연구자안을 비교하였다. 과거의 투자경험은 소비

자들의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최현자 & 조혜진, 2011),

금융지식은 소비자들의 금융의사결정과 정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손지연 & 이경아, 2014; 김종흠, 2021)고 보고되고 있어 이

를 근거로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파생결합증

권 투자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기존안과 연구자안을 평가하였

다.

먼저,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 중 기존안과 연

구자안의 차이,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 중 기존

안과 연구자안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있는 대상

자 266명 중 134명은 기존안을 평가하고, 132명은 연구자안을 평가하

도록 하였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대상자 283명 중

139명은 기존안을, 144명은 연구자안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두 집단

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종속변수인 파생결합증권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 정보 이해력, 정보 행동, 금융 이해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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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특성
과거 투자 경험 있음

χ²/ t
과거 투자 경험 없음

χ²/ t
기존안(N=134) 연구자안(N=132) 기존안(N=139) 연구자안(N=144)

성별
남성 87(64.9%) 74(56.1%)

2.19
74(53.2%) 68(47.2%)

1.02
여성 47(35.1%) 58(43.9%) 65(46.8%) 76(52.8%)

연령

30대 이하 26(19.4%) 25(18.9%)

0.20

28(20.1%) 29(20.1%)

0.06
40대 28(20.9%) 25(18.9%) 28(20.1%) 29(20.1%)

50대 28(28.4%) 39(29.5%) 43(30.9%) 43(29.9%)

60대 이상 42(31.3%) 43(32.6%) 40(28.8%) 43(29.9%)

학력

고졸이하 15(11.2%) 19(14.4%)

1.00

16(11.5%) 17(11.8%)

0.02대졸재학·졸업 100(74.6%) 98(74.2%) 105(75.5%) 109(75.7%)

대학원재학 이상 19(14.2%) 15(11.4%) 18(12.9%) 18(12.5%)

직업

전문·관리직 21(15.7%) 17(12.9%)

4.91

16(11.5%) 14(9.7%)

1.39

사무직 64(47.8%) 53(40.2%) 58(41.7%) 69(47.9%)

생산·판매·서비스직 15(11.2%) 17(12.9%) 14(10.1%) 11(7.6%)

자영업 14(10.4%) 12(9.1%) 19(13.7%) 18(12.5%)

주부·기타 20(14.9%) 33(25.0%) 32(23.0%) 32(22.2%)

소득

300만원 미만 43(32.1%) 34(25.8%)

2.54

56(40.3%) 71(49.3%)

2.34300만원 이상∼600민원 미만 68(50.7%) 66(50.0%) 62(44.6%) 54(37.5%)

600만원 이상 23(17.2%) 32(24.2%) 21(15.1%) 19(13.2%)

투자

금액

5,000만원 미만 107(79.9%) 109(82.6%)

4.12 - - -5,000만원 이상∼1억 이하 23(17.2%) 14(10.6%)

1억 이상 4(3.0%) 9(6.8%)

정보 이해력/ 평균(S.D.) 3.26(0.67) 3.33(0.70) 0.07 3.20(0.56) 3.10(0.71) 9.36

정보 행동/ 평균(S.D.) 3.58(0.62) 3.58(0.62) 0.14 3.46(0.58) 3.61(0.56) 0.11

금융 이해력/ 평균(S.D.) 8.05(1.58) 8.14(1.76) 0.76 7.98(1.65) 7.65(1.42) 2.05



- 141 -

2. 핵심정보별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

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핵심정보(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및 중도

상환)별 기존안과 연구자안에 따른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력과 정보 유용

성 정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손익구조

소비자들의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와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정

도 차이를 살펴보면,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

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2.12, S.D.=0.62)가 기존안

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66, S.D.=0.8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01,

p<.001). 반면,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89, S.D.=0.74)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76,

S.D.=0.88)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45, S.D.=0.72)가 기존안을 평

가한 소비자의 점수(M=3.00, S.D.=0.9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1.74, p<.001).

반면,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

(M=3.10, S.D.=0.78)가 기존안(M=2.95, S.D.=0.75)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

수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와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은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시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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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소비자들의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와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차이

* <.05 **<.01 ***<.001

2) 기초자산

소비자들의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정

도 차이를 살펴보면,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

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65, S.D.=0.89)가 기존안

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44, S.D.=0.8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01,

p<.001). 반면,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80, S.D.=0.76)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40,

S.D.=0.74)보다 높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39, S.D.=0.73)가 기존안을 평

가한 소비자의 점수(M=3.14, S.D.=0.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21, p<.01). 반

면,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

집단 N 평균(S.D.) t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1.66(0.84)
5.12***

연구자안 132 2.12(0.62)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1.76(0.88)
1.39

연구자안 144 1.89(0.74)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3.00(0.91)
4.46***

연구자안 132 3.45(0.72)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2.95(0.75)
1.18

연구자안 144 3.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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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33, S.D.=0.73)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09,

S.D.=0.72)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0.41, p<.01).

분석 결과,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

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은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게서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

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기초자산 관련 상품 이해력을 높이는데, 또한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없는 소비자에게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

산정보 제시안임을 알 수 있다.

[표 6-7] 소비자들의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차이

* <.05 **<.01 ***<.001

3) 투자위험

소비자들의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정

도 차이를 살펴보면,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

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2.29, S.D.=0.84)가 기존안

집단 N 평균(S.D.) t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1.44(0.89)
1.94***

연구자안 132 1.65(0.89)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1.40(0.74)
4.51

연구자안 144 1.80(0.76)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3.14(0.81)
2.61**

연구자안 132 3.39(0.73)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3.09(0.72)
2.82**

연구자안 144 3.3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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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1.99, S.D.=0.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31, p<.01). 반면, 투자 경

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2.28,

S.D.=0.82)가 기존안을 검토한 소비자의 점수(M=2.15, S.D.=0.89)보다 높

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초자산 관련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검토한 소비자의 점수(M=3.35, S.D.=0.77)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03, S.D.=0.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00, p<.01). 반면, 투

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35,

S.D.=0.70)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05, S.D.=0.74)보다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07,

p<.001).

분석 결과,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

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은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게서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

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투자위험 관련 상품 이해력을 높이는데, 또한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없는 소비자에게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투자위

험정보 제시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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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소비자들의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차이

* <.05 **<.01 ***<.001

4) 중도상환

소비자들의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와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정

도 차이를 살펴보면,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2.36, S.D.=0.79)가 기존안을 평

가한 소비자의 점수(M=1.78, S.D.=0.80)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0.24, p<.001). 반면,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2.23, S.D.=0.81)가 기존안을 평

가한 소비자의 점수(M=1.90, S.D.=0.73)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9.12, p<.001).

또한,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67, S.D.=0.66)가 기존안을 평

가한 소비자의 점수(M=3.21, S.D.=0.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83, p<.001). 반

면,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

(M=3.67, S.D.=0.69)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M=3.23,

집단 N 평균(S.D.) t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1.99(0.79)
3.03**

연구자안 132 2.29(0.84)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2.15(0.89)
1.25

연구자안 144 2.28(0.82)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3.03(0.83)
3.20**

연구자안 132 3.35(0.77)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3.05(0.74)
3.61***

연구자안 144 3.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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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7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0.30, p<.001).

분석 결과,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은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게서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

자와 없는 소비자에게서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와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도상환 관련 정보 제시안임을 알 수 있다.

[표 6-9] 소비자들의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와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차이

* <.05 **<.01 ***<.001

제 4 절 소결

이상의 결과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핵

심정보 형태를 살펴보고, 핵심정보안의 제시형태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심층면접 결과, 현행 정보 형태의 시각적 위계질서, 이미

지, 색감과 디자인 등과 같은 형태가 소비자들의 상품이해와 정보수용에

집단 N 평균(S.D.) t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1.78(0.80)
5.87***

연구자안 132 2.36(0.79)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1.90(0.73)
3.61***

연구자안 144 2.23(0.81)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기존안 134 3.21(0.73)
5.31***

연구자안 132 3.67(0.66)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기존안 139 3.23(0.74)
5.20***

연구자안 144 3.6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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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미지 정보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효율성

만 강조한 간결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

고, 해당 정보들의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정보의 다양한 색감과 복잡한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시각적 과부

화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

보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예상 손익구조,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을 확인하기 위해 손

실 및 이익과 관련된 정보의 형식 질문을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정보제

공 형식에 따라 선호하는 형식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예상 손익구조

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줄글, 표와 그래프가 있는 양식을 그래프로만 제

공된 양식보다 선호했으며,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체 기간 동

안의 손익구조보다 단기간의 손익구조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손익구조의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줄글, 표와 그래프를

고려하여 정확한 상품특성을 전달하고 조기상환 시점별 예상 손익구조를

초점으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과거 움직임(추세) 정보,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된 시점

(준거시점)의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추세 정보,

준거시점과 비교 용이성 있는 가시화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의 정보를 제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손실

및 수익정보가 같은 비중으로 배치되길 희망하였다. 소비자들에게 중립

적이고 알기 쉬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손실 또는 수익

정보에 치우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주

식시장 제시방식과 유사하게 수익 관련 정보는 빨간색, 손실 관련 정보

는 파란색으로 표시해주길 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색상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수익과 손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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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도상환 관련 정보에 있어서 절차를 간결하게 표시함으

로써 소비자들이 중도상환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기존의 핵심정보안에 정보의 양과 이미지를 고

려하여 핵심정보안의 제시형태를 선정하였다. 네 가지 핵심정보 제시형

태는 모두 ‘요약 정보형(줄글)+이미지’ 양식으로 도출되었다. 네 가지 핵

심정보 중 손익구조와 투자위험은 앞선 소비자 및 전문가조사 결과에서

이미지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미지

제시형태를 고려하였다. 손익구조 최종안은 ‘요약 정보형(줄글)+이미지’

형태와 손익구조 이미지를 고려한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으로 선정

되었으며, 투자위험 최종안은 ‘요약 정보형(줄글)+이미지’ 형태와 투자위

험 이미지를 고려한 ‘7점 리커트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연구자안의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가를 토대로

핵심정보안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투자 파생결합증권 투

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

어 기존안과 연구자안을 평가하였다.

먼저 소비자들의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와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

성 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

한 소비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와 기초자산

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정도 차이의 경우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는 투자 경

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

보 유용성은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모두

에게서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투자위험 관

련 이해도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정도 차이의 경우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

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은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투자 경

험이 없는 소비자에게서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와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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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차이의 경우에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투자 경험이 없는 소

비자 모두에게서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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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파생결합증권 투자정보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고

려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양과 형태가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에게 필

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절

한 정보의 제공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와 제시형태를 살펴보고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하여 파생결합증권 투

자 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도출하였고,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핵심정보를

검증하였으며, 소비자심층면접을 통하여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

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형태를 도출하였고,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최종안을 선정하고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를 살펴본 결

과,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주요 정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5호)에서 제시한 금융상품명, 금

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파

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

의 의미와 유의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며, 분

석 대상 기업들 간의 세부내용과 정보의 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제시형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였으며,

분석 대상 기업 중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제시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몇몇 회사에서는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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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이미지와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외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서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 외에 수수료, 수익, 시나리오 분석, 적합한 소비자 등과 같은 정보

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제시형태는 국내보다 관련 규정을 세

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제시

형태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보완한 핵심

정보 선정과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시형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

험, 중도상환을 핵심정보라고 평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익구조에 대한 정

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파생결합증권을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이기도 한 복잡한 예상 손익구조를 제

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한 적

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상태, 방향성 등과 같은 정보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투자위험별로 제공받기를 원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 관련 정보는 관

련 절차가 중요하며, 상품 가입 전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서 상품 가입 후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자체에

대한 상품정보(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외에도 상품 거래와 관련

된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과 세부예시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중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었지만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

되는 특징, 위험등급(판매자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 더불어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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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예시에 대한 사항들은 모두 내용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

해 전문가들은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특

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파

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을 알 수 있는 기초자산과 수익구조 같은 정보가

드러나야 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수치 등을 제시하도록 언급하였다. 위험등급 항목에서는 판매자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상품의 위험등급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회사측에 자율

성을 부여하기보다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험등급에 대한 부가 설명들도 단편적이어서 등

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등급으로 정

해진 이유를 수치(범위)로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으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민원유형별 상세 절차가 제공되

어야 하며 명확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에 대한 측면도 상기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상품설명서가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파생결합증권의 상품특성을 반영하여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앞선 소비자심층면접에 결과 도출된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

험, 중도상환에 대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네

가지 정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정보별 세부내용

도출을 위해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손익구조에 대하여

최대 손실액 범위에 대한 세부정보와 조기상환률 및 규모에 대한 벡테스

트 데이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초자산 정보에 있어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추이가 제공되어야 하며, 기초자산 정보와 움직임

에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가 제시되어야 하고, 투자위험 측면에 있어서

도 원금손실 비율과 위험성 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

막으로 중도상환 정보에 있어서 중도환매 가능 여부, 불이익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상

품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익구조와 손익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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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권리 측면에서 중도상환과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소비자들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정보 형태

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보의 시각적 위계질서가 부족하고 시각적 이

미지 활용이 적어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의 색감과 디자인의 과부화로

소비자들에게 투자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소비자들은 예상 손익구조의 정보 형태가 상품의 구조를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상환 시점(중도상환, 만기상환) 별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의 정보 형태도 손실과 수익

정보가 같은 비중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수익 관련

정보는 빨간색, 손실 관련 정보는 파란색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

다. 기초자산의 정보 형태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하여 이들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도상환의 정보 형태는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흐름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핵심정보별 선호하는 정보제공 형태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고, 소비자들의 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핵심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형태가 수정�보완되어

야 한다.

여섯쨰, 소비자들은 네 가지 핵심정보 모두 ‘요약 정보형(표) + 이미

지’ 형태의 정보를 최종안으로 선정하였다. ‘요약 정보형(표) +이미지’형

태의 정보는 표로 이해한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

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손익구조 이미지에는 조건별 손익구조(조기상

환, 만기상환, 손실 발생)를 따로 제시하는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

을 선호했으며, 투자위험 이미지에는 투자위험을 7가지 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제시하는 ‘7점 리커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표’ 정보를 ‘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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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다 선호하였고, 해당 정보에 대한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보조 장치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손익구조 이미지 ‘개별 제시방식’

이 ‘통합 제시방식’에 비해 지면을 많이 차지하지만, 해당 정보를 따로

제공함으로써 조건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투자위험 이미지에 있어 한국의 소비자들은 EU(2017)의 소비자

조사와 상이하게 위험을 더 세분화하는 ‘7점 리커트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손익구조 관련 이해도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

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또한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기존안

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자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손익

구조 관련 이해도와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초자산 관련 이해도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

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에서는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기존안 보다 높았

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기초자산 관

련 이해도를 높이는데, 또한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없는 두 소비자

모두에게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정보안임을 알 수 있었다.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 점수는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또한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

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

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

수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투자위험 관련 상품 이해력을 높이는데, 또한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와 없는 두 소비자 모두에게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정보안

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 점수는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또한 중도상환에 대한 정보 유용성 점수는 투자 경험

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가,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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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수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점

수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중도상환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데, 또한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없

는 두 소비자 모두에게 정보 유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정보안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안이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자

안을 평가한 소비자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및 중도상환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보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이 입

증되었다. 그러나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

자의 투자위험, 중도상환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손

익구조와 기초자산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손익구조와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해도 여전히 관련 정

보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보를 제시

하기 보다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의무와 설명을

하는 방식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제 2 절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금융정책당국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정책당국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 입안 시 금융관련 정책입

안자, 금융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제시되어 있

는 핵심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그 내용을 선정하고 있

어 실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핵심정보가 손익구조, 기

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이라고 답하였으나 현행 핵심(요약) 상품설명

서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와 금융정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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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의 핵심정보제공 시

에도 소비자조사 과정을 거쳐 핵심정보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다각적 측면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정책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핵심정보

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는 소비자 정보 형태를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소비자들은 간결한 표 정보와 이미지가 보완된 정보 형태를 제공

받았을 때, 표로 이해한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손익구조와 같이 어렵고 복

잡한 정보의 경우 정보가 차지하는 지면이 늘어날지라도 손익 상황을 구

분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투

자위험 정보의 경우 위험률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적합

한 정보 형태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셋째, 손익구조 및 투자위험 관련 이해도 측면에서는 투자 경험이 없

는 소비자 중 연구자안을 평가한 소비자와 기존안을 평가한 소비자 간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양

과 이미지를 고려한 정보를 제공해도 손익구조 및 투자위험 측면의 이해

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제시형태 뿐만 아니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금융교육과 설명의무가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소비자들이 접

근하는데 양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으로 작성되

어 있어 이를 고려한 투자설명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실제로 현재 금융

회사에서는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

서, 요약설명서 등 약 100장 분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품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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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둔 의무적인 정보 전달이며,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공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양과 형식에 치중한 정보 전달이 아닌,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효

과적인 정보 제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정보안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들

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단순히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의 규제가이드라

인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

게 제공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금융 업계의 긍정적 발전

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화된

상품정보 형태에 근거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과거 투자 경험과 향후 투자 의사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소비자가 파생

결합증권 투자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차이를 파악하고 금융소

비자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 요구도 등이 다양하게 반영된 데이터

확보로 업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비자조사 및 연구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관련 모델을 구축한다면 향후 소비자

들의 다양한 의견이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다양한 금융정책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법의 통계분석을 활용함으

로써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품 이해도와

정보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상품 이해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고, 정보 유용성 평가는 금

융상품정보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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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분석하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판매와 거래가 홈

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하여 비대

면으로 업무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안은 온라인

금융환경보다 오프라인 금융환경에서 더 적합할 수 있어 이에 온라인 웹

페이지와 모바일 금융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정보 제공 방식

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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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소비자심층면접1 면접지

[사회·인구학적 특성]

Q1) 성별 (1. 여자, 2. 남자)

Q2) 투자 상품 (상품명, 수익구조, 년도)

Q3) 투자 기간(보유 기간) ( 회/ 년)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

위 논문에 사용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파

생결합증권 핵심정보 도출과 제시형태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행태와 이해 수준을 고려한 핵심정보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

로 준수해야 하는「기업공식서식 작성기준」과 시중의 핵심(요약) 설명서를

토대로 정보제공 내용과 형태에 대한 인상, 태도, 선호에 대하여 면담을 진

행한 후 정보제공 내용과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파악

하고자 합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참여기간: 2021년 9월∼10월

▶장소: 연구 참여자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함(ex: 강남역 카페, 서울대 입구

카페), ※단 COVID 19가 심할 경우 ZOOM과 같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음

▶참여 시 사례: 15,000(현금, 인터뷰 진행 후 현장에서 즉시 지급)

▶참여 방법 :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이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김지현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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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투자 규모

[투자 정보의 내용 관련 내용]

Q1) 투자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Q2) 투자결정 시 투자설명서의 활용도에 대한 측면?

Q3) 투자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

Q4) 투자설명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

Q5) 투자설명서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정보?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결서를 참고(현재 투자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임)

Ⅰ.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2.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대상

이 아닌 점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

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이

1.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2. 공모의 개요

3. 신고서 제출시점의 공정가액

4. 예상손익구조

5.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6. 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및 절차

7.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8. 권리내용의 변경

9. 투자위험요소

10.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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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투자하라는 점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 시 기초

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

변경 가능성

5.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에 대한 주의사항

6. 투자금은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공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

되지 않음

7. 투자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8.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의

Ⅱ. 공모의 개요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예상 손익구조, 모집총액,

발행가액,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옵션종류·전환비율(옵션형 증권의 경우), 청약

조건,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 또는 권리 행사 시 결제방법, 당해 증권의

상장여부, 신용평가 등급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등을 기재

Ⅲ. 신고서 제출시점의 공정가액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협의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등으로 구분하

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Ⅳ. 예상손익구조

-파생결합증권의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 손실액과 조건, 최대 이익액과 조건

-과거 20년간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표 및 그래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

Ⅴ.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숙려기간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

에 관한 사항

항목 내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변동성

-ex) ○○지수: ( )%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 간의 상

관계수

6개월 상관계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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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및 절차

-일일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함을 기재

-공정가액(기준가)의 선정주체(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 확인방법 및 확인가

능시간 등을 기재함

Ⅶ.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중도상환 신청방법, 신청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

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가격 등과 같은 정보를 기재함

Ⅷ. 권리내용의 변경

-조기종결하게 되는 경우 조기종결사유, 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증자, 주식배당, 액면병합·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산식

을 기재함

Ⅸ. 투자위험요소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예시(기초자산가격 수준, 기초

자산가격 변동,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시간경과, 이자율수준, 기초자산간 상관계

수)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예시

-발행회사 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기타 투자위험

Ⅹ.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의 명칭, 기초자산의 개요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취득방법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투자 정보의 형태 관련 내용]

Q1)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해석을 한 후 관련한 본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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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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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최대 손실액과 최대 이익액 관련 해석한 후 관련한 본인의 의견

구분 내용 투자손익률

최대손실

액

EUROSTOXX50의 최종기준가격이 0

이 되거나 HSCEI의 최종기준가격이 0

이 되거나 S&P500의 최종기준가격이

0인 경우 최대손실이 가능함

-100%

최대이익

액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각 기

초자산의 최종기준 가격이 모두 각각

의 만기행사가격(=최초기준가격×75%)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최대이익이 가

능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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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전문가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

위 논문에 사용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파

생결합증권 핵심정보 도출과 제시형태에 관한 연구”입니다.

금융상품 중 파생결합증권은 2019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지정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설명서 제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분

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등 투자 정보제공 문제가 다수 지적된 상품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전 세계 파생결합증권시장 1위를 기록할 정도

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를 도출하고 핵심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핵심정보안

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20∼60대 금융소비자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핵심(요약) 상품설명서에 추가되어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정보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전문가조사에서는 현행 핵심(요약)상품설명

서에 대한 내용과 금융소비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로 도출된 네 가지 핵심정

보에 대한 내용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적 입안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2021년 12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김지현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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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

용입니다. 각 내용이 타당한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내용타당도 평가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위

험

등

급

판매자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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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현행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의 세부예시를 제시한 내용입

니다. 상품설명서 내용에 따른 세부예시가 적절한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십시오.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용
세부예시

내용타당도 평가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금융상품명 ○○증권, 제N회

금융상품의 내용
판매직원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수익)하거나

회수(손실)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나

타내는 증권입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위

험

등

급

판매자가 정한

위험등급
○등급(회사마다 5등급 또는 6등급으로 정함)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원금비보장형이므로 ○등급에 해당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영업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전화

번호와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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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금융소비자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핵심정보들입니다. 도출한 각각의 핵심정보

가 타당한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십

시오.

[핵심정보 1] 손익구조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는 다른 상품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 전 꼭 체크해야 하는 주요사항입니다(한국금융

투자자보호재단, 2014; 금융감독원, 2016). 권세훈(2019)은 파생결합증권

의 손익구조가 탄력적이고 일반화된 형식은 없으며, 추가되는 손익구조

의 항목(조건)에 따라 만기(조기상환, 만기상환)와 만기 수익이 상이하다

는 점이 파생결합증권의 고유한 상품특성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를 잘 알고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나 최대 손실가능 금액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채 단순히 고수익을 보

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생각하여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

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영애 외, 2013). 실제로

금융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복잡한 손익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 최대 손

실액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

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 정보는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이나 상품 가입 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정보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소비자들의 파생결합증권 상품 이해도 제고

를 위해 파생결합증권의 고유한 상품특성인 손익구조가 파생결합증권 투

자에 필요한 핵심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요약) 설명서에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조기상환 또는 만기 시 예상손

익과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들이 받게 될 최대 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 이익액과 그 조건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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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핵심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해주십시오(해당

칸에 √).

[핵심정보 2]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은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주

요한 요인이며, 파생결합증권 투자 전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필수 정보

입니다(금융감독원, 2016).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은 상품의 주요 특성

임과 동시에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박준, 2017).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건은 주로 ELS 발행사

가 헤지거래를 실행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작하거나 관련 파생결합

증권의 조건 불성취를 유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

다(김연미, 2019). 즉, 기초자산에 대한 시세조정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다수의 금융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킨 문제로 기

초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 전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

당 지표에 대한 선정기준과 전망 역시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 인터뷰 결과 금융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이 왜 특정 기초자

산으로 발행되었는지, 향후 기초자산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투

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어함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핵심(요약) 설명서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사, 판매사들의 기초자산에 대한 의견 및 상품설계 시 해당 기초자산을

토대로 상품을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해당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금

융소비자들이 실제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과거

움직임, 현재 움직임, 미래에 대한 전망)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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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핵심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해주십시오(해당

칸에 √).

[핵심정보 3] 투자위험

금융 투자 상품 투자에는 투자위험이 동반됩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금융소비자들은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위

험과 기타(환금성, 세제 및 법률위험)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

융소비자들이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위험을 인지하

지 못하고 상품을 가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

무 위반이나 적합성에 위반한 투자권유 등 불완전판매 주장이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김연미, 2019).

조유현 외(2013)의 연구에서도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는 금융소

비자들이 상품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투

자설명서의 내용과 순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영애 외(

2013)의 연구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ELS를 가입하게 된 계기가 낮은 위

험률이나 원금보장 때문임을 고려했을 때 ELS 상품 판매 시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결합증권 가입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생결합상품과 고난도 금융상품이 먼저 도입된 유럽의 국가

들에서는 해당 상품 가입 전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투자위험에 대한 정

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 투자위험을 시장위험, 발행회사위험,

상품복잡성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핵심(요약)설명서에 제시하고 있습

니다. 금융소비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은 해당 위험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였으며,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을 도출하였습니

다.

본 연구자는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상품 가입 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의를 유도할 수 있게 핵심(요약) 설명서에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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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핵심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십시오(해당

칸에 √).

[핵심정보 4] 중도상환

금융상품 정보는 크게 금융상품정보와 소비자 보호정보로 구분됩니다

(나종연 외, 2012). 금융상품 정보 내용 중 소비자보호정보에 대한 이해

도가 모든 상품에서 낮게 나타났으며(나종연 외, 2012), 다른 금융상품

정보보다 소비자보호정보에 대한 이해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종연 외, 2013).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에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처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제

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13①5호)」).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청약철회권’에 대한 사항이

나 파생결합증권에서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중도상환절차에 대한 사

항은 간과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파

생결합증권 상품 관련 중도상환 절차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음을 도출하

였으며, 해당 사항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금융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

생할 때 대처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절차에 관한

정보를 민원처리, 분쟁조정절차와 함께 핵심(요약) 설명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핵심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십시오(해당

칸에 √).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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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서 도출된 네 가지 핵심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십시오

*앞서 도출된 네 가지 핵심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

해주십시오(해당 칸에 √).

5. 다음에서 위에 네 가지 핵심정보 외에 추가되어야 하

는 핵심정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사항 (해당 칸에 √)

공모개요

(파생결합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모집(매출)총액

1증권당 발행가액

발행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

율

청약일(기간)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권리행사 시 결제방법

신고서

제출시점의

공정가액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의 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이론가격)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채택 방법의 내용

및 절차)

이론가액 산출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

기초자산의

변동성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타당하지 않다 약간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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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반적인 핵심정보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아

래에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현행 핵심정보에 대한 의견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위험등급(판매자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민원처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도출된 핵심정보에 대한 의견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

타 투자자 권리 사항

권리내용의 통지방법(일일 공정가액이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함을 기재)

권리내용의 통지절차

권리내용의 변경
조기종결 사유

조기종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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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소비자심층면접2 면접지

[사회·인구학적 특성]

Q1) 성별 (1. 여자, 2. 남자)

Q2) 연령 ( 대)

Q3)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여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

위 논문에 사용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파

생결합증권 핵심정보 도출과 제시형태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행태와 이해 수준을 고려한 핵심정보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중요한 핵심정보 4가지 정보 제공형태에 대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자 합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2021년 9월∼10월에 소비자심층면접을 진행한 자)

▶참여기간: 2022년 4월

▶장소: 연구 참여자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함(ex: 강남역 카페, 서울대 입구

카페), ※단 COVID 19가 심할 경우 ZOOM과 같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음

▶참여 시 사례: 15,000(현금, 인터뷰 진행 후 현장에서 즉시 지급)

▶참여 방법 :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이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김지현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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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의 형태 관련 내용]

1. 다음은 손익구조 정보 형태입니다. 각각의 정보 형태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됩

니다.

(1) 손익구조- ‘요약 정보형(표)’ (2) 손익구조- ‘구체 정보형(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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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구조-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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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구조-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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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익구조- ‘손익 상황별 개별 제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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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익구조- ‘손익 상황별 통합 제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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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Q2) 제 3자에게 다시 설명한다면 다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Q3) 앞선 1∼4의 정보 형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Q4) 4가지 시안을 비교하여 가장 이해가 쉽고 손익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형태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Best: / Worst: )

Q5) 다음으로 5∼6의 정보 형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Q6) 2가지 시안을 비교하여 가장 이해가 쉽고 손익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형태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Best: / Worst: )

Q7) 해당 정보 형태의 보완점이 있다면,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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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기초자산 정보 형태입니다. 각각의 정보 형태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됩

니다.

(1) 기초자산- ‘요약 정보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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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산- ‘구체 정보형(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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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산-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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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산-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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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Q2) 제 3자에게 다시 설명한다면 다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Q3) 앞선 1∼4의 정보 형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Q4) 4가지 시안을 비교하여 가장 이해가 쉽고 손익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형태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Best: / Worst: )

Q5) 해당 정보 형태의 보완점이 있다면,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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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투자위험 정보 형태입니다. 각각의 정보 형태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됩

니다.

(1) 투자위험- ‘요약 정보형(표)’ (2) 투자위험- ‘구체 정보형(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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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위험-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4) 투자위험-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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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위험- ‘5점 리커트형’ (6) 투자위험- ‘7점 리커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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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위험- ‘저울형’ (8) 투자위험- ‘신호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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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Q2) 제 3자에게 다시 설명한다면 다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Q3) 앞선 1∼4의 정보 형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Q4) 4가지 시안을 비교하여 가장 이해가 쉽고 손익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형태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Best: / Worst: )

Q5) 다음으로 5∼8의 정보 형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Q6) 4가지 시안을 비교하여 가장 이해가 쉽고 손익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형태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Best: / Worst: )

Q7) 해당 정보 형태의 보완점이 있다면,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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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중도상환 정보 형태입니다. 각각의 정보 형태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 중도상환- ‘요약 정보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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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상환- ‘구체 정보형(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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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상환- ‘요약 정보형(표)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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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상환- ‘구체 정보형(줄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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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Q2) 제 3자에게 다시 설명한다면 다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Q3) 앞선 1∼4의 정보 형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주십시오.

Q4) 4가지 시안을 비교하여 가장 이해가 쉽고 손익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형태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십시오.

(Best: / Worst: )

Q5) 해당 정보 형태의 보완점이 있다면,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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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금융소비자조사(온라인조사) 설문지

(1) 기존안

(스크리닝 문항):

Q1. 귀하께서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ELW) 투자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있음 ②없음

Q1. ①있음 응답자만→ (1-1 ∼1-4)

1-1 귀하가 투자하신 파생결합증권은 무엇입니까?

① ELS

② DLS

③ ELW

1-2. 귀하가 투자하신 파생결합증권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원금보장형

② 원금일부보장형

③ 원금비보장형

1-3. 귀하가 투자하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000만원 미만

② 5,000만원 이상∼1억 이하

③ 1억 이상

1-4. 귀하가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투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매스컴과 SNS

② 상품정보(투자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등)

③ 지인소개

④ 은행 및 증권사(금융회사) 직원의 권유

Q1. ②없음 응답자만→

Q2. 향후 파생결합증권 투자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있음 ②없음→(탈락)



- 211 -

Part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30대 이하 ②40대 ③50대 ④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고졸이하 ②대졸재학·졸업 ③대학원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①전문·관리직 ②사무직 ③생산·판매·서비스직 ④자영업 ⑤주부·기타

5.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②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③ 600만원 이상

6. 귀하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① 보통 예금 및 예·적금(수시입출금식예금, 저축성 예·적금, 시장성 예금·기타)

② 직접 투자 상품(주식, 채권, 파생상품)

③ 간접 투자 상품(CMA, 펀드)

④ 저축성보험

7. 위에서 응답한 금융상품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 )만원

Part2. [정보관련 변수]

[투자정보 이용행태 관련 변수]

1. 귀하께서는 평소 투자상품 가입 시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어디서 이용하

십니까?

①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다.

② 가격비교사이트 정보를 이용한다.

③ 매스컴 정보(뉴스, 신문 등)를 이용한다.

④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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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용한다.

⑥ SNS,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 경험 및 후기를 이용한다.

⑦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이용한다.

2. 귀하께서는 평소 투자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읽어 보십니까?

① 전혀 읽어보지 않는다.

② 대부분 읽어보지 않는다.

③ 반정도 읽어본다.

④ 대부분 읽어본다.

⑤ 전부 읽어본다.

3. 귀하께서는 투자 설명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약관 등 투자정보에 대

해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②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부분 이해한다.

⑤ 매우 잘 이해한다.

[정보 리터러시]

1) 상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추가로 더 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

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특정 상품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상품에 대한 온라인(블로그, 지식검색, 가격비교 사이트 등)/오프라인(점포내

점원, 지인, 우편물 등) 정보 원천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상품에 대한 정보원천의 유형별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많은 정보 가운데 상품구매에 적합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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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많은 정보 가운데 나에게 알맞은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정보 탐색 행동]

다음은 금융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행동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 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져보고 비교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정보탐색에 있어서 금융정보는 그 가치보다 나의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많

이 소모된다고 여겨진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금융상품이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서 시의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 어렵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금융상품 설명이나 경제기사가 너무 어려워 읽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새로운 상품정보를 알아보다가 복잡하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그냥 습관적

으로 거래를 한 적이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거래하는 곳에서 그

냥 상품을 선택하곤 한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애써서 하는 편은 아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금융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원(책, 잡지, 신문, 상담원)이 부족해서 정보탐색

에 어려움을 겪는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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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양적, 질적 측면에서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필요한 금융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객관적 금융이해력]

다음은 금융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오늘의 100원은 미래의 100원보다 더 가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이 커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증가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시장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여러 가지의 자산에 투자자금을 분산할 경우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실질적인 이자율은 감소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지칭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연 1회 4%의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과 연 2회 2%의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은

1년 만기 후에 받는 금액이 동일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KOSPI 지수 수익률은 주식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주식시장 하락기에는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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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식보다 유리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연금은 퇴직연금 적립액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책임지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1.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

세가 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펀드투자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수료라고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

심정보로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귀

하께 손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

니다. 정보를 제공받으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니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물1. 손익구조]

본 상품은 ELS(주가연계증권)로 3개의 기초자산(EURO STOXX50, S&P500,

HSCEI)에 연계됩니다. 손익구조는 조기상환 STEP-DOWN 형(3년 만기), 조건

충족 시 연 10.00% 수익률, 최대 손실률은 –100%인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손익구조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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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용 조작물1. 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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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 이해도 측정]

1. 본 상품은 이익으로 상환된 확률과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똑같이 설계된 상품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조기상환 평가일에 S&P 500 지수만 행사가격 이상이어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본 상품의 원금손실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발생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조작물2. 기초자산]

본 상품은 3개의 기초자산(EURO STOXX50, S&P500, HSCEI)에 연계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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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용 조작물2. 기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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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이해도 측정]

1. HSCEI 지수는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정부소유의 중국기업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

중지수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다른 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큰 지수는 S&P 500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2022년 3월 HSCEI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7,000p를 하회하였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조작물3. 투자위험]

다음은 본 상품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정보를 확인

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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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용 조작물3. 투자위험]



- 221 -

[투자위험 이해도 측정]

1. ELS의 투자위험은 상품의 복잡성과 원금손실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기초자산 가격변동은 투자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ELS 상환은 발행회사 파산 여부와 상관없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조작물4. 중도상환]

다음은 본 상품의 중도상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정보를 확인

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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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용 조작물4.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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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이해도 측정]

1.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요청시 불이익이 없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중도상환 신청일에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중도상환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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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안

(스크리닝 문항):

Q1. 귀하께서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ELW) 투자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있음 ②없음

Q1. ①있음 응답자만→ (1-1 ∼ 1-4)

1-1 귀하가 투자하신 파생결합증권은 무엇입니까?

① ELS

② DLS

③ ELW

1-2. 귀하가 투자하신 파생결합증권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원금보장형

② 원금일부보장형

③ 원금비보장형

1-3. 귀하가 투자하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000만원 미만

② 5,000만원 이상∼1억 이하

③ 1억 이상

1-4. 귀하가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투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매스컴과 SNS

② 상품정보(투자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등)

③ 지인소개

④ 은행 및 증권사(금융회사) 직원의 권유

Q1. ②없음 응답자만→

Q2. 향후 파생결합증권 투자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있음 ②없음→(탈락)

Part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30대 이하 ②40대 ③50대 ④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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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고졸이하 ②대졸재학·졸업 ③대학원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①전문·관리직 ②사무직 ③생산·판매·서비스직 ④자영업 ⑤주부·기타

5.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②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③ 600만원 이상

6. 귀하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① 보통 예금 및 예·적금(수시입출금식예금, 저축성 예·적금, 시장성 예금·기타)

② 직접 투자 상품(주식, 채권, 파생상품)

③ 간접 투자 상품(CMA, 펀드)

④ 저축성보험

7. 위에서 응답한 금융상품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 )만원

Part2. [정보관련 변수]

[투자정보 이용행태 관련 변수]

1. 귀하께서는 평소 투자상품 가입 시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어디서 이용하십니까?

①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다.

② 가격비교사이트 정보를 이용한다.

③ 매스컴 정보(뉴스, 신문 등)를 이용한다.

④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한다.

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용한다.

⑥ SNS,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 경험 및 후기를 이용한다.

⑦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이용한다.

2. 귀하께서는 평소 투자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읽어 보십니까?

① 전혀 읽어보지 않는다.

② 대부분 읽어보지 않는다.

③ 반정도 읽어본다.

④ 대부분 읽어본다.

⑤ 전부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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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는 투자 설명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약관 등 투자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②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부분 이해한다.

⑤ 매우 잘 이해한다.

[정보 리터러시]

1) 상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추가로 더 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특정 상품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상품에 대한 온라인(블로그, 지식검색, 가격비교 사이트 등)/오프라인(점포내 점원, 지인,

우편물 등) 정보 원천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상품에 대한 정보원천의 유형별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많은 정보 가운데 상품구매에 적합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많은 정보 가운데 나에게 알맞은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정보 탐색 행동]

다음은 금융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가까

운 것은 무엇입니까?

1) 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져보고 비교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정보탐색에 있어서 금융정보는 그 가치보다 나의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고

여겨진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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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상품이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서 시의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

렵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금융상품 설명이나 경제기사가 너무 어려워 읽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새로운 상품정보를 알아보다가 복잡하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거래를

한 적이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거래하는 곳에서 그냥 상품을 선

택하곤 한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탐색을 애써

서 하는 편은 아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금융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원(책, 잡지, 신문, 상담원)이 부족해서 정보탐색에 어려움을

겪는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양적, 질적 측면에서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필요한 금융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객관적 금융이해력]

다음은 금융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오늘의 100원은 미래의 100원보다 더 가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이 커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증가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시장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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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여러 가지의 자산에 투자자금을 분산할 경우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실질적인 이자율은 감소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지칭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연 1회 4%의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과 연 2회 2%의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은 1년 만기

후에 받는 금액이 동일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KOSPI 지수 수익률은 주식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주식시장 하락기에는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립식보다 유

리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연금은 퇴직연금 적립액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책임지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1.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펀드투자 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수료라고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로 손

익구조, 기초자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귀하께 손익구조, 기초자

산, 투자위험, 중도상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으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니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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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물1. 손익구조]

본 상품은 ELS(주가연계증권)로 3개의 기초자산(EURO STOXX50, S&P500, HSCEI)에

연계됩니다. 손익구조는 조기상환 STEP-DOWN 형(3년 만기), 조건 충족 시 연 10.00% 수

익률, 최대 손실률은 –100%인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손익구조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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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조작물1. 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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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 이해도 측정]

1. 본 상품은 이익으로 상환된 확률과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똑같이 설계된 상품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조기상환 평가일에 S&P 500 지수만 행사가격 이상이어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본 상품의 원금손실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발생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조작물2. 기초자산]

본 상품은 3개의 기초자산(EURO STOXX50, S&P500, HSCEI)에 연계됩니다. 해당 상품

에 대한 기초자산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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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조작물2. 기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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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이해도 측정]

1. HSCEI 지수는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정부소유의 중국기업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

중지수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다른 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큰 지수는 S&P 500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2022년 3월 HSCEI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7,000p를 하회하였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조작물3. 투자위험]

다음은 본 상품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정보를 확인

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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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조작물3.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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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이해도 측정]

1. ELS의 투자위험은 상품의 복잡성과 원금손실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기초자산 가격변동은 투자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ELS 상환은 발행회사 파산 여부와 상관없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조작물4. 중도상환]

다음은 본 상품의 중도상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정보를 확인

하시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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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조작물4.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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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이해도 측정]

1.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요청시 불이익이 없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중도상환 신청일에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중도상환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보의 유용성 평가]

1.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정보 형태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하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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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 distribute, and sel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related to multiple underlying assets to satisfy the needs of

financial consumers in the low growth and low interest situation. Among thes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he Korean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market has grown as the largest in

the world as the issues amount basis in 20 years from the introduction,

sustaining high interest level from the investors. If the financial consumers

understand and inves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on their product features and

profit structures well, they can get high return with flexibility to link to the

items. Despite of these advantages, there are continuous problems and losses

from consumers.

One of the main reasons to generate continuous consumer problems in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market is to provide financial consumers with

complicated and difficult information excessively, resulting in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products. Therefore, the studie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be able to provide the proper level of essential information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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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understanding level of the financial consumers. Yet, no studies

were conducted what kind of essential information was required for the

investment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nd how the information was

delivered in view of consumers.

The related studies include the researches on the practices of the financial

policymakers and urging the regulations. In addition, the contents and types of

item related information were defined by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associations, which is fa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consumers who

use the information in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studies

to investigate the essential information and types of its delivery, considering

this. H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level of

financial consumers on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nd provide the product

information to assist the decision making on their investments.

To do so,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key information document

u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view the main information and types of

its delivery, and then find out the supplementation points for the present

information delivery. Also, the following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key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financial consumers when they invested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o understand the key information for financial consumers when investing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0 male

and female adults from 20s to 60s, collecting their opinions on the contents of

the presently delivered information. In addition, validity test were performed by

experts on the essenti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financial consumers and the

present key information document.

To investigate the types of essential information required for financial

consumers when investing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he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ith 20 adult subjects from 20s to 60s were analyzed in view of

information delivery format. Then another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10 male and female adults from 20 to 60s to set the final draft for key

information out of the existing essential informat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and visual images. To validate the effects of the final draft,

understanding level of the item and utility of the information were analysed

between the existing and final ones based on the investment experiences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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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information delivered in the key information document by the

domestic securities companies includes name of financial products, contents of

the item, featured differentiated from other financial products, potential

disadvantages, risk class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nd the reason of the

class, meanings and cautions of the risk class, procedures on the complaints

handling and dispute mediation, and so on proposed at the supervision rule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Detailed contents and amount of

information for key information document were varied by the analyzed

companies. No rules on the delivery types of the key information document were

settled, hence, most of the companies delivered the inform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elivery types.

In the present key information document by the another countries, additional

information was delivered besid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omestic

companies key information documents such as fee, profit, scenario analysis,

proper consumers, and so on. With respect to the delivery types, more

fine-tuned regulations were proposed than the domestic ones, with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delivery in an efficient mann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key information to supplement the present instruction and consider

more efficient delivery types.

Second, consumers rated profit and loss structure, underlying assets,

investment risk, and early redemption as the key information when investing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he most important one they rated was profit and

loss structure, and they commented to have to figure out the complicated

potential profit and loss structure properly in order to inves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ppropriately. Information related to underlying assets includes the

state to understand its adequacy,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and so on. They

wanted to know about the objective cases by the investment risk, and

considered the related process significantly for the information on the early

redemption. It was known from in-depth interviews that the consumers

considered the information on the early redemption significantly beside the

investment risks as well as the product information itself including profit and

loss structure and underlying asset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alidity test on the present key information

document by experts, the validity was secured for name of financial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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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item, potential disadvantages, procedures on the complaints

handling and dispute mediation while not for features differentiated from other

financial products, potential disadvantages, risk class (risk class set by seller,

the reason of the class, meanings and cautions of the risk class). Also, the

validity was not secured for the detailed examples of the present key

information document. The expert pointed out that features of the products could

not be found in the present key information document; they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such as underlying assets and profit loss structure which can figure

out the features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nd the objective size of

loss and figures should be provided as the potential disadvantage. With regard

to the risk class, they proposed the opinion to prepare the industrial standard

guideline rather than provide autonomy to companies since there is a high

potential for the item risk class to proposed in a favorable way to sellers. Also,

th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risk class was fragmentary to be har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lass practically, hence, they commented to

propose the reasons of the class with objective figures (range). Finally,

regarding the procedures on the complaint handling and dispute mediation, they

empathized to provide the detailed procedure by types of complaints and to

recall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vestor to be able to prevent complaints upon

investment decision by clear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Fourth, validity was confirmed on the profit and loss structure, investment

risks, and early redemption from the prior in-depth interview,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key information rated by the experts. They mentioned to

supplement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aximum range of loss, probability

of early redemption, and back test data on the size, in the profit and loss

structure. Also, they mentioned to show the variation and trend of the

underlying assets, and recent issues which affected the underlying assets. With

respect to the investment risk, they answered to show the rate and risks of

principal loss and to include the possibility, disadvantages, and fees on the early

redemption. This implicates that early redemption part should be importantly

managed in view of consumers’ right protection.

Fift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consumers’ evaluation on the

format of the present information delivery, they evaluated that present

investment information was provided by the financial companies to be prepared

in view of information provider financial companies to be prepared in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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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rovider without considering the consumers’ level of understanding.

In particular, the hierachy of the information was not found with little usage of

visual images resulting in understanding poorly. Due to overloaded colors and

designs on the information, the investment information did not seem to be

effectively delivered to consumers. They asked to supplement the information

type of profit and loss structure presently delivered by the timing of redemption

(early and full-term redemption)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structure well; to provide the format of information on the maximum

loss and profit with a balanced way; and to provide the profit related

information with red and blue colors for profit and loss information, respectively,

as seen in the stock market. It was known that the graph should be provided to

show and determine the trend well for the format of information on the

underlying assets, and the process information on the early redemption should

be provided to mee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onsumers. The

consumers showed differences on the preferred information by essential one,

reflecting the needs of amendment and supplementation for the format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level of the consumers.

Sixth, the consumers selected the format of information ‘summary information

(table) + images’ for four key information as a final.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 format of information ‘summary information (table) + images’ could

assist the understanding from the table with images. For the images on profit

and loss structure, they preferred ‘individual suggestion type of the situation’

which suggested the profit and loss structure by the condition, and also

preferred ‘7-point Likert scale’ for the image of investment risk. From these

results, it was known that consumers preferred ‘table’ information showing the

summary of the information on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o ‘sentences’, and

the images were effective as the supplementary tools to assist their

understanding. ‘Individual suggestion type’ covered larger space than ‘integrated

suggestion type’ for the image of profit and loss structur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separate delivery of information was able to ease the

understanding by the condition. That means proper format to assist the

consumers’ understanding is different by the detailed information, and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should by sought considering this.

Sevent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understanding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information utility in the existing key information docu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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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draft based on the investment experience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he final one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was helpful for consumers who

experienced the investment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fit

and loss structure, underlying assets, investment risks, and early redemption. It

was also helpful for the consumers without investment experiences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ment risk and early redemption but

not to profit and loss structure and underlying assets. This implicated that

measures to make consumers understand the information effectively are required

since it is complicated despite the information delivery of profit and loss

structure and underlying assets. Moreover,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types

and training method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level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simple delivery of essential inform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to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First, the authority should understand the consumers’ needs

and apply them when they prepare the policies related to consumers. In this

study, consumers answered that key information included profit and loss

structure, underlying assets, investment risk, and early redemption when they

invested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Yet, there was little information on these

in the present key information document, and the gap existed between the

information that financial consumers want and that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suggested. Consumers’ opin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policy

introducing the selection process of key information through the consumer

research process when the key information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s

well as othe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s delivered.

Second, the information types should be sought to be able to deliver the

essential information effectively. In the preset key information document, detailed

contents were regulated while the format was not. In this study, most of the

consumers showed their positive opinions on the information delivery with

simple table and images to be able to understand effectively. However, in case

of complicated information like profit and loss structure, they wanted to receive

the objective images separating the profit and loss cases rather than simple

delivery of information. Therefore,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should

propose the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plans considering proper format of

information which assists consumers to understand the detailed information.

The suggestion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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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investment instruments that are delivered by the financial companies

are too heavy for consumers to approach them which complicated terms, which

requires the development of easier investment instruments. Second, using the

plan of this investigator applied with consumers’ opinions will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contribute to develop financial industry positively.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on the items and information utility were

evaluated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final draft in this study. To do so, the

investigator developed the questionnaires for the understanding level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based on the prior studies, and the utility of the

information was measured upon referring to the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evaluations of financial item information. However, there was no standardized

measurement tool to evaluate the final draft, and it was the limitation to

compare and analyze the data. Therefore, studies to develop the standardized

measurement tools are required. Second, due to the recent changes of financial

environment, selling and trading of financial products are performed in the

non-contact way. The final draft developed in this study may be more

appropriate in the offline environment than in the online, which requires the

additional developments of financial information delivery system effectively which

can be applied in both online web page and mobile banking.

keywords : financial consum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key information, delivery format, key informa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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