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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법적 대응
―영국의 개혁법을 중심으로―

심   
*
․정 순 섭

**

1)

Ⅰ. 머리말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급속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지난 세기말 약 30여 년

동안 급속히 진행된 금융혁신과 탈국경화는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국경의 의미

를 사실상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을 필두로 한 신상품의 등장 및 금

융기업의 집단화 등에 비롯된 금융시장의 특징적 변화들은 기존의 상품별 및 

역별 구별에 의한 규제감독체제의 규범적 실효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상당 

부분 소멸시키고 있다. 이에 아시아의 주요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그들의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핵심적인 경쟁유인을 형성하는 규제감독체제의 탄력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나 이미 완성하여 시행중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현황과 발전과제 및 규제의 틀 정비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러한 연구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현재 가장 완비

된 금융통합입법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

라 금융규제감독체제와 금융산업의 발전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고는 

다음 5절로 이루어진다. 먼저, 2절에서는 개혁법의 제정과 그 배경을 살펴본

다. 3절에서는 2절에서의 논의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금

융규제감독체제 및 그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다. 4절에서는 개혁의 또 하나

의 축인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대하여 알아본다. 5절에서는 개혁법의 구체적
인 내용을 분석한다. 제6절에서는 이상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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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한다.

Ⅱ. 개혁법의 제정과 그 배경

국은 2000년 금융규제감독체제를 금융서비스및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2000)을 제정하여 단일화하는 입법조치를 완료

하 다. 동법은 기존의 은행법(Banking Act),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등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거의 완

전한 의미의 금융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1) 그 제정배경에 대해서는 동법의 

제정이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지만,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5월 국 노동당 정부는 금융규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발표하

다. 그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서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급진적인 내용의 개혁은 금융규

제감독과 관련하여 규제자가 시장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정책, 즉 시장변화에 따라 규제의 체제 

및 내용을 발전시키는 국의 종전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의 개혁방안 역시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핵심이 ‘자율규제로부터 법령에 의한 규제로의 변화’라고 
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금번 개

혁은 그러한 변화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

국 재무부장관이 밝힌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3) ① 

1) 국의 금융서비스및시장법은 건전성규제와 업무행위규제의 양자를 모두 단일

법에 속하게 하 다는 점에서 호주의 금융통합법과도 차이가 있다. 호주의 통합법인 금
융시장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은 은행, 증권, 보험과 파생상품 기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단일한 규제에 속하게 한 점에서는 국의 통합법과 궤를 같이한

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행위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호주의 금융시장개혁법에 대해서는 Clayton Utz, The Essential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Reform(2002); P. S. B. Hutley, A. E. Bennett, P. A. Russell, 
An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2002)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우선 Iain MacNeil, “The Future for Financial Regulation: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1999) 62 Modern Law Review 725 참조.

3) The Chancellor's Statement to the House of Commons on the Ban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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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금융규제감독체제는 금융산업과 공중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금융감독에 실패하 다. ② 1986년 금융법하의 2단계구조(two-tier system)

에 의한 규제감독은 비효율적이다. ③ 은행, 보험, 증권회사 간의 전통적인 구

분에 기초한 시장의 형태를 반 한 기존의 규제감독체제는 금융구조의 변화에 

따른 역간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규제감독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4) 이

러한 문제점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는 베어링은행(Barings)의 도산과 연금판
매관련 스캔들(pensions mis-selling)이다.5) 이러한 기존 금융규제감독의 실패, 

비효율성 및 금융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방

식과 수단 재고를 이유로 통합규제감독기구의 설치를 하게 되었다.

Ⅲ.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혁 이전 국의 금융산업 규제감독체제

1. 개관

1980년대 초까지 국에서는 ① 은행, ②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및 
Lloyd's와 같은 City의 금융시장, ③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과 보험회사

를 포함하는 기타의 금융시장으로 구분되었고 각 부분은 다른 기관에 의하여 

위되었고 각 역별 규제감독 역시 금융시장 또는 금융 역의 구분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 금융 역은 그 역에만 적용되는 

내용의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의 형태에 있어서는 법적규제(statutory regulation)

와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여러 형태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금융규제감독의 방식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개

혁의 압력을 받게 된다. 1980년 초 이후 각 시장간의 차이점 및 역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졌다.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던 금융상

품이 통합되면서 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기관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 법적 규제방식과 자율규제방식에 대하여 비공식적이며 때로는 초법적인 형

England(20 May 1997).
4) Howard Davies, “Integrated Financial Regulation: Lessons from the UK'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speech at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Seminar(Auditorium 
der Commersbank AG, Frankfurt, 5 December 2001).

5) Howard Davies, Management Skills and Competencies in a Rapidly Changing 
Financial Landscape(FSA SP 78, Apri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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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자율규제방식보다는 법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법적 규제방식을 더욱 선호

하게 되었다.

2. 은행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의 입법 이전에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1946년 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은 란

은행에 대하여 은행에 대하여 지침서(directive)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 으나 란은행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뷰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

법, 이른바 moral suasion을 사용하여 은행6)을 감독하 다. 그 후 1973-4년의 

금융위기(Secondary banking crisis7))를 경험한 국은 1979년 란은행법을 개

정하여 란은행에 은행업에 대한 공식적 인가권을 부여하 다. 1984년 주요

은행(primary bank)인 Johnson Matthey Bankers Ltd.의 파산을 계기로 1987년 

은행법(Banking Act 1987)을 입법하여 란은행의 은행규제권을 확인하고 감

독권한을 강화하 다. 1987년 은행법 이 후에도 1991년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BCCI)의 파산사건을 겪게 되나 란은행의 감독에 대

한 기술적인 문제만을 보완하고 란은행의 은행규제감독권은 그대로 유지되

게 된다. 1995년 Barings의 파산에 대한 분석은 종전의 은행파산사건과는 다

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Barings 위기는 Barings 그룹의 싱가포르 자회사 내

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Barings 그룹의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란은행의 Barings 그룹에 대한 선

도 감독자(lead supervisor)로서의 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Barings 그룹과 

같이 은행업과 증권업을 위하는 금융그룹에 있어서는 은행규제감독기관과 

증권규제감독기관간의 긴 한 연락과 협조가 없이는 효율적인 금융규제가 어

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시에 중앙은행인 란은행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통화정책 권한(monetary 
policy independency)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

6) 란은행의 규제감독을 받는 은행은 주요은행(primary banking sector or core 
banking sector)으로 clearing banks, discount houses 및 accepting houses를 포함한다.

7) Secondary banking crisis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런던 City 내
의 소규모 금융기관(fringe houses)의 파산으로 인하여 중소규모의 은행의 파산으로 이
어진 금융위기이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ondary Banking Crisis and the Bank of 
England's Support Operation,”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June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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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용통화정책기관과 은행규제감독기관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다

시 인식하게 되었다.8)

3. 증권

1980년 이전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은 각각 Stock Exchange와 Lloyd's의 자율

규제에 의한 규제를 받았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동의로부터 발생하 다. 1986년 금융업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은 최종적인 금융서비스산업의 규제책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 으나 

대부분은 규제권한을 형식상 비정부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SIB)9)에 위임하 다. SIB는 전반적인 규제체제를 확립하

으나 증권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감독활동은 하지 않았다. 즉 SIB의 규제

체제는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RO)라는 제2차적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통한 규제를 시행하 다.10)(이를 2단계구조 two-tier system이라 칭한다) 
SRO 즉 일명 자율규제기관은 증권회사가 운 자금을 지원하며 부분적으로는 

증권회사들이 운 하 다.11)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에 대한 규제방식은 “법제도

내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 within a statutory framework)라고 부를 수는 있

으나 사실상 자율규제의 성격이 존재하 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12)

1986년 금융법에 따른 증권업규제체제의 문제점은 SIB와 SRO로 이루어진 

2단계의 규제체제의 복잡성과 SRO 단계에서의 규제 역의 단편적 분리에 따

른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피규제기관에 대한 규제의 비효율성(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 역의 중복(overlap) 및 결함(gap)이

었다.

8) 은행의 규제감독권한과 신용통화정책권한의 통합 및 분리에 대한 논의는 C. 
Goodhart and D. Schoenmaker, Institutional Separation Between Supervisory and 
Monetary Agencies(London, LSE Financial Markets Group, 1993) 참조.

9) SIB was a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financed by a levy on market 
participants.

10)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ies(SFA); 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sation(IMRO); Personal Investment Authority(PIA).

11) SROs were funded and partly managed by investment firms.
12) See, E. Ferra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the UK Financial Sector” 

(2002) 21 Civil Justice Quarterly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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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1982년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1982)에 의하여 보험 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인가는 정부부서(재무부 보험감독위; Inssurance 

Directorate)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가 있었다. 첫째, 장기보험상품

(long term insurance policies)은 투자로 취급되어 1986년 금융법의 규제를 받

았다. 둘째,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s)은 1977년 보험중개등록법(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Act 1977)에 의하여 SRO인 보험중개등록협회(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Council)의 규제를 받았다. Lloyd's 보험시장의 경우 1982

년 보험회사법에 따라 특수지위를 가지며 1986년 금융법하에서도 규제의 대상

이 되지 않았다.

5. 기타

은행, 증권 및 보험산업 이외의 기타의 금융산업에 대하여는 City의 자율규

제 대신에 법령(statute law)에 근거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금융산업에
는 Stock Exchange의 멤버가 아닌 증권업자(securities dealers),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ies), 저축은행(saving banks), 보험회사(insurance companies)와 

공제조합(friendly societies)이다.

Ⅳ. 통합감독기구금융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1. 설립과정

국의 금융규제체제 개혁과정은 1997년 10월 종전 증권부문규제를 담당한 
Securities and Investments Board(SIB)를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로 

명의를 변경하고 통합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비공식적 또는 특별조치를 통하여 

금융감독권을 FSA로 일원화하 다.13) 먼저 1998년 6월 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란은행으로부터 FSA로 이

관하 으며 재무부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을 이

양받았다. 기타 금융기관과 관련하여는 기존 규제감독기구가 그 권한과 의무

13) See, FSA,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August 199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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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통합법이 입법될 때까지 보유하기로 하 으나 ① 업무 및 직원의 

통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고, ② 규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최

소화하며, ③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이유로 인하여 2001년

까지 여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을 모두 FSA로 이관하여 FSA가 통합감독업

무를 하 다. FSA와 기존 감독기관들과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하여 

감독조직구조를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FSA는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의 금융관련 규제기관14)을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체제의 FSA로의 통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의 장단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체

제의 실패 및 시장의 변화를 반 한 체제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국에 있어

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가 이론적인 결론에 따라 시장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

으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며, 단지 규제자는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도
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변화에 따른 규제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FSA의 법적 지위 및 구조

FSA는 독립된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이다.15) 따라

서 형식적으로 사법인이며,16) 금융산업(피규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

서 운 된다. 이는 FSA는 국왕(Crown)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은 아니며 FSA
의 직원도 공무원(Crown servant)은 아니다.17) 그러나 FSA는 재무부(Treasury)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accountable to the Treasury) 종국적으로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FSA는 법적 목적18)의 달성에 대한 연간보고서

14)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s Board; SIB), 란은행 은행감독부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Division of the Bank of England), 재무부 보험감독위
(Insurance Directorate; ID), 공제조합등기소(Resistry of Friendly Societies; RFS), 주택금
융조합위원회(Building Societies Commission; BSC), 공제조합위원회(Friendly Societies 
Commission; FSC), 증권선물협회(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 SFA), 투자관리규제
단체(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sation; IMRO), 개인투자자협회(Personal 
Investment Authority; PIA).

15) FSMA s. 1.
16) FSA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17) FSMA sch. 1, para. 13).
18) FSMA에 의한 FSA의 법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FSMA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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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된다.

FSA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회(governing body)는 위원장

(chairman)을 포함하고 3명의 상임위원(executive directors)과 11명의 비상임위

원(non-executive directo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

부에 의하여 선임되며 재무부는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은 FSA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심사하며, 재정통제시스템을 감독하고, 상임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집행부(the Executive)는 일상적 운 결정(day-to-day operational 

decisions)과 FSA직원의 관리임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3인의 상임위원과 총무

부장(Chief Operating Officer)이 집행부를 구성한다.

3. FSA의 감독범위

FSA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금융규제감독기구를 통합하여 설립한 금융산업에 

대한 통합규제감독기구로서 감독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FSA는 은행, 보험회
사 및 증권회사의 건전성규제 및 행위규제를 담당한다. 주택금융회사(building 

societies)와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신용조합(credit unions), 금융자문업

(financial advisor), 펀드매니저 등도 FSA의 규제감독의 대상이다. FSA는 또한 

파생금융상품시장, 원유 및 금속거래소(oil and metal exchanges), 에너지 거래

소를 포함한 모든 시장 및 거래소를 규제감독한다. Lloyd's 보험시장도 자발적

인 결정으로 FSA의 규제감독을 받기로 결정하 다.
금융시장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FSA의 규제감독범위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주식공개매입(takeover)에 대하여는 Takeover Panel에 의하여 규제된다. 일반 

보험상품 판매는 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GISC)이 규제한다. 소비

자 금융과 경쟁에 관한 문제(consumer credits and competition)는 Office of 

Fair Trading에서,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s)은 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에서 규제한다.

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유지
ⅱ)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해 증진
ⅲ) 소비자에 대한 책임인식과 적절한 수준의 보호의 확보
ⅳ) 금융범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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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SA의 권한

가. 인가(Authorisation)

FSMA의 적용을 받는 금융업을 위하고 그 밖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FS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FSA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금융기관 신설 ― 금융업을 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threshold 

conditions)의 충족한 기관에 대한 금융업 인가(authorisation)

② 금융기관의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을 담당하는 개인의 적격성(fit 

and proper) 승인(approval)

③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및 개인에 대한 승인 필요 여부의 결정

④ 미인가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업 위 금지의 확인

⑤ 인가 금융기관과 승인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나. 기준의 설정(Setting standards for firms)

FSA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자(regulator)이자 감독자(supervisor)이다. FSMA

는 금융규제감독과 관련한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할 뿐이고, FSA가 
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감독의 목적과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폭 

넓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19) 따라서 FSA는 다른 국가에서는 입법화된 규정

을 의회(Parliament)의 간섭 없이 FSA의 규정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FSA의 규정은 최종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FSA는 건전성규제 기준(prudential standards) 및 행위규제 기준(conduct of 

business standards)을 설정한다. 건전성규제 기준의 경우 대부분 EC의 기준 또
는 국제기구(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의 기준에 근거하며, 그밖에 회계, 감사, 평가 및 투명성 

기준을 설정한다. 행위규제 기준은 소비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업무행위

기준국(Conduct of Business Standards Division)에서 담당한다.

다. 감독

a) 예금기관(deposit-takers)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및 신용조

19) FSMA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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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credit union)의 건전성을 감독한다. 예금기관이 투자업무(일반공중에 대한 

연금 또는 생명보험상품의 안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행위규제에 관한 감독

도 수행한다.

b) 보험회사

FSA는 ① 모든 보험자에 대한 건전성규제, ② 투자업무를 위하는 생명보
험자와 공제조합(friendly societies)의 행위규제, ③ Lloyd's의 일정 부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FSA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중요한 목적은 효율

적이며 효과적인 규제감독에 의하여 보험계약자(policyholder)가 적절한 상품을 

계약하 다는 신뢰를 주고,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채무를 이행하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함이다.

c) 증권회사

FSA의 증권국(Investment Firms Division)은 국제투자기금운용업무(global 

fund management operations), 투자은행(investment banks), 주식중개인(large UK 

stockbrokers)으로부터 1인 금융상담업에까지 약 7,500여 개의 증권관련 감독을 

담당한다.

d) 주요 금융그룹

FSA의 주요금융그룹국(Major Financial Groups Division)은 금융그룹에 대한 

일관되며 통합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은행, 보험, 증권업을 

둘 이상 위하는 금융그룹의 전반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그룹내의 최고경 자, 

내부통제제도 및 통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 증권시장(markets and exchanges)

FSA는 시장의 신뢰성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 증권시장의 완전

성(integrity)을 감독한다. 거래소와 청산소(clearing houses) 및 시장기반제공자

(market infrastructure providers)에 대한 감독과 시장감시와 거래감시를 수행한다.

f) 연금(pension)

1988년에서 1994년 사이에 발생한 연금판매관련 스캔들(pensions mis-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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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연금에 관한 심사를 

한다.

g) 상장(listing)

FSA는 국의 증권상장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UKLA(the UK Listing 

Authority)로서 상장요건, 공모매출안내서(prospectus), 관련서류의 심사 및 승인
을 하며 상장회사가 상장규칙을 준수하는 가를 감독한다.

라. 집행(enforcement)

FSMA는 FSA에 대하여 단일한 법적 조사권한 및 집행권한(single set of 
statutory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owers)을 부여하 다. FSA의 징계권한

(disciplinary powers)은 매우 광범위하다. FSA는 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취소

권, ② 공개경고 및 금전적 벌칙을 통한 인가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처벌권, 

③ 시장남용(market abuse)에 대한 벌칙부과권, ④ 가처분권한(seek injuctions), 

⑤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소추권, ⑥ 소비자배상을 위한 명령권을 부여받았다.

마. 금융범죄

FSMA는 FSA의 목적 중의 하나로 금융범죄의 감소를 규정하고 있다. FSA

는 이에 따라 자금세탁, 사기 및 부정행위, 내부자거래와 같은 범법 시장부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SMA에 의하여 FSA는 ① 자금세탁에 금융기관
의 시스템 및 시스템에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 ② 금융기관이 이러한 요건

을 준수하는가를 감독하며, ③ 시스템 및 통제에 실패한 금융기관을 소추할 

수 있다. ④ 또한 FSA는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도 소추권한

을 가지고 있다.

바. 금융범죄의 감소

FSMA는 FSA가 금융범죄를 감소시킬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범죄

의 감소는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SA는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사기 및 부정행위(fraud and dishonesty), 그리고 내부자거

래와 같은 시장에서의 형사적 부정행위(criminal market misconduct)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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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비자보호

FSMA의 법적 목적 중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해증진과 소비자에 대

한 책임인식과 적절한 수준의 보호의 확보를 위하여 FSA는 소비자에 대한 정

보의 제공, 소비자에 대한 조언, 개인적 금융교육, 금융서비스상품의 비교 등
을 제공하고 있다.

5. 평가

통합된 금융규제감독기관의 장점은 복합금융기관을 규제하는데 적합하며 현

재의 금융시장규제에 보다 적합한 형태이고, 복수의 규제기관간의 갈등여지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의 면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단일한 규제기관

을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며 금융규제에 관한 소비자

의 이해가 쉽다. 현재 국에서는 통합금융규제감독기구인 FSA에 대하여 복합

금융기관 및 중소금융기관에서도 이를 환 하고 있으며 경제계 일반에서도 통

합금융규제감독기구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금융규제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통합금융규

제감독기구인 FSA는 강력한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FSA는 그 권한이 강

하지만 현재는 업계출신인사가 규제감독자로서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큰 문

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차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만약 이들이 규제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규제의 내용이 업계의 수요와 단절되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

다. 둘째, 통합된 제도는 내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직위가 상승할수록 승

진기회가 좁아지기 때문에 특히 하위직의 이직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업계

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Ⅴ. 개혁입법 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1. 개관

1997년 5월 20일 재무부장관은 은행규제감독권한을 란은행으로부터 SIB

(현재 FSA)로 이양하면서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새롭고 완전히 법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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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and fully statutory system)의 확립을 표명하 다.20) 금융감독기구의 통

합을 법적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입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은 여러 보고서 및 의견서의 제출 후 1998년 6월 입법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01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개혁 입법인 FSMA의 입법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 이유는 FSMA는 기존의 

금융관련 법률을 형식적으로 통합한 것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에 기초한 것이

기 때문이었다.21) FSMA 입법의 중요한 이유는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 행위를 

감독 통제할 수 있는 단일하고 통일성 있는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산

업의 여러 부문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22) 또한 21세기의 새

로운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통합금융법을 입법하기 위한 것이

다.23)

FSMA의 가장 큰 특징은 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에 있어서 근본

적인 태도를 ‘재량’에 의한 규제감독의 방법에서 ‘규칙’에 의한 규제통제방법으

로의 변경이다. 기존 은행규제감독과 관련하여 란은행은 재량에 의한 감독

을 실시하여 감독기준의 불투명성이 있었으나 FSA는 규제감독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다. 증권의 경우 1986년 금융법 이전에는 London 

Stock Exchange의 재량에 의존하 고 1986년 금융법 이후에는 SIB와 각종 

SRO에 의하여 복잡한 규제와 규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FSMA 하에서는 FSA
가 규칙과 문서화된 가이던스를 제정함으로써 규정이 많고 복잡하기는 하나 

체계적이어서 파악하기 쉽게 되었다.

현행 FSA에 의한 금융산업의 규제감독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역에 대

하여 실제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FSA는 FSMA에 의

한 일반적 규칙제정권(general rule-making power)에 근거하여 단일한 규제의 

20) The Chancellor's Statement to the House of Commons on the Bank of 
England(20 May 1997).

21) Howard Davies, “Law and Regul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2001, 3(5), p.170.

22) See, Joint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First Report(27 April, 
1999), para. 63. Also see, George Walker,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 in the 
United Kingdom - The New Regulatory Regime,” paper presented at the 2001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International Conference(July 2001), p.16.

23) See, Howard Davies, Speech at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Conference(24 Sep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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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24) 이하 개혁법의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

여 검토한다.25)

2. 개혁법의 적용범위

FSMA의 적용대상은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되어 있다. 규제대상행위는 FSMA 제22조에서 “ 업으로서 위되는 ‘특

정행위’(specified activity)로서 (a) ‘특정투자’(specified investments)와 관련되는 
행위, 혹은 (b) 일정한 ‘특정행위’의 경우, 모든 종류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위되는 행위(집합적 투자기구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

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FSMA 제22조 1항과 5항은 ‘특정행위’ 및 ‘특정

투자’의 유형을 지정할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고 있다(특정행위, specified 

activities). ‘특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금융행위는 FSMA 부속서 2에 예시되

어 있다. 국 재무부는 수권된 권한을 행사하여 ‘특정행위’와 ‘특정투자’를 지
정하는 ‘규제대상행위령’을 발하 다.26)

국 재무부령이 지정한 구체적인 ‘특정행위’는 예금의 수령, 보험계약의 체

결, 본인 및 대리인으로서의 투자거래, 투자거래의 중개 및 운용 등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 역을 포함한다.27)

24) See, FSA,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1 December 
2001), p.7.

25) 국 금융서비스및시장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우선, 
Gerard McMeel and John Virgo, Financial Advice and Financial Products: Law and 
Liability(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James Perry (ed),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A Practical Legal Guide(London: Sweet&Maxwell, 2001) 참조.

2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SI 2001/544(이하 ‘규제대상행위령’이라 한다).

27) 특정행위의 종류는 규제대상행위령, Part Ⅱ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Part Ⅱ. SPECIFIED ACTIVITIES

  5. Accepting deposits
10. Effecting and carrying out contracts of insurance
14. Dealing in investments as principal
21. Dealing in investments as agent
25. 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37. Managing investments
40. Safeguarding and administering investments
45. Sending dematerialised instructions



심  ․정 순 섭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1호 : 24∼4638

FSMA 체제하에서 ‘투자’(investment)는 모든 자산, 권리, 혹은 이익(any asset, 

right or interest)을 포함한다(제22조4항). 이 가운데, ‘특정투자’(specified 

investments)에 대한 ‘규제대상행위’에 대해서는 인가 기타 규제가 강제되는데, 

FSMA는 ‘특정투자’ 지정권을 재무부에 대해 부여하고 있다. ‘특정투자’에 포함

될 수 있는 투자는 FSMA, 부속서 2의 제2부에 예시되어 있는데, 국 재무부

가 수권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지정한 투자는 (ⅰ) 예금, (ⅱ) 보험계약상 권리, 
(ⅲ) 주식 등의 자본지분, (ⅳ) 사채, CD, 등의 채무증서, (ⅴ) 국공채, (ⅵ) (ⅲ)

부터 (ⅴ)까지의 특정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warrants) 등, (ⅶ) (ⅲ)부터 (ⅵ)

까지의 특정투자에 대한 certificate 등, (ⅷ) 집합적 투자기구 지분, (ⅸ) 지분권

자 연금기구상의 권리, (ⅹ) 옵션, (ⅺ) 선물, (ⅻ) 차액계약 등을 포함한다.28) 이 

51. Establishing etc.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52. Establishing etc.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53. Advising on investments
56. Advice on syndicate participation at Lloyd's
57. Managing the underwriting capacity of a Lloyd's syndicate
58. Arranging deals in contracts of insurance written at Lloyd's
59. Funeral plan contracts
61. Regulated mortgage contracts
64. Agreeing to carry on specified kinds of activity.

28) 특정투자의 종류는 규제대상행위령, Part Ⅲ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Part Ⅲ. SPECIFIED INVESTMENTS
73. Investments: general
74. Deposits
75. Contracts of insurance
76. Shares etc.
77. 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
78. 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s
79. Instruments giving entitlement to investments
80. Certificates representing certain securities
81.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82. Rights under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83. Options
84. Futures
85. Contracts for differences etc.
86. Lloyd's syndicate capacity and syndicate membership
87. Funeral plan contracts
88. Regulated mortgage contracts
89. Rights to or interests in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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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ⅹ) 옵션, (ⅺ) 선물, (ⅻ) 차액계약을 합쳐서 파생상품(derivatives)이라고 부

른다.

3. 인가절차의 단일화

가. 일반적 금지

FSMA는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규정하

고 이러한 “규제대상행위”를 위하기 위해서는 인가(authorisation)를 취득하도

록 강제하고 있다(일반적 금지; General Prohibition). 즉 모든 규제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가를 받은 자(authorised person) 혹은 인가가 면제된 

자(exempted person)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동법 제19조), 규제대

상행위를 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은 법인뿐만 아니라 조합, 개인
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은 인가의 취득이 사실상 강제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위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FSMA는 인가없이 행한 금융서비스의 사법상 효력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거래의 상대방은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

로울 때에는 동 거래를 계속하고, 불리할 때에는 동 거래의 효력을 부인한 다

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인가절차

국에서 금융기관이 인가(authorisation)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다. 하나는 규제대상행위의 위에 대한 금융청의 “허가”(permission)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 금융기관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제대상행위를 위하

기 위한 금융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밖에 국 외의 EU 국가에서 자

국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도 FSMA의 적용에 있어서는 인가

(authorisation)된 자로 간주된다.

FSMA는 이상의 규제대상행위 전체에 대한 허가절차(Permission regime)를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통합허가절차는 FSMA 제4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절차는 통상 ‘제4부 절차’(Part Ⅳ Regime)라고 부

른다. 따라서 각종의 규제대상행위를 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금융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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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가요건

FSMA 제4부 41조는 허가의 필수조건(The threshold conditions)에 관해 규

정하고 있는데, 허가의 필수조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FSMA 부속서 6에 규

정되어 있다. 부속서 6에 규정된 필수조건은 (ⅰ) 각 규제대상행위 신청에 필
요한 신청자의 자격(legal status), (ⅱ) 신청인의 국내 업소재 요건(location 

of offices), (ⅲ) 신청인의 특수관계에 대한 규제권(close links), (ⅳ) 적정자본

금 등의 요건(adequate resources), (ⅴ) 신청인의 적격성(suitability)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각 규제대상행위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의 자격에 대해서 보험과 은행

의 두 가지 역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신청사가 신청한 규제대상행위
가 보험업의 위를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는 법인, 등록된 friendly 

society 혹은 Lloyd's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은행업을 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조합이어야 한다.

둘째, 업소 소재지 요건은 신청자의 주된 업장소가 국일 것을 요구한

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그 본점(head office)이나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fice)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국에 본점을 가진 개인인 경우 반드시 

국내에서만 업을 하여야 한다.

셋째, 신청인의 모회사나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하여 금융청의 

감독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요건은 적정자본금 등의 금융업 위에 충분한 자력을 보유할 것을, 

그리고 다섯째 요건은 신청인이 해당 업무 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적

합성 요건(fit and proper test)을 의미한다.

라. 개별적 승인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일정한 특정통제기능(specified controlled 

functions)을 담당하는 개인들은 별도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FSA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향을 미치거나, 고객과 직접 거래하거

나 혹은 고객의 재산을 취급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능을 

통제기능으로 지정할 수 있다. FSA는 현재 지배기능(governing functions), 필요

기능(required functions), 체제 및 통제기능(systems and controls functions), 중요

관리기능(significant management functions), 고객기능(customer functions)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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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분화되는 27가지의 통제기능을 지정하여 두고 있다.

4. 업무규제의 단일화

가. 개관

인가단계에서 규제기관이 인가요건으로 고려하 던 사항들은 인가금융기관

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단계에서도 계속 규제되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인가

금융기관이 인가받은 규제대상행위의 위를 실제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는 인가받은 “규제대상행위”의 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행위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된다. 물

론 업무행위규제는 계속규제의 대상이 된다.

나. 권유행위(financial promotion) 규제

국법상 금융상의 권유규제와 관련하여 우선 강조해 두어야 할 사항은 

FSMA상 금융상의 권유규제는 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authorised person)에 대

한 것과 금융업인가를 받지 않은 자(unauthorised person)에 대한 것의 이원적
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FSMA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의 권유규제는 ‘금융업인가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금

융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업 인

가를 받은 자의 금융상의 권유는 FSA에서 규정한 업무행위규칙(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hapter 3)에 따라 규제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FSMA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의 권유규제에 위반한 행위는 형사

상 범죄를 구성하고 그 결과로 체결된 금융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문제된다. 

반면, FSA에서 규정한 업무행위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며,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

춘 경우에 법령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혁법은 기존법상의 개별적으로 분화된 투자광고, unsolicited call, 예금이나 

보험광고 등에 관한 규제원칙을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로 단일화하 다. 금융업
자로 인가된 자(authorised person)에 의한 경우나 그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

외하고, 업무상 투자행위에의 참여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통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권유령에29) 의하여 면제된 통신(exempted communications)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면제된 통신의 범위는 수신인이 당해 통신을 희망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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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당해 통신이 실시간 통신인지 여부, 수신인이 해외에 소재하는지 여부, 

투자전문가간 혹은 언론인에 의한 통신인지 여부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

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권유금지에 대한 위반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 

이에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전술한 인가없이 행한 계약의 효력과 동일하다.

다.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 규제

FSMA 제8부는 기존의 불공정행위 개념을 재정리하여 시장남용행위라는 새

로운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첫

째, 하나의 시장에서 특정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둘째, 당해 투

자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도된 인상을 초래하거나 공급 /수요 /가격 /가치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도된 인상을 주거나 그러한 투자에 대한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일상적인 시장이용자(regular user)의 관점에서 당해 남

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기대되는 표준적인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단독 혹은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118조).

여기서 ‘규칙적인 시장이용자’는 시장남용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규칙적인 시장이용자’는 ‘문제된 투자가 거래
되는 관련시장에서 규칙적으로 거래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시장남용행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상환 혹은 금지명령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5. 건전성 규제의 단일화

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및시장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을 더욱 발전

시킨 것으로서, 규제원칙의 일원화를 건전성 규제까지 확대하여 관철하 다는 

점에서 금융통합입법으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종전의 

1986년법은 일정하게 정의된 투자(investment)에 대하여 단일한 업무행위 규제

를 부과하는 것임에 비하여, 2000년법은 업무행위 규제는 물론, 건전성 규제의 

기준까지 단일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7년 은행

법(Banking Act), 1982년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1986년 금융

29)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inancial Promotion) Order 
2001, SI 2001/1335;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inancial Promotion) 
(Amendment) Ord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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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등은 2000년법의 시행과 동시에 모두 실효되었다.30) 현재 건전성 규

제에 관한 기준은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각각 잠정적인 건전성 기준

(Interim Prudential Sourcebook)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를 하

나로 통합할 예정이다.31)

Ⅵ. 맺음말

국의 개혁입법인 FSMA는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규

제의 틀에 관하여 세분화된 기존의 금융규제감독기구들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금융규제감독기구를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설립함으로써 금융규제감독의 

중요한 선례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의 FSMA는 규제감독기관의 일

원화에서 더 나아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건전성규제와 
업무행위규제의 양측면에서 모두 단일한 규제원칙에 속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으로써 21세기에 나아가야 할 금융규제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규제감독기관에 관한 한 모든 금융규제감독권한을 단

일한 기관에 통합하는 형태를 도입하 으나 여전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

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서 보다 
많은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의 금융청은 비

정부기관이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재무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

록(accountable to the Treasury)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둠으로써 권한남용 및 

적절한 규제감독책임의 수행을 하도록 하는 점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전성 규제와 업무행위규제에 관한 규제원칙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국

의 모델은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검

3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Consequential Amendments and 
Repeals) Order, SI 2001 No 3649, s 3.

3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Integrated Prudential 
Sourcebook ― Timetable for Implementation(Consultation Paper No. 115, November 
2001); _________, Integrated Prudential Sourcebook(Consultation Paper No. 97, June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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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산업간의 업무 역구분의 모호화를 특징으로 하는 오

늘날의 금융시장의 분명히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 자체의 

구분이 모호화되는 상황에서 대상의 정의적 혹은 개념적 구분에 기초한 규제

시스템은 규범으로서의 현실적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32) 이러한 논의는 결국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혹은 금융산업의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규제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

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는 경쟁력 있는 규제체제를 확보하는 것

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인 국의 규제방식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기준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금융 역간 구분의 모호화와 금융기업의 집단화, 탈국경화 등을 핵심요소로 하
는 금융시장의 통합화에 대한 규제상의 대응으로서의 규제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관한 

간단한 논의는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2002) 3(1), 증권
법연구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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