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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

成 樂 寅 ․權 建 甫

***

Ⅰ. 서론
한 사회의 발전 척도가 이제 그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준거하고 있을 정
도로 부정부패문제는 우리 시대에 척결하여야 할 최대의 과제이자 동시에 우리
시대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제
도적 장치 중에서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그 중
가장 주요한 논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1)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각종의 범죄조직들은 범죄로부터 취득한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세탁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고 조직화하는 데 사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터져오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소위
자금세탁의 수법이 동원되어 왔다. 이러한 자금세탁의 수법은 부정부패의 연결고
리를 단절시켜 그 자금흐름의 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경제
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93 년 8 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으나, 다양하고도 교묘한 자금세탁의 수
법 앞에서 그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가령 수표로 입금하
면서 현금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여 주거나 혹은 어떤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에
넣으면서 서로 단절된 현금출금 및 현금입금이 된 것처럼 꾸밀 경우에 금융실명
제는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94 년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번번이 경제위축 및 경기악화의 우려가 있
다는 반대에 부닥쳐 법제화에 실패하였다.2)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明知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성낙인,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4집 제3호,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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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 2001 년 9 월에 ‘자금세탁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FATF 및 그 회원국의 권
고이행 및 평가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자금세탁방지법제는 국민의 오해
와 우려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 소극적 내용이어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크
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을 도입하
지 않은 것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특례를 둔 것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예방
과 적발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많이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2003 년 6 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가 채택한
｢FATF 40 개 권고사항 개정안｣(New Forty Recommendations)에서 혐의거래보고
의무와 고객주의의무를 더욱 확대 내지 강화할 것을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3) 결국 2004 년 들면서
불법자금거래의 차단에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과
고객주의의무의 부과, 정치자금의 특례조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고, 이후 각종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2 월 29
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발동을 예정하
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규율하는 조직, 권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혐의성이 있는 금융거래나 일
정 금액 이상의 고액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금
융기관 등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거래계약을 맺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
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그것으로부터 추출되는 사생활정보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게 금
융기관 등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
2) 1994년 12월 7일에 야당의 발의로 ‘자금세정규제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997년 7월에는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15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해보지도 못한 채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3) ｢FATF 40개 권고사항｣은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지원하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
적 기준으로서 자금세탁방지비협조국가(NCCT)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FATF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동 권고사항의
개정내용을 국내의 법령에 반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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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러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개인의 정보대상화에 따르는 인격권의 침해
내지 원치 않는 금융거래정보의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의 문제로
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
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이나 금융기
관 등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정보요구권을 인
정하면서도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과연 평등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법의 집행을 위해서 그 권한을
국외거래에까지 확대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과잉금지
의 요청에 어긋나지 않는지 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나타난 헌법적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할
경우 향후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제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와 기준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정보보호의 조화적 관계를 모색하는 데 중점
을 두었으며,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분석의 대상을 자금세탁방지법제 가운데 특
히 특정금융거래보고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먼저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를 규명하였고, 그
러한 일반론적 토대 위에서 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금융정보
분석원의 정보요구권, 고객주의의무 등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쟁점
들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Ⅱ.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
1.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
(1) 금융정보보호의 필요성
은행계좌 없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회사의 금융거
래내역이 은행에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은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개인적인 일, 의견, 습관,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면을 상당부분 노출하게
된다. 고객의 거래내용은 고객 개인의 생활방식, 관심, 정치적 신념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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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므로 이해관계자는 회비, 기부 등 개인 금융기록을 통해 개인이 어느 단체
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기부정보를 통해 개인이 어떤 사
회적 가치를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가입비 지급내역이나 영수증내역을
통해 개인이 어떤 책이나 출판물을 구입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고객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개
인이 지지하는 선거후보나 로비단체 기부정보를 통해 개인이 어떤 정당이나 정
치적 대의를 지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는 개인의 금융정
보를 통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보험, 부동산, 퇴직
금, 자동차, 주택, 개인자산, 대출, 위자료, 양육비 등 금융정보를 통해 알 수 있
는 사항은 한둘이 아니다. 신용카드기록을 살펴보면 개인이 어느 국가나 도시에
서 어느 식당, 상점, 호텔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4)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
은 은밀하게 수집․보유․제공되거나 처리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은 물론이고,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침해받게 될 것이다. 즉 금융상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통되면 그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이 무분별하게 형성․구축․활용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정보주체는 자
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조차 소외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개인이 단순한 정보의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비극적 운명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다. 따라서 금융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율적 통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
현에 있어서 긴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금융프라이버시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둘러싼 개인의 헌법상 권리는 그 동안 정보프라이버시의
관념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에 의하면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보호 역시
금융상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
가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말
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5) 이를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적 정보와 관련지어

4) Robert S. Pasley, “Privacy Rights v. Anti-Money Laundering Enforcement,” 6 N.C.
Banking Inst. 147, 2002, pp.152-153. 참조.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의 용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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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금융상의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미국의 “1978 년
금융프라이버시권법(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제정을 계기로
학계나 실무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금융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
가 상당히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대
체로 “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정도로 이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6) 이는 ‘ 프라이버시’ 라는 어휘
를 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현이야 어떠하든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동일하다면, 굳이 용
어의 선택을 두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프라이
버시권의 현대적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융프라이버시권｣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릴지 말지, 알
린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알릴 것인지 등에 관해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유지와 형성을 자율적으로 결정
내지 통제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상의 형성에 이르게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수집과 보유,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도 역시 정보주체에게 있어
서 사생활의 유지와 형성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
신에 관한 정보가 모두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정보의
전파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문제는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81면 참조.
6) 진경준, “금융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중심으로 ―”,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8. 63면 참조.
7) 성낙인, 헌법학 제5판, 법문사, 2005, 407-414면;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483
-5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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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고 정
의하고 있다(제2 조 제2 호).8) 그리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서도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 조 제1 항 제6 호).
이와 같은 법률상의 정의에 따를 때,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도 충분히 개인정보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금융정보는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결합하여 그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것이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오늘날 개인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어 타인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오히려 개인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누리고 지불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공동체 속에서 발현하고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인격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비록 자신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자신의 지배권에만 가두어두고 타인에게는 그에 대해 한 치의 접근도 허
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거부하는 자세에 다름 아닐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은 그 어떠한 이
유로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특히 현대 사회에
서 경제활동 가운데 금융거래의 규모와 비중이 날로 커지고 거미줄처럼 서로 엉
겨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무제한적인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금융프라이버시권도 공동체관련성 내지 공동체구속성을 가지는
한도에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일정 정도 후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렇다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도 관련자가 명시적으로 목적이 구체화된 정보처리
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
해 조사, 수집 또는 이용, 제공, 공개,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8) 성낙인, 언론정보법, 516-5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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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7 조 제2 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거나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기 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
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보호범위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법률로써 제약
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규정은 개인과 공동
체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정하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다.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약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정보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그 동
의를 초과하여 공권력이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보유, 이용,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금융프라이
버시권의 제한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정당한 제약을 말하는 것이어서, 기본
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일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금융프라이버시권권의 침해와 구별
되어야 한다.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주로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
세, 복지 등을 위한 공권력의 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지만, 정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는 우선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의 발동에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헌법 제37 조 제2 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법률은 국회가 제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그 절차나 내용상 합헌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다음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로서 비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의 금
지에 관한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4) 미국의 금융프라이버시권
1)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반적 논의9)
연방대법원은 종래 프라이버시를 물리적 공간에 대한 침입으로부터 타인을 배
제시킬 권리로서 파악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Katz v.

United States 판결10)이나 Terry v. Ohio 판결11) 등을 통해 수정헌법 제4 조의 적
9) 권건보, 전게논문, 39-44면.
10) 389 U.S. 34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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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는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개인의 유형적 재산권침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에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Katz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Brandeis
대법관은 “ 수정헌법 제4 조가 단지 장소(areas) 가 아닌 사람(people)을 부당한 수색
과 체포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수정헌법의 보호는 그 어떤 울타
리로의 신체적 침입(physical intrusion)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좌우될 수 없다” 고
하면서, “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입된 전자장비가 공중전화부스의 벽을 투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헌법상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고 하였다.12) 이러한 판단은
기술적 발전상황에 대처한 적극적 헌법해석의 태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도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
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72 년 Laird v. Tatum 사건13)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하고 평화적인 민간인의
행동에 대한 군대의 감시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정
부의 행위로 인하여 당장 직접적인 침해를 당할 위험에 직면하였다는 증명을 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즉,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은 겨우 군대의 정보
수집시스템이 미국의 통치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머잖아 수집한 자료
를 오용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정헌법 제1 조상의 행위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정부기관
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는 경우 시민은 어떠한 헌법적 권리침해도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후 1977 년 Whalen v. Roe 판결14)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 조의 적
법절차와 자유보장 등에 근거하여 어떤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정보프라이버시를 헌법상의 권리로
서 승인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 등의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처방할 경우 그 처
방전의 부본을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정부는 그러한 약품을 구입한 사람
들의 주소와 이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처리하여 파일화하도록 하는 New York

11)
12)
13)
14)

392
389
408
429

U.S.
U.S.
U.S.
U.S.

1, 9 (1968).
347, 353 (1967).
1 (1972).
589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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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정부의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할 근
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법률은 불법적으로 약품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고 그 자료의 용처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
으로 이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정보프라이버시에서의 개인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즉,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조항이 보호하는 프라이버시는 ① 독자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익과 ② 사적인 정보의 공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익으로 인식하였
는데,16) 후자의 이익은 연방대법원이 종래에는 정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
다.17)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당 법원은 전산화된 데이터뱅크나 기타 대량의
정부파일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축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세금의 징수, 복지 및 사회보장 이익의 분배, 공중보
건의 감시, 군대의 지휘, 그리고 형법의 집행 등 모든 것은 그 특성상 개인적이
고 공개된다면 난처하거나 유해한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보호를 요한다.
공공목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권리는 부당한 공개를 방지하려
는 법률상의 의무에 의하여 인정된다.” 18)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자유의 이익(liberty

interest)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유지에 대한 “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 법령에 대해 전통적인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개인의 이익들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고려하여 약품처방을 규제하려는 주의 이익과 그러한 이익들을 서로 저울질함에
있어서 이른바 형량기준(balancing test)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연방대법원이 기본
적 권리의 접근방식을 거부한 것으로, 실체적 적법절차분석에서 종래와 다른 심
사의 정도를 창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19)
15) Id. at 598-604.
16) Id. at 599-600.
17) Fred H. Cate, Pricvac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p.62.
18) 429 U.S. 589, at 605.
19) Francis S. Chlapowski,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formational Privacy,”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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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n 사건 이후 연방대법원은 1977 년의 Nixon v.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판결20)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공무와 관련된 기록을 제외하고 그
의 가족, 의사, 장관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에 관한 기록에 있어 헌법상의 프라이
버시 이익을 가진다는 점은 일단 인정하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Nixon 의 보고서에 관한 공중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다루면
서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것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 어떤 개인
의 프라이버시 요구는 추상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해야만 한다” 고 하면서,21)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인정은 공개된다면
잠재적으로 난처하거나 해로운 내밀한 정보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하였던 것이다.22)

1989 년의 United States v. Reporters' Comm. for Freedom of The Press 판결23)
에서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를 포함
한다고 언급함으로써24) 자기정보통제권을 반영하였다.25) 이 사건은 신문기자들이

FBI가 해제한 전과기록에 요약된 사건을 공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된 사
안이었다. 신문기자들은 그 사건이 이전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은 FBI가 2 억 400
만 명 이상에 대한 출생일, 신체적 특징, 체포, 고소, 유죄 등에 대한 내용을 담
고 있는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26) 전과기록의 해제는 “ 개인의 프라
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록
들에 대해 법집행을 면제해주고 있는 정보공개법(FOIA)의 프라이버시 보호조
항27)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 법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133, 1991, p.146.
20) 433 U.S. 425 (1977).
21) Id. at 458.
22) Glenn Chatmas Smith, “We've got your Number!,” 37 UCLA L. Rev. 145, 1989,
p.219.
23) 489 U.S. 749 (1989).
24) Id. at 763.
25) Daniel J. Solove, “Privacy and Power: Computer Databases and Metaphors for
Information Privacy,” 53 Stanford Law Review 1393, 2001, p.1446.
26) 489 U.S.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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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의 파일, 카운티의 보관문서를 공들여 검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공적 기록

(public record)과 전국에 걸친 지방의 경찰서와 단일의 정보처리센터에 비치된
전산화된 요약서(summary)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고 하였
다.28)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밀의 개념으로서의 프라이버시로부터 벗어나
서 문제되는 것은 공개성의 정도라고 이해하였다.29)
하급심판례의 경우 대체로 의료기록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정보프라이버시로
보호되는 반면에,30) 체포와 유죄평결의 기록은 이 정보가 공적 기록(public

record)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31)
수정헌법 제5 조와 제14 조의 “ 자유(liberty)” 의 보호에서 도출되는 프라이버시권
은 자율성이나 의사결정 및 개인정보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현재의 실체적 적법절차의 체제 내에서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
에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들은 모두 자율성(autonomy)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결부시켜 인정한 판결
몇 가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전
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고한 판례를 구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Whalen 판결과 Nixon 판결 모두가 정보프라이버시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을 암
시하고

있지만,

사적

정보의

공개로부터

자유로울

이익을

근본적

권리

(fundamental right)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제한조치의 심사에 있어서도
다소 완화된 형량기준에 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2) 따라서 실체적 적법절차
분석에 있어서 정보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7)
28)
29)
30)

5 U.S.C §552(b)(7)(C) (2000).
489 U.S. 764.
Daniel J. Solove, op. cit., pp.1457-1458.
United States v. Westinghouse Elec. Corp., 638 F. 2d 570, 581 (3d Cir. 1980); Doe
v. Borough of Barrington, 729 F. Supp. 376, 385 (D.N.J. 1990); Woods v. White,
689 F. Supp. 874, 876 (W.D. Wis. 1988); Carter v. Broadlawns Medical Center, 667
F. Supp. 1269, 1282 (S.D. Iowa 1987) 등.
31) Paul P. v. Verniero, 170 F. 3d 396, 404 (3d Cir. 1999); Russell v. Gregoire, 124 F.
3d 1079, 1094 (9th Cir. 1997); Cline v. Rogers, 87 F. 3d 176, 179 (6th Cir. 1996);
Scheetz v. The Morning Call, Inc., 946 F. 2d 202, 207 (3d Cir. 1991) 등.
32) Francis S. Chlapowski, op. cit.,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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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법상의 금융프라이버시 보호
법집행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반
적인 프라이버시권과 이 중에서도 특히 금융기록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적 사례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수정헌법 제4 조가 규정한 “ 정당한 이유(probable

cause) 와 수색하고자 하는 장소, 압수하고자 하는 물품,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부
당한 수색․압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부당한(unreasonable)’ 을 해석함에 있어 미국의 법원들은

‘일반 영장제도’의 의미를 뛰어 넘어 확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4 조가 프라이버시
권의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즉, 수정헌법
제4 조는 연혁적으로 훔친 물건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아무 장소를 마음대로 수색
할 수 있는 일반영장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일반영
장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1766 년에 공식적
으로 폐지되게 되었으나, 식민지의 상태에 있었던 미국에서는 영국 세관원들이
밀수품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인들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일반영장을 여전
히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발은 급기야 수정헌법 제4 조를 탄생시켰
던 것이다.33)
물론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property) 역시 수정헌법 제4 조에
의해 보호하는 보호법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연혁적으로는 상당 기간 영장 없
는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근거 규정으로 수정헌법 제4 조가
기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1967 년 판결들34)을 계기로 하여 수정헌법 제4
조의 보호 법익이 개인의 재산권이 아닌 ‘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립
되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4 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범위와 마찬가지로,
은행 고객의 권리와 고객의 금융사생활보호 범위를 분석한 판례들도 일관된 입
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금융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프라
이버시 보호를 다룬 사례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33) John Kaplan, “Search and Seizure: A No-Man's Land in Criminal Law,” 49 Cal. L.
Rev. 1961, pp.474, 476.
34) Maryland Penitentiary v. Hayden, 387 U.S. 294 (1967); Katz v. U.S., 389 U.S. 34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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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California Bankers Association v. Shultz 판결35)에서 1970
년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BSA)의 유효성에 대해 은행연합회, 은행 및 고객 일
부가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 은행비밀보호법이 수정헌법 제4 조에 보호대상으
로 규정된 은행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United States v. Miller 판결36)에서도 은행에 보관된 금융기록이 은행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사적인 기록이므로 수정헌법 제4 조의 이익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소환장에 의해 제출된 서류에 수정헌법 제4 조를 적용할 이
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Miller 사건의 경우 항소심법원은 고객의 은행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익을
인정하면서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에 의한 은행의 기록보관의무는 합
헌이지만, 그러한 기록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아닌 검사가 발부한 소환장에 의한 기록열람은 적법한 절차가 될 수 없으며, 은
행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면서 ① 은행기록은 은행의
것이고 예금자는 소환장에 대해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② 예금자가 자발적
으로 제공한 정보에는 합리적인 프라이버시의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
였다.37) 즉, 소환장에 의해 제출된 문서는 피고인의 ‘ 사적인 문서’가 아니므로 피
고인은 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문서는 단지 은행업무문서
일 뿐이다. 수표는 기밀자료가 아니라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유통금융상품이다.
재무제표나 입금전표 등 취득한 모든 문서는 거래과정에서 은행에 자발적으로
전달되고 직원에게 노출되는 정보만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은행기록에 담긴 정
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호를 많이 기대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형사사건 수
사나 소송 등에 이 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은
행기록보존을 의무화한 은행비밀보호법(BSA)을 제정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은행고객의 서류는 사적이지도 않아서 프라이버시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으며 수정헌법 제4 조의 보호대상도 아니라고 하였다.
3) 법률상의 금융프라이버시 보호

35) 416 U.S. 21 (1974).
36) 425 U.S. 435 (1976).
37) 425 U.S. 435, 442-4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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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은행비밀보호법(BSA)이 은행에 대하여 100 달러를 넘는 개인구좌의 입출
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어떤 절차로 은행기
록을 입수하느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위의 United States v.

Miller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는 은행거
래의 비밀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1978 년 11 월에 금융프라이버시권법(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38)이 통과되었고, 1979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금융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이다.
당시의 의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금융기관의 고객이 정부에
의한 개인 금융기록 접근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본 Miller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이 금융프라이
버시법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금융기록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고객의 금융기록은 금융기관의 ‘ 재산’ 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에 대해 자
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은 행정기관의 프라이버시
정보 취득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자신의 금융정보에 대한 예금자의 지위를 규정
하고 있다.
즉, ① 정부가 금융기록에 액세스하려면 취득하고자 하는 금융기록을 적절하게

(reasonably) 기재하여야 한다(제3402 조). 이것은 그 기재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
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정부에 의해 액세스가 허용되는
절차는 i) 예금자의 동의(customer authorizations)가 있거나 혹은 ii) 행정부의 제
출명령장(administrative subpoena and summons), iii) 수색영장(search warrants),

iv) 법원의 제출명령(judicial subpoena), v) 공식적 서면요구(formal written
request)에 의한 경우(제3402 조; 제3404 조 내지 제3408 조), vi) 대외 방첩활동기관
이나 국제테러에 대한 조사나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3414 조) 등에 제한된다. 그리고 ③ 예금자는 자신의 금융정보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이익이 인정되며(제3417 조),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가진다(제

3416 조).
이 법은 금융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다준 입법임에
38) Pub. L. No. 95-630. 92 Stat. 3679; 12 U.S.C. §§ 3401-3422, Chapter 35(“Right to
Financial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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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다른 민간주체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금융정보의 제3 자 제공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충분치는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행정
부의 집행명령이나 정식서면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은행기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금융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이 헌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본 종래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프라이버시권법(RFPA) 의 통과로 인해 개인의 금융기록을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시기나 방법이 명확해진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1) 자금세탁방지의 의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 불법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합
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혹은 “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
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법률상 개념으로는 이를 “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 조 제4 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 조 참조)하고 있다.
마약불법거래업자, 조직범죄단체, 테러분자, 무기불법거래업자, 신용카드사기단
등 범죄인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이
용한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며, 마약불법거래업자, 테러분자 등 범죄인은 이 자금세탁을 기반으로 범죄조
직을 확장한다.
자금세탁은 자산 및 재화의 가격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자금세탁 관련 국내외적 자금이동은 경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경시의 풍조를 조장함으
로써 합법적 거래를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은 사회 전
체의 윤리수준을 약화시키고 범죄활동의 영속화에 기여한다.39)

39) 김홍범, “자금세탁활동의 이해: FATF의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성진 외 7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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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면 그만큼 금융범죄가 줄어드는 것
은 물론이고, 그 밖의 중대범죄를 저지르려는 범죄인과 테러분자의 수단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각국은 국내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추세에 있다.

(2)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가치
만일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국가 금융기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세탁된 자금은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재반입되어 국가경제와 화폐질
서를 어지럽힌다. 그렇다면 자금세탁은 단순한 법집행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므로 탈세를 통해 세수를 줄이고, 불공
정한 경쟁과 금융체계의 교란, 경제발달의 저하, 범죄의 확산과 테러자금의 조달
등의 폐해를 가져와 사법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세탁은 사회
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가치
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상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
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국
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를 수
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세탁방지를 통해 지키려
고 하는 보호법익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한계
우리 헌법 제37 조 제2 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러
한 내용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본권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저,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총서 3, 도서
출판 한울, 200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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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청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하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유보의 원칙
이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
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
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
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여기서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
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만큼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 조 제2 항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법률로써” 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40)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 전부를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국
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현실
적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
40) 헌재 1999.5.27. 98헌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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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적인 사항이나 긴급한 집행을 요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헌법은 제75 조에서 “ 대통령
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 조에서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
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으로의 위임입
법을 인정하고 있다.
위임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법규의 정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임
입법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와 법치주의가 관철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
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에는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의 위
임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고, 모법에 구체
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만 허용된다.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의회입법과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41) 따라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헌법 제75 조가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권법률의 위임에 필요한 구체성이 어느 정도까지 준수되어야 하는지
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국민이 그 기본적 윤곽만이라도 예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위임입법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최
소한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이미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
터 행정입법에 의해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2) 여기
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
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
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43)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
41) 성낙인, 헌법학 제5판, 809면.
42) 헌재 1991.7.8. 91헌가4, 판례집 3, 336, 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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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포
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44) 그러나 처벌법규의 경
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기본권침해영역 가운데서도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가 가장 강하게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 처
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
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
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45)
2) 비례의 원칙
우리 헌법은 제37 조 제2 항에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
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법익의 균
43) 헌재 1994.7.29. 93헌가12, 판례집 6-2, 53; 1995.7.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5- 166
등 참조.
44) 헌재 1991.2.11. 90헌가27; 헌재 1993.5.13. 92헌마80; 헌재 1994.7.29. 92헌바49등; 헌
재 1996.10.31. 93헌바14; 헌재 1998.2.27. 95헌바59; 헌재 1998.6.25. 95헌바35등.
45) 헌재 1991.7.8. 91헌가4; 헌재 1994.6.30. 93헌가15등; 헌재 1995.10.26. 93헌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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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는 요청으로 나타난다.46)
입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요청은 행정과 사법 등 모든 공권력의 작동에 있
어서도 관철될 때 법치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하
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만 허용될 뿐 아니라, 보호되는 법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는 합리적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흔히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공권력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다음의 4 가지 세부원칙으로 분화하여 순차적인 검토의 단계를 거친다.
가. 목적의 정당성
우리 헌법 제37 조 제2 항 전단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그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 조 제2 항의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해당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특히 그 개인정보의 취급 단계별
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할 것이 요청된다. 가령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
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열람거부, 목적 외 이용, 대외적 공표 등이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허용되는 경우 그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 내지 방법의 적정성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
의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수단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성이란 실제로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예정된 인과관계로서 표현되는바, 이 인과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판단 내지는 입법자의 예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47)
46) 성낙인, 헌법학 제5판, 255면.
47) 헌재 1995.2.23. 선고 92헌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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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
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금융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
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일 개인정보의 비밀수집이
나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이란 추구되는 목적을 위해 여러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들 가운데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
리기 위하여는 먼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어야 하고, 다음
으로 이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택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다. 선택된
수단 이외에 목적 달성이 가능한 다른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수단들 중에
서 가장 제한 정도가 가벼운 수단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위헌이 되는 점에서 그
러하다.
금융프라이버시권과 관련지어 볼 때,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명백하
고 정당한 공적 과제의 이행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개인정보가 무한히 전달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관청의
과제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유에 있어서도 개인의 식
별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조속히 삭제하거나 익명화하는 조치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공개를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 국가의 조치가 적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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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목적의 사회적 및 정치적 가치와 합리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관은 그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결
정의 사회적․정치적 유용성과 또한 그 결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또는 감수되어
야 할 시민 및 전체 사회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두고, 양자가 이성적인 관계에
놓여 있도록 주의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침해의 정도와 그리고 위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근거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서,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불이익과 위 권리 침해를 포기하였을 경우에, 공
공의 복리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익의 형량을 어떻게 하고 이익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규범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헌법상의 이익에
정향(定向)되어져야 한다.48) 즉, 법익의 균형성은 목적 그 자체를 포괄적 상대평
가 속으로 이끄는 것으로 입법자의 목표 설정은 헌법의 가치질서에 비추어 측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표설정권한은 헌법상의 가치질서와 연결되는데 기본권의
핵심영역이 해당될 때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진다. 또한 법익의 형량은 침
해의 강도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 즉, 개인의 법적 지위가 예민하게 침해
받을수록 그 규정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보다 강해야 한다.
금융상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자기통제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의 이익이
그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적어야만 정당한 기본권제한이 될
수 있다. 보호이익과 피해이익 사이의 형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성질, 강도, 민감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개관
1. 한국의 자금세탁법제 개관
(1) 국제적 동향
불과 30 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금세탁은 몇몇 국가의 국내적 관심사에 불과했
었다. 1970 년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을 통해 자금세탁을 최초로 규
제한 미국을 필두로,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법률적 규제를 실시했
을 뿐이다. 하지만 1970 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 세계 금융경제의 자유

48) 헌재 2000.6.1. 선고 99헌마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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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합화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맞물리면서 1980 년대부터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광범한 지역에 걸친 자금세탁의 국제
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1980 년대 말에는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구체적으로 1988 년 12 월에 UN 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비엔나협약)과 바
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이 본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9 년 7 월에 G-7 의 결의로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
조치전담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이하 FATF)은

1990 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40 개 권고(Forty Recommendations, 이하 FATF 40)
를 발표하고, 동 권고의 이행을 전세계적으로 촉구하는 등 지금까지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적 활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한편, EU 에서도 1991 년에 독자적인 지침

(Directive 91/308)을 마련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난 약 10 년간의 신속한 국제적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거의 갖
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1 년 9 월 초에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1 년 11 월 말 이들 ‘ 자금세탁방지법’49)
의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우리나
라에도 뒤늦게나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에 FATF 40 이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행의 자금세탁방지법은 FATF 40 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본자세가 그리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제의 도입과 개정
1993 년 8 월 12 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전격적으

49) 이하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편의상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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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면서 지하경제 및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데 이어서

1994 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금융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자금세탁방
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4 년 12 월

7 일에 야당의 발의로 ‘ 자금세정규제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경제위
축 및 경기악화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닥쳐 법제화에 실패하였다.
이후 1995 년 12 월 6 일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을 제정하여 마
약류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부분적으로
나마 규제하기에 이르렀으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은 대단
히 미흡한 상태였다. 이어 1997 년 7 월에는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 이 정부안
으로 제15 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당시의 안은 혐의거래보고제도나 FIU 등이 전
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내용이었지만, 제대로 된 심의
조차 해보지도 못한 채 15 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2000 년에 들면서 정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
섰다. 그 취지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건
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함으로써 중대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2001 년 1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2
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FIU 를 설치하여 외환자유화를 악용
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고, UN 등
국제사회가 각국에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
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도 있었다. 2000 년 4 월 국무총리훈령으로 재경부에 FIU 구축기획단이 설치
되었고, 곧이어 2000 년 11 월 23 일 재경부가 입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안’과 재경부 및 법무부가 입안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재경
위와 법사위에서 수정이 가해졌고, 결국 2001 년 9 월 27 일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
한 법률로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 월 말부터 시
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자금세탁방지법제는 불법자금거래를 효율
적으로 차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ATF 등 자금세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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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강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
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2 년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3 년 들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문제가
국세청과 청와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04 년 6 월 정부는 현금
거래보고제도와 고객주의의무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이 개정안은 2004 년 12 월 29 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3) 자금세탁법제의 특징
1) 법제의 이원화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처벌에 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금융거래보고체계
에 관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분리하여 이원화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과 최근 새로 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내용상 깊은 상호연관성을 갖고는 있으나, 동
시에 각 법률이 다루는 특정의 고유 영역이 일부 존재하도록 자금세탁방지제도
가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금세탁은 특정
금융거래보고법이 아닌 범죄수익규제법이 다루고 있다. 반면, 탈세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외화도피는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다룬다. 또
한 마약류불법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 아닌 마약류불법거
래방지법에서 별도로 다루게 된다.
2) 국제적 기준과 국내 여건의 조화
두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국
제기준(FATF 40 개 권고사항)과 국내 여건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편으
로 정부는 대외적으로 전제범죄의 확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금융정보분석
기구(FIU) 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필요가 있고, 대내적으
로는 2001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 단계 외환자유화가 재산의 해
외도피 및 불법자금 유출입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합금융정보체
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
의 마약류 범죄 2 종 이외에 범죄수익규제법을 통해 36 종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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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함으로써 자금세탁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고 금
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정부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
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현금거래선호 성향과 금융비밀보장 요구 등 국내 여건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국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제기준 및 국내 경제여건에 적합한 최소한의 정보수집․분
석․제공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법개정을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객주의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더 가까이 다
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래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범죄수익규제법은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 …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
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
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 제1 조).
동 법률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정되는 특정범죄의 범위,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범죄수익 등의 몰
수 또는 추징 요건, 그리고 국제공조 등을 다룬다.

(1)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이 법률에서는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
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를 자금세탁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
고 있다. 즉,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3 조), 범죄
수익 등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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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정범죄는 “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
표에 규정된 죄” 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 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장기 5 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거액
범죄수익의 발생 가능성․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입법례, 국제협력의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24 개 법률에 걸쳐 선정된 36 종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별표 제15 호의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1 항 및
제2 항의 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부분이다. 이를 자금세탁법의 전제범죄로 할 것
인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부패정치의 추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
라 특정범죄로서 규정되었다.

(2) 범죄사실 확인시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 조 제1 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
관 등(이하 ‘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2 조 제2 호의 규정
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5 조 제1 항). 이러한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금융기
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
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 조 제2 항).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제5 조
제3 항).

(3)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할 수 있는데(제8 조 제1 항),
이러한 몰수는 원칙적으로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8 조 제1 항). 만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
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으나( 제10 조 제1 항),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10 조 제2 항).
한편, 몰수대상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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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때에는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
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8 조 제2 항).
그 밖에도 범죄수익규제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
벌규정을 두고 있다(제7 조).

(4) 국제공조의 실시
특정범죄와 제3 조 및 제4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
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제11 조 본문).
다만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
진 경우 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 조 및 제4 조
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
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 조 제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제11 조 단서).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 하여 “ 범죄행위를 예방
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제1 조) 이를 위해 동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혐의거래보고
제도의 도입, 금융기관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내
부보고시스템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 국내적․국제적 관련 기관간
정보교환, 금융거래 비밀보장원칙과의 조화 등을 다룬다. 동 법률은 부분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보완된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한다( 법률 제3 조). 금융정보분
석원의 주요 업무는 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 혐의거래보고 관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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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 감독 및 검사, 그리고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동향 및 방지대책의 조사 및 연구, 금
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훈련의 지원 및 상담,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등도 담당한다(시행령 제5 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
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 제3 조).

(2) 혐의거래보고제도(SAR)의 도입
1) 의무적 보고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금융기관 등50)은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
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이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 등은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 규
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 범죄수익규제법 …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수
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법률
제4 조 제1 항).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은 외국환거래 등의 경우 “1 만 미합중국달
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으로, 기타의 금융거래의 경우
에는 “2 천만원” 51)으로 각각 정해진다(시행령 제6 조).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률 제17 조).
2) 임의적 보고
거래 규모가 이러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
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
고할 수 있다.”( 법률 제4 조 제2 항)
50)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전영업자 등 비은행금융기관
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FATF의 권고 8을 충족한다.
51) 종래 5,000만원이던 것이 2004년 1월 20일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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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혐의거래의 규모가 이
기준을 넘어설 때만 금융기관 등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여부를 금융기관 임의결정사항으로 두는 방식이다.

(3)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별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한다(법률 제5 조). 이
것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부담
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내부보고시스템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의한
무고․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고객금융비밀의 보호장
치라는 의미도 갖는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본점의 보고책임자는 지점에서 보고된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기관
명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가운데 금융지
주회사․신용보증기금․환전영업자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부보고시스템
의 구축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법률 제5 조 및 시행령
제10 조).

(4)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권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을 감독․검사한다(법률 제11 조 및 시행령 제

15 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률 제4 조(금융기관 등의 보고 등) 및 제5 조(금융기
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권․검사
권․제재권(시정명령권 및 임직원징계요구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한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의
실제 수행은 기존 감독기관(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행정자치부장관․산업
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새마을금고
연합회장)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감독기관에 검사권을 위탁함으로써 검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면서, 금
융정보분석원이 혐의거래보고 및 특정금융거래보고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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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제공의 요구 및 제공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세관장․외환정보집중기관장으로부터 외국
환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권한을 가지며(법률 제6 조 및 시행령 제11
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장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장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법률 제10 조 및 시행령 제14 조).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경찰청장․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법률 제7 조). 이러한 제공․요청․교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는 선의의 금융비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특정금융거래정보로만 한정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다( 법률 제8 조).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의무가 금융거래비밀보장원칙과 조화될 수 있도
록 “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과 수사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누설 및 목적 외 이용을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9 조
및 제13 조).

(6) 개정법률(일부개정 2005.1.17. 법률 7336호)의 주요 내용
개정이유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와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신인
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
무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이었다. 이 법은 공포된 날(2005.1.17.) 로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예외적으
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제4 조의2) 와 고객주의의무(제5 조의2)에 관한 내용은 금
융기관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 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부칙 제1 조). 그 주
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법 제4조의2 신설)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5,000 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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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도록 하되,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현금 거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
는 일상적인 현금거래 등의 경우 이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융거래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보고대
상이 된다.
2) 금융기관 등의 고객주의 의무(법 제5조의2 신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3)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7조 제1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만 제공하던 것을 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 관련 혐의정보도 여타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검
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법 제10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외에 고액현금거래정보 또는 외국환거
래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금융거래보고제도와 금융프라이버시
미국은 혐의거래보고제도(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외에, 현금반출입보고제도(CMIR: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 report), 국외금융자산보고제도(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

카지노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

currency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기업의 1 만 달러 수취거래보고(IRS Form 8300) 등
모두 여섯 종류의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ect transaction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SCTR: significant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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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report) 외에, 현금반출입보고제도(ITR: international transfer report)와
국제자금이체보고제도(IFTIR: international funds transfer instruction report) 등 모
두 네 종류의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호주 이외에, 캐나다와 파나마도
혐의거래보고제도에 객관적 유형의 보고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금융거래보고제도 가운데 오로지 혐의거래보고제도(SAR) 만이 주관적으로
의심스런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주관적 모형(subjective model)이
라 할 수 있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나머지 보고제도는 객관적 요건
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모형(objective

model)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초 현금거래정보의 노출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금융
기관 이용 기피현상을 부를 수 있다는 점과 혐의거래보고제도가 고액현금거래보
고제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혐의거래보고제도(SAR)만을 채택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개정법
률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도 도입하게 되었다. 그 밖에 일부 선진국
이 활용하고 있는 고액외환거래보고(CTRF: Currency Transaction Report for

Foreign

Exchange),

국제자금이체보고(IFTIR:

International

Fund

Transfer

Instruction Report), 현금반출입보고(CMIR: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
Report) 등 여타 보고제도는 법률 제6 조 및 시행령 제11 조에 의해 금융정보분석
원이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고액외환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
어서 도입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각종의 금융거래보고제도 가운데 우리의 법제가 도입하고 있는 혐
의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중심으로 그 의의, 입법례, 장점과 단
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시행으로 인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를 검
토해보기로 한다.

1. 혐의거래보고제도
(1) 의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에 보고하는 제도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거
래보고제도 중 주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특정금융거래법에
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그 관련 사항을 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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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분석기구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금융기관 등52)은 “ 금융거래와 관련하
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이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 등은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 범죄수익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법
률 제4 조 제1 항). 여기서 혐의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도 하는 것으로, 금융
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의 수수라는 의심
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이다. 금융거
래가 의심스러운지 여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
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2) 비교법적 고찰
캐나다가 FATF 40 개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 2001 년 11 월부터 금융기관의 혐
의거래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FATF 의 모든 회원국이 혐의거래보고제
도를 시행중이다. 그리고 1991 년 EU 이사회지침에서도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도
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범위는 의심의 정도나
기준금액 등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1) 영국

1986 년 마약불법거래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1986)에 의하면 누구나
거래나 영업의 과정에서 타인의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을 갖게 된 경
우 당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26 조 제2 항).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5 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개를 제한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용
자의 항변이 제출된 경우와 보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52)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전영업자 등 비은행금융기관
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FATF의 권고 8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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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다. 한편, 이러한 정보를 보고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2) 스위스

1997 년 스위스 자금세탁법에 의하면 은행, 펀드매니저, 보험사, 증권중개인 등
의 금융중개인(financial intermediaries)은 혐의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출업자, 지불서비스, 은행권, 외환, 금, 물품, 담보 등의 거래소,
투자자금거래소, 재산관리, 투자상담소 등도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나 사업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나 혹은 자산이 불법적으로 취득
한 것이라거나 범죄조직이 그 자산의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의심이 들 경우, 금융
중개인 등은 상당한 혐의(well-founded suspicion)를 가지고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밝혀야 한다. 단, 거래가 명백히 합법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혐의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한 경우, 그 자금은 관계 수사기
관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즉각 동결되는데, 그 결정기간은 5 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금융중개인이나 기타의 자는 조사가 진행중인 관련 당사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혐의거래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0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이나 138,000 미국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독일

1991 년 EU Directive 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3 년 9 월 24 일 자금세탁방지법
(GwG) 이 제정되었고, 이것은 그 적용대상기관을 종래의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
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2002 년 8 월에 개정되었다.
동법은 혐의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두 연
방범죄수사청(BKA) 내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변호
사, 세무사 등이 자기거래가 아닌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취득한 혐의
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4) 미국
은행비밀보호법(BSA)에 따르면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 등에 대
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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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5318(g)(1)).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혐의거래를 처리했다는 사실
을 알거나, 그런 의심이 들거나, 또는 그렇게 의심할만한 근거(reason to suspect)
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혐의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1996 년 2 월 제
정된 혐의거래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부자의 정보남용이 이용된 거래, 합
계 5,000 달러 이상의 거래로 연방법을 위반하였고 혐의자가 확인된 경우, 혐의자
의 확인과 상관없이 합계 25,000 달러 이상의 연방법을 위반하는 거래, 잠재적인
자금세탁 혹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5,000 달러 이상의 거래에서 은행이 혐
의를 인지하였거나 거래에 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자
금이 불법적인 자금에서 유래되었을 때, 혹은 불법자금을 은닉 또는 위장하거나
그것을 의도하였을 때, 연방정부의 보고의무사항을 피하려 하는 것을 인지할 때,
은행비밀보호법을 위반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인지할 때, 은행이 상황을 파악하여
정상적인 거래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때에는 혐의거래보고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C.F.R. § 103.18).
한편,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 등은 고객 등에게 자금세탁 수사의 착수를 누설
해서는 안 된다(31 U.S.C. 5318(g)(2)). 한편,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 등이 이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계약위반의 책임이 면제
된다(31 U.S.C. 5318(g)(3)). 이는 고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금
융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금융기관의 애
로를 덜어주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1 년 USA PATRIOT Act에 의해 은행뿐만 아니라 담보알선, 거래기관
에도 보고의무가 부과되었다.
5)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 1988)은 탈세,
법률위반 또는 범죄활동에서 유래하는 금전을 포함한 거래(현금거래 여부를 불
문) 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grounds to

suspect)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를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6) 일본
일본의 조직범죄처벌법은 제54 조 내지 제58 조에서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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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마약특례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확충
을 꾀하고 있다. 동법 제54 조는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거
래상대방이 범죄수익은닉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청 산하의
특정금융정보실(JAFIO) 에 보고할 의무를 각 금융기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7) 1991년 EU Directive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를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나 법집행당국에 보
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은 요청받은 모든 정보, 문서 또는
기록을 회원국의 관계당국에 제공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진다(제6 조). 다만 일부 기관이나 그 직원이 관계당국에 민감한 정보를 보고 또
는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개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제9 조 제2 항).
동 지침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세탁수사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제출할 의
무를 부과하는 한편, 대부분의 가맹국이 고객정보의 누출을 금지하는 법을 규정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고객정보의 제출에 따른 금융기관 등 직원의 민형사
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자금
세탁수사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면서도, 목적 외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국이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53)
한편, 2001 년 9 ․11 사태를 계기로 하여 유럽연합은 1991 년의 지침을 강화하기
에 이르렀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들도 혐의거래
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8) 2003년 FATF 40 권고사항
금융기관은 자금이 범죄의 수익인 경우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다는 의심
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resonable ground to suspect) 가 있는 경우 법
률이나 규정에 따라 그 혐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
서 혐의거래는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이상 그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되어야 하
며, 반드시 조세문제와 관련이 있을 필요도 없다( 권고 13).
금융기관, 이사, 직원, 고용인 등이 선의로 FIU 에 혐의거래보고를 하였다면, 비
53) 이상: Ayman Rizkalla, “Money Laundering: The European Approach”, 13 Tul. Euro.
Civ. LF 111, 1998,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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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 전제범죄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불법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나 법률 등에 의하여 부과된 정보누설금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사, 직원 그리고
고용인 등이 혐의거래 또는 관련 정보가 FIU 에 보고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고객으로 하여금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경우는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권고 14).
이러한 보고의무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비금융기업 및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상품딜러 등 6 대 전문직종)에까지 확대 적용
된다. 다만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는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
는 동안 획득한 정보가 직업상 비밀이나 직업적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혐의
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권고 16).
9) 평가
미국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입법례에서는 거래의 금액을 불문하고 불법의 혐의가 있는 이상 모든 거래
를 보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시 요구되는 의심의 정도와 관련하여 영국, 독
일, 미국, 일본 등은 의심의 근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호주,
스위스, FATF 40 권고사항 등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자의 입법례에서는 보고의무의 대상을 후자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넓게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혐의거래라고 하더라도 보고가 의무화되
는 것은 일정액 이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거래보고제도를 통해 그 허
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자금세탁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금
융기관의 의심에 “ 합당한 근거” 가 있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고도의 의심을 요하
는 호주나 스위스의 입법례에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의 의지가 소극적일 경우 이것은 혐의거래보고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필요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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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에 대해 금융기관 자신의 주관적인 판
단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관계 당국과 유관 금융기관들이 모여 이에 대
한 판단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최종적으로 무엇이 의심있는 거래인
가에 대해서는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의 내역
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금융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종의 금융
정보가 금융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금융정보원이나 검찰청 등 제3 의 기관에
게 제공되어 분석의 대상 또는 수사의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 의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 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
다는 점에서 혐의거래보고제도(SAR) 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
래를 반드시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자금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
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일정
한 액수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신
고하게 하면 범죄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과 고액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후에 수사단서가 잡히거나
혐의거래로 파악되더라도 이미 고액거래로서 관계당국에 신고된 만큼 수사자료
의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액현금거
래보고제도(CTR) 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2005 년 1 월에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
정하면서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도
입되었다. 동 개정법률 제4 조의2 에서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5,000 만원 이하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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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과의 현금 거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거래 등의 경우
이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에 금융거래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보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2) 입법례
1) 미국

1970 년 은행비밀보호법(BSA)은 $ 10,000 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의 보고를 의
무화하였으며, 1986 년의 자금세탁통제법은 보고의무를 탈피할 목적으로 거래 금
액을 소액으로 분산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보고의
무를 부과하는 경우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이외에도, 국제지급수단이송보고

(CMIR),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규정의 내
용을 살펴본다.
① 국내현금거래의 보고(CTR):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에게 미국 통화의 지급,
수취, 이전에 관한 거래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31 U.S.C. § 5313). 동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액 10,000 달러가 넘는 현금이나 기타 지급수단의
입금․출금․이체․교환할 경우 보고할 의무를 진다(31 C.F.R. § 103.22 (2001)).
다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의 활동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② 외환거래의 기록과 보고(FBAR): 재무부장관은 외국은행에 유치하고 있는
계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31 U.S.C. § 5314).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
은 연말 소득신고시 외국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 대상거
래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통화교환 및 기타 지불과 송금 등이 포함된다. 만일
금융기관이 다수의 거래 이상이 출금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경우 금융기관은 다
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취급해야 한다(31 CFR 103.22).
③ 지급수단의 해외거래 보고(CMIR): 재무부장관은 개인에게 10,000 달러가 넘
는 현금이나 기타 지급수단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의 보고
를 요구할 수 있다(31 U.S.C. § 5316).
2)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1988 년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54) 제7
54) 이 법의 원래 명칭은 1988년 현금거래보고법(the Cash Transaction Reports Act 199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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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하면 은행, 신용기관, 카지노 등 금융거래업자는 10,000 호주달러 이상 상
당 화폐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의 거래( 고액현금거래), 카지노 등의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10,000 호주달러 이상 상당의 도박거래(고액도박거래), 10,000 호주달러
이상 상당 화폐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의 소지 또는 우편에 의한 호주 국내외로
의 반출입(국제현금반출입), 액수에 상관없는 전신환 및 현급이체거래(국제자금이
체거래)를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 에 보고하여야 한다. 혐의거래의 경
우에는 탈세, 법률위반 또는 범죄활동에서 유래하는 금전을 포함한 거래( 현금거
래 여부를 불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grounds) 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를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 에 보고하여
야 한다.
3) 기타
캐나다에서도 은행,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딜러, 환전업자, 회계사( 법인),
부동산 중개인, 카지노 등에 대해 CAD 10,000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바하마의 1995 년 자금세탁(범죄수익) 법(Money Laundering(Proceeds of

Crime) Act)은 미국과 유사한 보고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4 조), 브라질의
1998 년 자금세탁법안(Bill on Money Laundering)에서도 국내은행과 해외금융기관
의 지점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거래를 국가금융활동통제위원회

(Financial Activity Control Board)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1 조 내지 제
13 조).55)
그 밖에도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점차 그 도입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3) 문제점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를 도입할 경우 지나치
게 많은 신고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정보분석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실제 자금세탁과 관련해 혐의가 있는 거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55) Konstantinos D. Magliveras, “The European Community's against Money Laundering:
Analysis and Evaluation,” 5 ILSA J. Int'l & Comp. L. 93, 1998, pp.103-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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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다수가
혐의거래보고제도(SAR) 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을 신고할 경우 금융거래가 위축된다거나 경제회복과 안정에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식의 지적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보고하게 되면 모든 개인은 잠재적 범
죄자로서 취급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민의 금융
거래가 상당수 국가에 의해 감시되는 상황을 두고 소위 Big Brother 사회의 도래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 헌법상 개인의 정보대상화
에 따르는 인격권의 침해 내지 원치 않는 금융거래정보의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
시권의 침해 등의 문제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의 법원에서 이
미 심리한 사례가 있는바, 아래에서 우선 미국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4) 미국의 관련 판례
1) California Bankers Association v. Schultz
이 사건은 은행고객, 은행, 캘리포니아은행연합회, 미국 인권연합 등이 당시 미
재무부장관이자 은행비밀보호법 시행을 담당했던 John Connally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 소송사건에서 원고측은 은행비밀보호법(BSA)을 시행하게
되면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 즉 불합리한 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보
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과 규정을 시행하려는 재무부장관의 시도
를 저지하려고 했다.
먼저, 하급심판결56)에서는 은행비밀보호법을 분석하여 이를 (i) 기록유지, (ii)
해외금융거래보고, (iii) 국내금융거래보고의 세 가지 의무로 나누면서, (i) 기록유
지의무와 (ii) 해외금융거래보고의무 부분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iii) 국내금
융거래보고의무의 조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여 수정헌법 제4 조에 위
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당국에 대한 보고와 당국에 의한 감시의 문제를
다룰 때 국내 감시와 타국이 개입된 경우 감시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국내 사
건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타국이 개입된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미국 내외로 이동하는 5,000 달러 이상의 금융상품 거래보고의무 등 해외금융

56) Stark v. Connally, 347 F. Supp. 1242 (N.D.Cal. 1972).

2005. 9.]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69

거래보고의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고유한 판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보고의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
다. 우선 당 법원은 사법적․행정적 소환이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도 혐의거래
를 포착하는 감시수단으로 금융기관 및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의 내역을 보
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당국의 광범위한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4 조에 비춰볼 때 부당한 수색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은행비밀보호법(BSA) 이 미국 재무부장관에게 잠정적인
불법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감시수단으로 은행이나 고객이 국내금융거래를 무한
정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 동법은 미국 대법원이
권리장전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규정해온 헌
법적인 한계를 초월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Stark 사건의 상고심인 이 판결57)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의 근거가 되는 은행비밀보호법(BSA) 상의 국내금융거래보고의
무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법령은 자동 발효되지 않으며 재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형법상․민법상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급심이 이런 식으로 논점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
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는 본 법에 규정된 자신의 광범위한 권한으로 어떤
보고의무를 부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권한으로 어떤 보고의무를 부여했
느냐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행비밀보호법(BSA)은 기록보존과 형법, 세제, 규
제상 수사나 절차에 요긴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규정한 보고의무는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
다고 하였다. 더욱이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액을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액현금거래를 보고해왔으며, 은행비밀보호법을 통
과시키는 과정에서 의회는 보고의무규정이 이미 있음을 알게 되었던 점을 상기
시켰다. 그리고 은행비밀보호법의 보고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당 법원은 의
무규정이 명확함을 강조했다. 당 법원은 미 재무부 규정에 나온 기록보존의무로
인해 은행에 불합리한 부담이 가중되고 시민 생활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으로 전
락해 적절한 절차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은행측 주장을 고려했다. 이런 보고
의무규정은 이전에도 있어 왔으며, 은행이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라
57) California Bankers Association v. Schultz, 416 U.S. 21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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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당 법원은 연방정부가 보증한 예금을 보유한 은행의 경우, 보고의무는
은행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특히 대법원
은 재무부가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거액이라면 비정상적인 현금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국내금융거래 보고의무가 미 수정헌법 제4 조에 규정된
은행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 U. S. v. Kaatz 사건58)
이 사건은 세 형제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거래한 거액의 현금거래내역에 대
해 은행이 현금거래보고를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이 발단이 되었다. 이들은 100,000 달러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매하려고 현
금 96,000 달러를 썼다. 재판정에서 은행창구직원은 이들 중 한 명이 거의 매일
은행에 두 묶음의 수표를 가져와 한 묶음은 철물점 계좌에, 나머지는 총액이

4,002,500 달러에 달하는 현금으로 교환했다고 증언했다. 국세조사국 직원은 재판
정에서 이들이 직접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보여주는 예가 없다고 증언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원심은 이 세 형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은행의 조치가
적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Kaatz 법원에서도 원심의 유죄선고는 정당하고, 은행기록
에 보관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프라이버시의 기대가 없으므로 은행이 고객
에게 알리지 않고 현금거래보고(CTR)를 국세조사국(IRS)에 보고하도록 한 은행
비밀보호법의 보고의무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Miller 사건의 영향으로 제정된 금융프라이버시법(REPA) 의 제한 규정도 개인의
금융기록의 무차별적이고 부적절한 유통에 대한 보호규정일 뿐이므로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여부
(1) 금융거래보고제도와 금융프라이버시권의 관계
금융기관 등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고액인 금융거
래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금융거래 당사자의 의사
58) 705 F.2d 1237 (10th Ci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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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금융정보원이나 검찰청 등 제3 의 기관에게 제공되어 분석의 대상
또는 수사의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기록이 금융기관 등을 벗어나 국가기관에 보
고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추정적 의사는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의
거래관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나 기관에 회람해도 좋다거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개인의 금융거래가 일단 국가기관에 제공되면, 국가는 금융거래의 패턴
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비록 개별 데이터 자료로는 프
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 데이터의 통합분석으로 개인의
활동, 관심, 접촉하는 사람, 습관 등을 알 수도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 등에 거래
의 혐의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나아가 혐의성이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등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거래계약을 맺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그것으로부터 추출되는 사생활정보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하거나 제공
혹은 공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59) 따라서 이에 대해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충족 여부
특정금융거래법은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
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일 때, 그리고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 규
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 범죄수익규제법 …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수
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 금융기관 등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률
제4 조 제1 항).
한편,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하여서는 “5 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를 제외한다) 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
59) 진경준, 앞의 논문, 211-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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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 현금 등” 이라 한다)” 을 지급하거나 영수
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제4 조의2 제1 항). 그러한 “ 보고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 조의2 제3 항).
여기서 보고의무의 부과는 특정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으로 이로 인
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혐의거래에 있어서 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액 하한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은 혐의거래보고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는 어렵고,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 그때그때의 사정에 맞
춰 대통령령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준금액에 상한선이 정해
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가 면제되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져 있고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대강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결국 금융거래보고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비례원칙의 충족 여부
첫째, 자금세탁의 방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내지 공동체의
존립 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사유 가운
데 특히 질서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세
탁방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나 특별히 고액인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
관 등이 보고하도록 하면 자금세탁행위의 차단과 범죄자금의 조달 억제에 있어
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혐의거래보고의 의무부과는 자
금세탁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금세탁을 방치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막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정
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단초로서 활용
되는 보고의무의 부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하나로 혐의거래보고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해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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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훈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혐의거래들
이 신고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며, 나아가 금융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정책을
통해 은행원들이 고객들의 신상이나 범죄관련 가능성에 대해 포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예가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혐의거래보고제도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시
스템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금융거래상황을 보면 은행에는
항상 줄이 길고 고객과 은행원간의 대화는 매우 짧게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고객
들의 신상이나 고객들의 범죄관련 가능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현
재 상황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를 도
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넷째, 금융거래의 비밀을 제3 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금
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나, 거래관계의 유지에 필수
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고객에 대해
알리는 것은 금융기관 등에게 가혹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의 착수사
실이 고객 측에 알려질 경우 자금세탁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금융정보의 제공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보고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안적 해결의 모색을 충실히 하
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고객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미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경기회복의 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형법 제361 조에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고 기타
관련 특별법들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1990 년대 통일 이후에
도 자금세탁법의 전재대상범죄를 확대해왔다는 점을 볼 때 자금세탁방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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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미
국․호주 등 일부 국가는 혐의거래보고제도 이외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현
금거래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이들 나라에서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정보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여타 보고제도를 통한 정보는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사후 확인이나 재산의 소재
지 파악 등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FATF 도 혐의거래보고제도 이외에 여타
보고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에 대해서 Schultz 사건, Kaatz 사건 등을 통해 판
례법상 합헌성이 확인된 바 있는데, 그 논의의 기본적 함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으로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거액이라면 그에 대한 보고를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거
래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
령령에 위임되는 보고대상금액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 관건이 될 수 있다.

4. 보고기준금액의 설정 문제
(1)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기준금액
1) 현행 제도의 특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면, 혐의거래의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거래
가운데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준에서 의심의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만 의무적
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4 조 제1 항),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혐의거래는
의무보고가 아닌 임의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법 제4 조 제2 항).
이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혐의
거래보고제도와는 다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도
가 아니라 보고의무기준금액제도이다. 이와 같이 변형된 제도를 도입한 것은 “ 자
금세탁방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과 금융거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 조 제1 항에 의하면 현재
외국환거래는 미화 10,000 달러, 비외국환거래는 2,000 만원이 각각 혐의거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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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의 기준금액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자본
해외도피의 방지 목적으로 현행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금액수준과 동일하게 결
정되었다. 그리고 당초의 원화거래의 기준금액도 국내 현금거래의 수준, 금융기
관 이용실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부담,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
려하여 설정하였다고 한다.
비외국환거래의 경우 종래 5,000 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혐의거래의 보고 의
무가 발생하는 최저 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2
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던 것이다.
3) 문제점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시행에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대해 금융기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상 관계 당국과 유관 금융기관들이 모여
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엇이 의심있는 거래인
가에 대해서는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는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더라도 금융기관 등이 고의나 과실
에 의해 그 거래의 혐의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거래의 혐의성은 명백하지만 그
금액이 보고의무가 적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기구(APG) 등
주요 국제기구는 우리의 혐의거래보고제도에 있어서 설정되어 있는 2,000 만원의
금액기준을 아예 없앨 것을 권고한 바 있다.60)
4) 외국의 사례
앞서 본 바와 같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미국을 제
외하고 이러한 보고의무기준금액을 두고 있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가령 2003
년 FATF 40 에서는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이상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보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권고 13),61) EU 의 1991 년 Directive 에서도
60) 한국일보 2004.3.31.
61) INTERPRETATIVE NOTES, Recommendation 13, 1. 참조.

276

成 樂 寅․權 建 甫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3호 : 227∼297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제6 조).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고객주의의무 내지 신원확인의무에 있어서는 일정
한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혐의거래보고 그 자체에는 금액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5) 개선방안
해외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변형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융기관의 부담과 금융거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물론 현행 법제 하에서도 소액의 분할거래를 통하여 기준금액제도를 피해가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체 거래의 합계액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는 하다.
하지만 그 경우 분할된 소액의 거래들 사이의 단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이 아니며, 단일의 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금세탁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조사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혐의거래보고의 기
준금액을 존치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입법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기관의 부담과 금융거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의 도입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면 충분하다
고 본다. 결론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기구(APG)의
권고를 수용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에 있어서 설정되어 있는 2,000 만원의 금액기
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기준금액
현금거래보고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현금거래의 성향, 수준 등을 고려
하여 결정되므로 나라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는 모두 10,000 달러를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각자 자국의 화폐단
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는 차이가 난다.62) 최근의 환율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900 만원 내지 1,200 만원의 정도

62) http://www.kofiu.go.kr/HpMainFset.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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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 년 1 월에 개정된 법률에서 “5 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
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 현금 등” 이라 한다)” 을 보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 조의2 제1 항 본문). 이에 따라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겠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정하기 위한 동법시행
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얼마 전까지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경제계 등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각자 다른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세부적인 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상
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63)
• 재경부의 안: 5 천만원 이상
• 열린우리당의 안: 2 천만원 이상
• 경제계의 의견: 1 억원 이상 ( 원칙적으로 CTR 도입에 반대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1 억원 이상의 현금거래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
이상의 어떤 기준금액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
진국의 수준( 약 900 만원-1,200 만원)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우려
하기는커녕,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법의 실효성을 제
고하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2 천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전세대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상거
래결제대금 등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한편, 기준금액을 1 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어렵사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금액의 설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금융프라이버
시권과의 조화는 물론이고, 혐의거래의 보고대상이 되는 기준금액과의 상관관계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혐의거래보고(SAR) 의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63) 한국세정신문, 2004.9.20., http://www.taxtimes.co.kr/paper/ndview.cgi?ecd=27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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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조건으로 할 때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 기준금액을 5 천만원 정도로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경우 기준금액은 5 천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정보제공요구권과 영장주의
1. 문제의 소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한 경우 특정금융거래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 요구,
금융기관 등의 장에 대한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
료의 제공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에 의하여 자료64)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
제10 조 제1 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0 조 제2 항).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혐의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
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
관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0 조 제3 항). 이상의 경우에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
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법 제10 조 제4 항).
그런데 여기서 특히 금융기관 등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요구권, 즉 계좌추적권은 그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
정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불법한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었을 경우 그 자금의 출처
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계좌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 계좌추적을 할 수
64) 호적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
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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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예금비밀의 보호 내지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의
요청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거듭하다가 결국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한하여 계좌추적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영장주의와의 관계 및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 등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2.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정보제공
1997 년에 제정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제3 조 제1 항)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 조 제1 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융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경우가 광
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법 제4 조 제1 항), 법
원의 제출명령이 있거나 수사기관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법 제4 조 제1 항 제1 호),
그리고 특별한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른 법령으로 기타 국가행정기관의 정
보제공요구를 인정하는 경우(법 제4 조 제1 항 제2 호 내지 제4 호, 제6 호 및 동조
제6 항) 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나 취득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 조 제3 항” 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동조 제6 항
제6 호).
아무튼 이처럼 국가행정기관의 금융정보제공의 요구는 대체로 소위 ‘협조요청
공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위 계좌추
적권을 행사할 경우 이것은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금융실명법상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예금비밀은 그 동안 엄격히 통제되지 않
고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요
구를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지만, 그 반면에 불법자금의 금융거래
에 대한 통제는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65)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제
고시켜 음성불로소독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
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탈세, 뇌물, 부동산투기, 불법정치자금 등 음성적 자금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탈법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며 부정과 비
65) 최정학, “공공부패의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3.2.
136-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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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방지한다는 데에도 그 도입의 취지가 있다.66) 그렇다면 금융실명제는 실명
의 건전한 금융거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뿐, 단지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졌
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자금의 거래까지 보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실명의 금융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비밀보호를 내세워 불법자금의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비밀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이라
는 기본권적 법익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국
가와 공공기관 앞에 개인은 언제나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사생
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헌법도 사생활의 비밀을 기본권적 가치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한 헌법해석에 달려 있으며, 그 해결은 사회개혁과 부패통제라는 공공
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보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3.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1) 영장주의의 의의
헌법은 제12 조 제3 항에서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함께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제한에 해
당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
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 크다. 이에 헌법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
되는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67)

66)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 3년의 성과와 과제, 1996, 6-7면.

2005. 9.]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81

(2) 예외의 인정가능성
그런데 수사기관 이외의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에 영장을 얻어서 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는 수사절차와 관련하여서만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조사활동이 강제절차로서의 성격을
띠는 이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기본권침해의 상황에 대해서도 영장주의의 적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하지만 수사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강제절차에 있어서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
리에 따라 입법에 의해 그 예외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제절차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특정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바, 이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
는 한 그것이 헌법상 용인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를 준수하는 한 영장에 의하지 않는 계좌추적을 법률로써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금융거래정보의 특수성과 영장주의
(1) 견해의 대립
금융거래정보가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즉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가를 둘러
싸고 그 해답이 분분할 수 있다. 크게 볼 때 이것을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영장주의가 엄격
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68)이 있다. 둘째, 금융거래내역이 거래상의 기록에 불
과하여 프라이버시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도 그에 관한 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69)가 있다. 셋째, 설령 금융거래내역이 헌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비밀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라든
67) 헌재 1997.3.27. 96헌바28 등.
68) 서보학, “예금자비밀보호와 계좌추적의 요건 및 한계”, 형사정책 14(1), 2002, 214-216면.
69) 미국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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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써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70)가
있다.

(2) 입법례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금융거래정
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먼저, 미국의 경우 금융프라이버시
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71)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의 동의

(customer authorizations)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s)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judicial subpoena)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행정부의 제출명령장(administrative
subpoena and summons) 이나 공식적 서면요구(formal written request)에 의해서도
금융거래정보의 공개요구를 할 수 있다( 제3402 조; 제3404 조 내지 제3408 조). 뿐
만 아니라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로서 대외 방첩활동기관이나 재무부비밀검
찰부(Secret Service), 국제테러에 대한 조사나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임
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때 혹은 정부당국이 금융기록의 취득이 지체될
경우 사람의 신체상 위해, 재산상 중대한 침해,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융
기록의 제출이나 공개가 허용된다( 제3414 조). 한편, 연방대법원도 John Doe v.

United States 판결72)에서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이
수정헌법 제5 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73)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 형
사소송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에 관한 서류나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
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검사와
검사의 보조공무원이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할 수 있으며(제98 조, 제105 조),
검사는 법관의 영장이 없이도 수색의 대상자에게 속하는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어서(제110 조 제1 항) 은행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74) 또한 1999 년 체결된 유럽의 부패에 관한 형법조약(Criminal Law

70) 신동운, “금융실명제와 금융고객의 비밀보호”, 김건식․남효순 공편, 금융거래법 강의,
법문사, 1999, 585면.
71) Pub. L. No. 95-630. 92 Stat. 3679; 12 U.S.C. §§ 3401-3422, Chapter 35(“Right to
Financial Privacy”).
72) 487 U.S. 201, 108 S.Ct. 2341 (1998).
73) John Madinger & Sydney A. Zalopany, Money Laundering: A Guide for Criminal
Investigators, CRC Press: Florida, 1999, pp.294-295. 참조.
74) 신동운, 위의 글, 584-5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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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Corruption)에서도 부패범죄의 증거로서의 압수대상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정보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은행의 금융정보비밀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제

23 조 제3 항).
(3) 검토
생각건대 우선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들어
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기록이라기보다는 단지
거래상의 자료(business records)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
방대법원도 원본수표와 예금자료와 같은 것에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
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표 등은 비밀스런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반 상
거래에서 이용되는 양도가능한 증권에 불과하고, 기타 금융거래 서류들도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자발적으로 은행에 전달되고 그 직원들에게 공개된
내용들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75)
물론 헌법의 규정체계가 미국과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생활보호에
관한 미국의 논의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금융정보의 특수성에 관한
미국 판례법상의 언급은 우리의 경우에도 타당한 일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는 전통적으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이 과도하게 용인되어 왔고, 비정상적 금융
거래에 관한 비밀이 부당하게 보호되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른 한편, 금융
실명법 제4 조 제2 항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요구대상, 거래기관, 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
자의 성명과 직책 등이 기록된 표준양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강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장에 의한 통제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봉쇄할 수 있는 절차적․조직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적어도
고도의 신속성과 비밀성을 요하는 조사활동에서만큼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법률
로써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입법례에서도 법관의 영
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정부가 금융기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75) United Stated v. Miller, 425 U.S. 43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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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전히 타당할 수 있다고 본다.
(4) 정보제공요구권 확대의 문제

2004 년 2 월 19 일 정부가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국내거래에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04-29 호). 그러나 이 내용은 부처간의 의견조정 과정
에서 일부 부처의 반대로 삭제되어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외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정보요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국
내거래에 대해서는 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 대처는 국제간의 거래에 못지않게 국내에서
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는
수사절차상의 일반적인 강제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되고, 필요최소한의 범
위에서 법률로써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국내거래
에 대하여 무조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관여를
불러와 금융거래정보의 기관간 공유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은 그만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계좌추적권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직적․절차적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강구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의 허용
은 오히려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Ⅵ. 고객주의의무의 헌법적 문제점
1. 고객주의의무의 의의
고객주의의무란 금융거래시 실소유자 확인, 계좌개설 목적파악 등 고객에 대하
여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
되는 것을 막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제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9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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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테러사건 이전에는 주로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심사를 통해 부실대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
융기관의 평판을 저해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자금세
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
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수요
건이라 할 수 있다.

2. 고객주의의무의 도입
우리나라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의 고객신원확인의무를 규정하
고 있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실명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의 확인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의 표준적 고객
신원확인절차에 비해 다루는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금융실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금융기관의 고객실명확인기록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 그나마 기
록의 보존기간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내규에 의해 기록관리
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실명법은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실명거래 의
무를 부과하지 않으며(법 제2 조 제2 호), 환전영업자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는 고객신원확인절차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각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5 조 제2 호).
이로써 고객신원확인절차가 각 금융기관의 업무지침 내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
도록 하는 간접적 효과가 기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
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객
신원확인제도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확인절차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FATF 회원국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5 년 1 월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
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와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
하여 금융기관의 고액주의의무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개정법률은 금융기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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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
울이도록 하였다( 법 제5 조의2).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고객주의의무조항은 2003 년의 FATF 40 의 [권고 5]에 규정된 “Customer

Due Diligence” 를 ‘고객주의의무’라는 이름으로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3. 입법례
(1) 2003년 FATF 40 권고사항
금융기관은 익명 또는 가명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계속적 사업관계의 수립, 미화 15,000 달러 이상의 일회적 거래, 자금세탁이나 테
러자금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정보의 진실성이나 타당성에 의
심이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조치를 포함한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를 이행하여야 한다( 권고 5). 고객주의의무는 (a) 신뢰성 있는 데이
터나 정보를 이용한 고객의 신원확인, (b) 실소유자의 확인, (c)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한 정보의 확보, (d)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주의의무절차의 지속적인
이행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한 거래의 면밀한 조사 등의 절차로 이행되어야 한
다.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확인은 계속적 거래관계나 일회성 거래의 수립 이전
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금세탁 위험의 효과적 관리 및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거래관계의 수립 이후 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위의 고객주의의무절차 중 (a)-(c)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이나 사업관계의 수립 또는 거래의 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설립된 사
업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에

대하여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권고사항은 모든 신규고객에
게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중요성과 리스크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적
정한 시기에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유명정치인(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일반
적인 고객주의의무절차에 부가하여 (a) 고객이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용, (b) 해당 고객과 사업관계를 수립해
도 좋다는 관리자의 승인취득, (c) 재산 및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
적인 조치, (d) 거래관계에 대하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권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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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환거래계약 기타 유사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고객
주의의무에 부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요청기관의 사업성격을 완
전히 파악하여 그 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규제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정보를 수집하고, (b) 요청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 조치를
파악하며, (c) 외환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d)
각 금융기관의 책임을 문서화해야 한다. 그리고 (e) 연계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경우 요청은행은 상대방은행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고, 그 고객에 대한 확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상대방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관한 신원확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권고 7).

(2) 1991년 EU Directive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KYC)” 정책을 도입하
고 있다.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고를 대여할 경우, 증빙서류의 구비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명의신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신탁자의 신원
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경우나 혹은 15,000 유로를 초과할
경우, 입금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ECU 15,000($13,650)을 초과하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거래의 총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같다(제3 조 제1 항).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상세한
신원을 확인하고, 실수익자의 신원이 불명한 경우, 익명 또는 대리인 계좌의 개
설을 거절한다. 보험회사도 신원확인의무를 부담한다. 단, 기간보험료가 ECU

1,000 ($1,3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총액투자가 ECU 2,500($3,375) 이하인 경
우, 직장연금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 조 제3 항 및 제4 항). 보험료지급이 본
지침의 규정을 준수한 계좌를 통해 고객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신원
확인이 불필요하다( 제3 조 제8 항). 자금세탁 관련성을 알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관계당국에 이를 통지할 때까지 당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7 조).

(3) 스위스
스위스의 1997 년 자금세탁법은 은행에 대해 64,000 미국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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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혹은 16,000 미국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프랑스
｢법률 제90-614 호｣는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2 조 제2 항), ｢데크레 제92-362 호｣는 카지노는 칩으로 10,000
프랑($2,000) 이상을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 조). 그리고 그들의 거래를 조직화하는 세탁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
여, 프랑스 상원이 금융기관의 신원확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간한 지침에서
는 어떤 사람이 일년간 50,000 프랑 ($10,000) 이상의 입금을 할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6)

(5) 영국
영국의 자금세탁규칙(Money Laundering Regulations 1993)은 1991 년 EU

Directive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특정금융업자(relevant financial
business)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금융업자에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종사자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금세탁규칙에 따르면 특정금융업자는 예금계좌의 개설 등 거래관계
를 개시하는 경우, 1 회성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1 만 5 천 EURO 이상인 경우, 자
금세탁의 의심이 되는 경우, 거래금액이 1 만 5 천 EURO 미만인 분산거래를 통하
여 사실상 1 만 5 천 EURO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타인을 대리
한 거래로 보이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
칙적으로 거래가 완결된 날로부터 5 년간 금융거래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6) 독일
독일 자금세탁법(GwG)의 제2 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1 만 5 천 EURO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예탁법 제1 조 제1 항에 따른 유가증권, 귀금속의 예치 또는 인출시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의 신분이나 실질적 권리자를

76) Arrêt of 13 Mars 1992, J.O. Apr. 3, 1992, at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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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여 6 년간 보관해야 하며, 카지노의 경우 1 천 EURO 이상의
거래인 때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6 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도박장은 체결된 거래행위나 그 거
래행위를 이행하는 것이 형법 제261 조에 따른 자금세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신분확인의무가 있는 거래행위에 적용되
는 1 만 5 천 EURO 의 한도액과 상관없이 동법 제2 조 제1 항, 제3 조 제1 항, 제4 조
제1 항에 따른 신분확인의무가 부과된다.
(7) 미국
은행비밀보호법(BSA)은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미화 1 만달러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신분
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객신분확인과 관련된 기록은 5 년간 보존
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3 천달러에서 1 만달러에 이르는 은행수표, 어음, 자기앞수표, 우편환, 여
행자수표에 대한 각각의 현금교환에 대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거래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반드
시 3 천달러 이상의 자금이체 각각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자금이전의 원천지가 어디인지, 은행 자신이 중개지인지 혹은 받은 것인지에 대
한 정보가 수록되어야 한다. 은행 자신이 원천지이거나 중개지일지라도 자금이전
이 계속되는 한 다음 은행에 관련 정보를 보내야 한다.
한편, USA PATRIOT Act에서는 고객확인(KYC) 정책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누구나 계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당사
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2) 신원확인절차에서 수집된 정보( 이름, 주소
등) 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할 것. 3)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테러분자나 조직의 명
단을 참고하여 고객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
(8)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 1988)은 금융
거래업자(cash dealer)에게 계좌를 개설하는 자 또는 대여금고 등의 개설을 신청하
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주에서는 100 점
신원확인제도(Australia's 100 point identity verification system)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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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은 금융거래에 관한 원본을 7 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범죄수익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존을 의무화한 것이다.
(9) 일본
일본에서는 1990 년 6 월 ｢금융기관에 대한 통달｣이 시달되어 같은 해 10 월부터
고객의 본인확인이 실시되어 오다가 2002 년 4 월 ｢금융기관등에의한고객등의본인
확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구좌의 개설, 신탁거래의 개시, 저축성 보험계약의
체결, 유가증권의 매매, 금전대부, 대여금고의 대여 개시, 200 만엔 이상 거액의
현금거래 등의 경우 고객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제3 조 제1 항). 그리고 금융
기관은 고객의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을 7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4 조 제2 항).
본인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행정청은
당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제10 조),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백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5 조).

4.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1) 형식적 실명주의와 실질적 실명주의
현재 국내의 금융실명법 제3 조 제1 항은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
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시행규칙 제3 조에
따르면 그 실명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된다. 이처럼 신분증이나 증명서에 의해 실명만 확인하는 방식은 소위 형식적 실
명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의자의 직업, 소득수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확
인까지 요구되는 실질적 실명주의와 차이가 있다.
특정금융거래법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고객주의의무는 고객의 명의를 형
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기
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주의의무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있어
서 요구되는 확인절차는 현행의 형식적 실명주의에서 실질적 실명주의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객주의의무가 적용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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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금융실명법상의 형식적 실명주의는 여전히 그 효
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주의의무가 적용
되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등에
의한 실명확인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주의의무가
적용되는 금액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2)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과 고객주의의무의 기준금액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실질적 실명주의를 관철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금융기관 등의 업무
가 과중하고 금융거래의 위축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자금세탁의 방지라는 공익적 요청과 거래주체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한다
는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2003 년 FATF 40 에서는 일회적 거래의 경우 15,000 달러 이상에
대해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권고 5), 1991 년의 EU Directive 에서는 15,000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신원확인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제3 조). 이에 따라 유럽
지역 내 FATF 회원국들은 대체로 미화로 환산할 때 미화 1 만 달러 내지 1 만 5
천 달러 정도의 수준에서 고객주의의무에 관한 기준금액이 설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77) 가령 프랑스에서는 일회적 거래의 경우 미화 8,000 달러, 카지노의 경
우 미화 2,000 달러, 조직범죄의 경우 미화 1 만 달러가 각각의 기준금액으로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국내거래의 경우 64,000 달러, 외환거래의 경우

16,000 달러 이상에 대해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그 기준금액으로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5 천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신원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FATF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홍콩(Hong

Kong, China)은 기준금액을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객주
의의무를 전제로 할 때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
이 설정되어 있는 법제와 그렇지 아니한 법제 사이에는 고객주의의무가 부과되
는 한도액이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혐의거래를 보

7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Review of FATF Anti-Money
Laundering Systems and Mutual Evaluation Procedures 1992-1999, February 16,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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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고객주의의무의 기준금액은 자금세탁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혐의거래보고의무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부
과되는 법제에서는 그 기준금액이 사실상 고객주의의무의 기준금액으로도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혐의거래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2,000 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와 모든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단순 대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혐의거래보고에 있어서 기준금액을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러한 조건하에서 어떤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현행 혐의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인 2,000 만원을 고객주의의무의 기준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
난할 것으로 본다.

5. 시장경제질서 및 계약자유와의 관계
고객주의의무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좌
의 실소유자,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객의 신원이
나 거래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러한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어서,
과연 그것이 사적자치의 이념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 경제활동은 자유시장경제질서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주체의 기본권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개설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지
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금
융거래까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이 이용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고객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도 공동
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메커니즘
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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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금융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하여 검토되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정
당한 기본권의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고, 고객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이나 금융기관 등의 재산
권, 계약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6. 위임입법상의 문제
개정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법 제5 조의2 제1 항). 그리고 이상의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
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 조의2 제2 항).
그런데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규범의 명확성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경우 예외
적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법에 의한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며, 하위규범에서 정해질 내용은 모법
에 의해서 그 대강이 어느 정도 추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정법률의 규정방식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
다. 왜냐하면 개정법률에서는 “ 합당한 주의로서” 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
는데다가 그러한 주의에 관한 기준에 대해 별다른 한정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
아서 이 법률조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어떠한 내용이 규정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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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에는 법률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확인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위임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금융프
라이버시권의 내용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법동향 및 우리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자금세탁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법
개정법률에 나타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헌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평가와
그 정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방지는 질서유지
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을 방치할 경
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대응추세, 금융비밀 누설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그로 인한 피
해가 크지 않고 자금세탁방지라는 공익적 요소가 프라이버시의 제약으로 인한
피해이익보다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에 있어서 2,000 만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자금
세탁방지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
례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혐의거래임이 명백한 경우 그 거래금액에 구
애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영장주의의 예외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에 따라
입법에 의해 영장주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의 금
융거래 관련 정보의 비밀성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의 핵심
가치는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

2005. 9.]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95

법에 의해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계좌추적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
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개정법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를 도입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크게 위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금세탁방지법
의 실효성이 현저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개인으로서는 도무지 정상적
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인 경우라면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도 헌법
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그 보고기준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나, 혐의거래보고(SAR)의 기준금액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할 때 고액현금
거래보고(CTR)의 기준금액을 5 천만원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금융프라이버시권
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은 5 천만원 이하에서 설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때 고객주의의무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신원확인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를

FATF 권고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법률
에서 “ 합당한 주의로서” 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
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
가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에는 일반국민이 그 위임의 목적, 내
용, 범위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하위규범에서 규정될 사
항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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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the anti-laundering system and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1)2)

Nak-In Sung*․Keon-Bo Kw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and money-laundering prevention, and to grope the
legal strategy which would raise the effectiveness of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A careful study of constitutionality of Korea's anti-money laundering act has
forced us to conclude that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customer due diligence, and issues such as the requirement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do not disproportionately restrict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But even if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s not unconstitutional as
determined by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of privacy regarding
financial information cannot be overlooked. Rather, when people are convinced
that privacy is protected to maximum level,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can be successful with full support from people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should

be

reformed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nd to foster an effici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legal system
which regulates the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should meet the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th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etc.. Of course due
process of law can also be applied to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f,
however, the requirement of search warrant is too strictly implemented, it would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of Law, Mong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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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er the efficiency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FTRA), a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STR)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CTR)

system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STR system,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report to
KoFIU transactions over 20 million won or the foreign exchange equivalent of
over US $10,000 that are suspected of laundering criminal proceeds or tax
evasion.
But if a financial institution suspect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funds are the proceeds of a criminal activity, all suspicious transactions should
be reporte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And we suggest that CTR should be required by a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upon the deposit, withdrawal, exchange, payment or transfer of 50
million won in currency.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business relations or carrying out occasional
transactions above the applicable designated threshol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undertake customer due diligence measures, including identifying and verifying
the identity of their customers.
Finally there is an urgent need of an independent body in charge of protecting
financial process practices of the FIU. The concrete roles of this body can be
defined with enactments of related laws within the extent of social consen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