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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개혁 현장점검 개요
숔 설립 취지 :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
ㅇ 그동안 금융업 경쟁력 제고 및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문제를 지적
※ (임종룡위원장 취임사)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
하여 규제 개혁이 현장에 기초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우선적으로 출범·
운영하고(‘15.3.26~), 이후 현장점검을 총괄・지원하기 위한「금융개혁
현장지원단(금융위)」을 설치(‘15.8.13.)

- 업권별 방문과 함께 부문별(theme) 심층점검을 병행하는 Matrix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고 촘촘하게” 청취

̇ ̇ ·적극
̇ ̇ ·성실
̇ ̇ ’정신의 구현
숕 업무 절차 :‘신속
ㅇ (방문 前 단계) 방문 한달 전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
부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담 최소화
ㅇ (현장 방문 時)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
ㅇ (방문 後 조치)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
※ 진정성 있는 회신으로 대국민 개혁 체감도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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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경과
1

규제개선 패러다임의 전환 (Bottom-up 방식)

⃞ (현장점검반 출범)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과제 설명을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구성(‘15.3월)
* 은행‧지주, 보험, 금투 및 비은행 등 4개팀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로 구성

⃞ (추진방식) 현장점검반이 개별 금융사를 방문하여 실무자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규제개혁과 차별
ㅇ 개별 금융회사 방문과 테마점검*을 병행하는 Matrix 방식으로
업계 의견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청취
* 월별로 주요 금융개혁 과제 관련 테마를 선정하여 의견 청취

ㅇ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상시적으로 건의 수집 및 답변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진두 지휘
※ 업무절차
방문 前

현장방문 時

한달 전
실무진 면담을 통해
사전안내서를
⇨ 진솔한 의견 청취 ⇨
&
금융회사에 송부하여
방문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사 부담 최소화
부담 최소화

방문 後

원칙적으로
2주 이내
처리 상황 회신

⃞ (추진성과) ‘15.4월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12월말까지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677건의 건의를 접수
⇒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419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1,656건 수용 (수용률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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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대책(’15.4월) 이후
현장방문시 제도 설명, 간담회 개최* 등 홍보 지속 강화
* 위원장 주재 간담회('15.9.30)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의견서 제도설명

⇒ ‘01～’1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가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15년～‘16년간 1,100여건*으로 급증
*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에 대해 일괄회신한 885건 포함

□ (옴부즈만 도입)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감시‧개선하고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도입(‘16.2월)
*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위원 7명 위촉

□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대전‧부산‧광주 등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실시('16.3～9월)

3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관점의 현장점검 추진

⃞ (현장메신저 운영)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통해 소비자 의견 수렴('16년 135명, '17년 138명)
* 소득원이 없는 주부․취업준비생 통장개설 허용, 카드분실 일괄신고 제도 등에 기여

⃞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금융위 고위급이 직접 현장점검(’16.5~7월)에
참여하여 34개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수용률 약 70%)
*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신생‧창업 기업의 투자자 탐색 지원 등

⃞ (외국계 금융회사 TF) 금융위-기재부 공동TF를 구성(’16.8월) 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실질적 영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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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사항 전파 및 재검토 통한 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전파‧공유) 연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자료집을 발간하여 협회, 금융회사 등에 배포
□ (패자부활전) 업계의 재건의가 지속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업계의 이해가 낮은 불수용과제 재검토 기회 마련
《 현장점검 누계 실적 ('15.4.1 ~ '16.12.31) 》
현장점검 인원

24명

(금융위,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

(누적 방문인원 3,840명)

방문대상

총 1,312개사 방문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업권 방문)

현장점검
면담인원

5,370명

현장메신저 구성

135명

(금융소비자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구성]

(금융소비자 54명 +
실무직원 81명)

건 의

총 5,677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의
제도개선 요청 건의)

회 신

총 3,419건

(신속․적극․성실의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회신)

수용률

48.4%

(현장조치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기준)

(3,419건중 1,656건 수용)

비조치의견서 1,111건*
법령해석 204건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접수

* 그림자규제 일괄처리 885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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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분석
1

개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80주차 (’16.12.31일 )까지 1,312개
금 융 회 사 를 방문하여 총 5,677건의 건의사항 접수
ㅇ 5,677건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419건을 회신 (1,656건 수용, 수용률 48.4%)
ㅇ 건의과제 수는 ‘16년 초까지 지속 감소 후 분기별 500건 전후,
최초 60%에 육박하던 수용률도 최근에는 40% 내외 유지*
* 시행 초기 그간 축적된 업계 민원을 상당 부분 수용해준 것에 기인
< 건의과제 접수건수 추이 >

< 건의과제 수용․불수용률 추이 >

□ 업권별로 보험이 1,630건(29%)으로 가장 많고, 비은행이 1,625건
(29%), 금융투자 1,337건(23%), 은행지주 1,085건(19%) 順
< 업권별 건의사항 접수비중 >

< 업권별 건의사항 접수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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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유형별로 회신 건 전체(3,419건)에 대한 수용률은 48.4%이며,
은행 56.4% > 보험 53.6% > 비은행 44.3% > 금융투자 42.9% 順
ㅇ 비은행업권은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투자업권은
과다 차입 방지 및 투자자보호 등을 주된 이유로 불수용
ㅇ 은행․지주업권 및 보험업권에서도 영업․업무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충되는 이슈에 대해 불수용률이 높은 경향
< 업권별 수용·불수용률 >

□ 주제별로는 전 업권 공통적으로 영업행위 규제 관련 건의가
40~50%선으로 가장 많으며, 그 이후부터는 업권별 차이를 보임
< 은행·지주업권 주제별 분류 >

< 보험업권 주제별 분류 >

< 금융투자업권 주제별 분류 >

< 비은행업권 주제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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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유형별 건의과제 분석

숔 은행․지주업권 분석(총 565건)
◈ 은행업의 특성상 담보·보증, 개인 및 중소기업대출 등 여신업무와
관련한 건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 최근 저금리 기조 및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수익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 업무유형별로는 영업・업무규제가 258건(45.7%)으로 가장 많고,
건전성 45건(8.0%), 감독행정 40건(7.1%) 順

□ (영업・업무규제) 은행의 핵심 업무인 여신 부분 건의(64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21건), 금융지주
부분(20건) 건의 등 順
(단위 : 건, %)

구

분

건의빈도
구성비

영업・업무 규제

여신

방카슈랑스

금융지주

64

21

20

24.80

8.14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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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100

ㅇ (여신) 여신 취급 관련 규제* 및 자행의 임직원에 대한 신용대
출 규제 완화도 꾸준히 제기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산정시 중도금 제외, 주택담보
대출 범위 산정 관련 등

ㅇ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한 규제완화 건의를 집중 제기
* 방카슈랑스 판매인의 영업점별 최대 2인 제한․여신업무 취급금지, 1개
보험사 방카슈랑스 상품 모집총액 25% 이내 제한 등

ㅇ (금융지주) 경제적 단일체인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
한 지주그룹 내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 완화가 대부분
□ (기타) 은행업권의 경우, 영업・업무규제를 제외하면 타 업무
유형과 관련된 건의는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
ㅇ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건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세제·외환제도 개선과제도 꾸준히 제기
➡ 주요 건의과제가 정부정책 및 정치적 이슈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제도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ㅇ 은행지주업권 건의과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여신
부문(64건, 24.80%)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
ㅇ 단일 이슈로는 가장 빈번하게, 중복적으로 제기(21건, 8.14%)
되는 방카슈랑스 관련 사항
ㅇ 아울러, 타부처 소관과제 중 세제‧외환제도(기재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관계자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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숕 보험업권 분석(총 440건)
◈ 보험회사 영업활동 및 업무규제와 관련하여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료 등과 관련된 건의가 두드러지며,
◈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비급여 항목의 의료수가
정비 등에 대한 건의 집중 제기

□ 업무유형별로는 영업・업무규제 부분에 대한 건의가 178건(40.5%)으로 가
장 많고, 금융상품·광고 72건(16.4%), 금융소비자보호 43건(9.8%) 順

□ (영업‧업무규제) 핵심 업무인 보험영업 관련 건의(90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험계약(30건), 보험계리(14건) 順
(단위 : 건, %)

구

분

건의빈도
구성비

영업・업무 규제
보험영업 보험계약 보험계리 특별계정 자산운용
90
30
14
7
7
≈
50.56
16.85
7.87
3.93
3.93

합계
178
100

ㅇ (보험영업) 완전판매모니터링의 간소화‧판매채널별 차별화 등 모
집절차 관련 건의가 많았으며,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방식 개선
및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강화 관련 건의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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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계약)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부문 안정화 및 의료수가
정비 요구가 많았고, 보험금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 간소화와 관
련한 건의도 꾸준히 제기
ㅇ (보험계리)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공제 규제 완화, 손보업권
보증준비금 제도 도입 등 사업비와 책임준비금 관련 건의 다수
□ (금융상품‧광고) 보험은 타 업권 대비 금융상품‧광고 관련 건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약관‧기초서류(34건), 상품가격‧조건(21건) 順
(단위 : 건, %)

구

분

건의빈도
구성비

금 융 상 품 ·광 고
약관·기초서류 상품가격·조건
상품공시
34
21
10
47.22
29.17
13.89

≈

합계
72
100

ㅇ (약관‧기초서류) 상품개발 자율화 기조로 인해 위험률 산출시
제한사항,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건의가 다수
- 질병사망 담보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및 상품개정시기 조정 관
련 건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ㅇ (상품가격‧조건) 보험금 중도지급시 평균공시이율의 적용과
관련된 요청이 다수이며,
- 보험료 할증한도 및 정산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
구하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제기
□ (건전성) 자기자본 관련 건의가 다수로서 지급여력비율(RBC)
관련 위험계수 완화, 파생상품의 자산 듀레이션 확대 인정, 금
리민감도 산출시 잔존만기 기간 세분화 요청이 두드러지며,
ㅇ 외국환 포지션 한도규제에 대한 완화 요청도 지속적 제기
(단위 : 건, %)

구

분

건의빈도
구성비

자기자본
12
50.00

건전성
경영실태평가 외환건전성
5
4
20.83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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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24
100

□ (금융소비자보호) 주로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패널)의 요청사항으
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가 다수
ㅇ 금융회사의 경우, 민원 처리‧평가 관련 건의가 대부분으로
억지성․반복성 민원 및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민원에 대해 민
원 건수집계‧평가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건의를 지속 제기
(단위 : 건, %)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일반 분쟁․민원
민원평가
건의빈도
18
14
6
구성비
41.86
32.56
13.95
구

분

≈

합계
43
100

➡ 대부분 개별회사의 영업환경 등과 연관된 건의로서, 소비자
보호‧이해관계자간 형평성 등을 조화롭게 감안할 필요
ㅇ 모집절차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와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예: 해피콜 규제 완화)
ㅇ 아울러,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상품 설
명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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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 금융투자업권 분석(총456건)
◈ 집합투자 영업규제․증권시장 매매 규제 개선, 세제혜택 부여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관련 건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회사의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용공여, 외국환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 건의

□ 업무유형별로는 영업・업무규제 부분에 대한 건의가 200건(43.9%)으로 가장
많고, 자본시장·회계 106건(23.2%), 타부처소관 26건(5.7%) 건의 順

□ (영업․업무규제) 유형별로 집합투자 건의(65건)가 가장 높은 비중이
고, 투자매매․중개(34건), 신탁(22건), 투자상품판매(16건) 順
ㅇ (집합투자)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등*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펀드인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
(주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이슈), 세금 이슈가 있는 재형저축펀드․퇴직연금
펀드 등에 대해 모범규준 미적용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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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공모펀드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
사모펀드의 차등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PEF
투자대상 확대 등 사모펀드 관련 건의도 상당수 제기
ㅇ (투자매매・중개)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완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개선 등 불건전영업 행위 관련 건의가 두드러졌고,
- IPO 공모주식 담보대출,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 등 전년에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
ㅇ (신탁)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신탁 과세기준을 현행 수탁자에서
실질 납부주체인 위탁자로 변경할 것을 업계 최우선 과제로 건의
- 증권회사는 신탁재산을 사모사채 매수 등 자산운용 성격이 강
한 일부 대출자산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전년에 이어 지속 건의
□ (자본시장․회계) 주식, 파생시장 등 증권시장 관련 건의가 많
았으며, 지분공시 등 기업공시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
ㅇ (증권시장)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자 매매 관련 편의성 제고를 중
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제기되었으며,
*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 개선, 장중 투자자별 매매현황 공지,
위탁증거금 면제 고객에 대한 투자위험종목 등 매매제한 완화 등

- 파생상품시장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장내시장과 FX마진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
ㅇ (기업공시) 지분공시 중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와
관련한 실무적인 애로사항들을 주로 건의

- 17 -

□ (타부처 관련) ISA 비과세 한도 확대, 해외주식 투자시 비과세
적용 등 세금관련 이슈가 많았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개선* 건의도 다수 제기
* 자산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외국환취급기관 등록 면제 요청, 금융투자회사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규제 개선 등

➡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활용도 간 균형이 중요한 업권으로, 이에
대한 건의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심층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ㅇ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주식․파생상품
시장 규제 부문에 대해 투자자보호 실익에 비해 과도한지 여
부를 면밀히 심층 점검
ㅇ 최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부문에 대해 업
계와 투자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확인
ㅇ 세제․외환 등 타부처 소관 이슈에 대해 금융투자업권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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숗 비은행업권 분석(총 579건)
◈ 비은행업의 열악한 영업 환경 및 최근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업권 활성화 관련 건의가 두드러지며,
◈ 특히, 타 업권 대비 불리한 관행 및 이중규제 개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영업력 확장 및 업무범위 확대 등 지속 제기

□ 업무유형별로는 영업・업무규제 부분에 대한 건의가 324건
(56.0%)으로 가장 많고, 건전성 55건(9.5%), 금융소비자보호 36건
(6.2%) 건의 順

□ (영업․업무규제) 여신 부분 건의(136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고, 카드사 영업력 확대와 관련된 신용․체크카드 부분(84건), 캐
피탈사의 부수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영역(17건) 건의 順
(단위 : 건, %)

구

분

건의빈도
구성비

여신
136
41.97

영업・업무 규제
신용카드 업무영역 수신 영업구역
84
17
17
14
≈
25.92
5.24
5.24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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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24
100

ㅇ (여신) 사잇돌2대출 활성화 저해요인의 해소, LTV 비율 개선,
예대율 기준 개선, 임직원 대출 규제 완화 등 건의* 등
*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상향’, ‘임직원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등

-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업확대를 위해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
ㅇ (신용, 체크) 카드사 자율성 확보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모범규준을 완화 또는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다수를 차지
* 신용카드 한도 초과시 일시적 한도초과 승인 허용 건의 등

- 이외에도, 신용카드사가 청구서, 약관 변경 등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꾸준히 제기
ㅇ (업무영역) 여전사에 대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허용 확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범위확대 요청*등이 접수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 마련 중

□ (건전성) 대부분의 건의가 자산건전성(41건) 분류에 집중
(단위 : 건, %)

구

분

건의빈도
구성비

자산건전성
41
74.54

건전성
유동성
예대율
7
4
12.72
7.27

≈

합계
55
100

ㅇ 자산건전성 분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최대 관심사로서, 대손충당금 적립 완
화 및 분류 세분화* 등에 관한 건의가 다수
* 상호금융권의 경우 요주의 적립률이 3% → 10%로 상향되어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요주의 적립률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다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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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슈가 중복 제기되는 빈도가 높은 업권으로, 불수용 건의
과제의 경우 일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추려내는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ㅇ 업권 공통의 최대 이슈인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부문
ㅇ 건의과제 최고 비중을 기록한 여신 부문(41.97%) 中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서민이용 중금리 상품과 관련된 부문
ㅇ 중복제기수가 가장 높은 카드사의 카드발급 및 한도에 관한 모범
규준 관련 부문(15건)에 대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층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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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 건의과제 분석

□ 각 업권별로 중복제기된 상위 3가지 건의과제가 각 업권별 전체
건의과제 중 차지하는 비중은 5%내외임
업 권
*

(비중 )

은 행
(5.8%)

보 험
(4.5%)

금 투
(4.4%)

비은행
(5.5%)

건의 내용

횟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건의

17

구속성 예금 규제 완화 관련 건의

10

지주회사 그룹내 임직원 겸직 허용 관련 건의

6

민원건수 평가 개선(단순질의, 책임없는 건 등 제외)

13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안정화 및 한방의료수가 정비

5

저축성보험 상품설계 기준 완화

2

개인투자자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 완화

8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개선

8

신탁 및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주기 완화

4

(카드)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부여 모범규준 완화

15

(상호금융) 주택(비주택)담보대출 LTV비율 완화

13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하

4

* 각 업권별 전체과제 중 상위 3개 중복과제가 차지하는 비중

□ (은행·지주)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및 꺾기 규제대상에서 펀드
등 투자상품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가 중복・불수용
ㅇ 방카슈랑스 규제의 경우 은행 업무영역 확대, 꺾기 규제의 사
례별 명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반복 건의
* 예금, 펀드, 상품권 등 일부 영업행위의 구속성 규제 해당 여부 중복 문의

- 다만, 금융당국은 각각 타 부문 이해관계자(보험사・설계사 등) 고려,
사회적약자(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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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단순질의, 보험회사의 귀책 없는 민원 등을 민원건수
산정‧평가 시 제외해달라는 건의가 반복제기
ㅇ 생‧손보사 공통으로 집중 제기된 건의로서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도입에 따라 민원건수 산정․평가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
- 단순질의성 민원, 악성‧반복민원 등 보험회사의 귀책 없는
민원으로 파악된 민원은 현재 민원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건수 집계에서는 제외 곤란
ㅇ 또한, 저축성보험 보험료적립금의 기납입보험료 초과시점을 연
장해달라는 건의가 중복․불수용
* 현행 기준에서는 보험료적립금의 납입완료시점(보험기간 7년 이상인 경우
7년 적용)에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함

- 저금리 기조로 인해 납입완료시점에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
기 어려워져 저축성 상품의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
응함에 따라 상품의 판매 유인이 저하된다고 건의하였으나,
- 저축성보험 취지상 납입완료시점에서 납입원금 이상 보장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수용
□ (금융투자) 개인투자자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으며**,
* 선물 기본예탁금 3,000만원(옵션의 경우 5,000만원), 의무교육시간 80시간
(30교육이수+50모의투자), 선물투자 1년후에 옵션투자 자격부여 등
** 개인투자자 보호(불법계좌대여 업체 이용 억제 등)를 위해 오히려 제도권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임

ㅇ 소규모펀드 모범규준(‘16. 2월 시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관련 펀드 제외,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등의 건의가 반복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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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증권사 지점 현장에서는 신탁․일임에 대한 분기별
투자자성향 파악에 대한 투자자불만과 직원들 애로* 사항
관련 건의가 공통적으로 제기
* (투자자) 증권사로부터 분기별로 투자자 성향을 재확인 받는 것이 불편
(직

원) 일임형 ISA 고객 급증으로 분기별 성향 파악 업무 부담이 가

중

□ (비은행)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부여 모범규준 완화, 주택
(비주택) 담보대출 LTV비율 완화와 관련된 건의가 중복・불수용

ㅇ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상향’과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 등은 높
은 빈도로 중복제기 된 과제로서, 타 업권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영업상의 애로 가중 등을 반영
- 다만, 금융당국은 각각 가계부채 질적 개선 및 이자부담 완화
등 고려, 저축은행이 부담중인 예보료가 보험금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ㅇ ‘가족관계서류 유효기간 연장’과 ‘은행 취급 주택담보대출에 대
한 사업자대출 증액 대환 시 용도외 사용 배제’는 업무상 번거
로움 및 대출이용자 불만 가중(민원)을 반영
- 다만, 금융당국은 각각 불법목적의 차명계좌 악용 방지 및
LTV 규제 회피 방지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
ㅇ 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객정보 활용 개선’, ‘영업구역외 지
역에 대한 영업점 설치제한 완화’ 등이 건의되었으나,
- 각각,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저축은행 규제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 등으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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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결과 분석(불수용률 관련)

4

□ 전체회신 건(1,185건)에 대한 불수용률은 47.7%이며, 업권별로 금융투자
52.1%, 비은행 52.1%, 보험 44.7%, 은행 39.4% 順
(단위 : 건, %)

구

분

은행・지주
수용
129(48.9)
불수용
104(39.4)
추가검토
31(11.7)
합 계
264(100)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120(46.7)
115(44.7)
22(8.6)
257(100)

124(32.6)
198(52.1)
58(15.3)
380(100)

100(35.2)
148(52.1)
36(12.7)
284(100)

473(39.9)
565(47.7)
147(12.4)
1,185(100)

ㅇ 은행・지주업권은 전업권 중 가장 낮은 불수용률을 보였으며, 부문
별로는 영업・업무규제와 관련하여 방카슈랑스(91%), 신탁(90%)
부문의 불수용률이 특히 높은 것이 특징
ㅇ 보험업권의 불수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부문별로
금융상품광고와 관련하여 가격조건(64%), 영업업무규제와 관
련하여 보험영업(54%)에 대한 불수용률이 높은 편임
ㅇ 금융투자업권은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높은 불수용률을 보임
- 특히, 건전성과 관련하여 자기자본(90%), 영업・업무규제와 관련
하여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86%) 부문의 불수용률이 높음
ㅇ 비은행업권은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높은 불
수용률을 보임
- 특히, 감독행정과 관련하여 정책상품․자금(89%), 영업업무규
제와 관련하여 여신 및 수신(60%) 부문의 불수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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숔 은행․지주업권 분석(평균 불수용률 39.4%)
□ 업무유형별로는 건전성 관련 건의(72.7%)가 불수용율이 가장 높고,
영업·업무규제(51.2%), 타부처 소관(41.2%) 건의 順

□ (건전성) 통화스왑의 외환파생 위험헤지비율 관리대상 제외,
외국법인인 자회사 등에 대한 현지 신용공여 규제 적용 건의
등이 이루어 졌으나,
ㅇ 위험헤지비율 왜곡, 과도한 신용공여에 따른 위험전이 우려
등 이유로 불수용
□ (영업·업무규제) 세부적으로 방카슈랑스(90.9%), 신탁(90%), 금융
지주(63.6%) 順
ㅇ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상품범위, 판매(인) 및 판매한도(비율)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 은행과 보험사․설계사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등 중장기적 종합
검토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대부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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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탁) 금융투자업자 및 수탁회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일괄 해지 근거 마련 등이 건의,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수용
ㅇ (금융지주) 사외이사 자격 요건 완화, 계열사간 기업금융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공동이용 및 RM겸직 허용 등 건의
- 투자자 보호, 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사전 방지 등을 고려하
여 불수용
숕 보험업권 분석(평균 불수용률 44.75%)
□ 업무유형별로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건의(62.5%)가 불수용률이 가장
높고, 건전성(52.9%), 금융상품․광고(52.0%) 건의 順
ㅇ `15년도 주요 불수용 과제*의 경우 금융당국의 불수용 입장이
명확(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국제회계기준 적용 예외 등)
함에 따라 `16년에는 해당 업무유형에 대한 건의 대폭 감소
* 지배구조 관련 건의(53.85%), 자본시장·회계(50.00%), 건전성(36.45%)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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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교통사고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전자청약
시 계약자 본인확인절차 간소화 등의 건의가 이루어졌으나,
ㅇ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 등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불수용
□ (건전성) 자기자본 관련 건의에 대한 불수용률이 가장 높으며,
ㅇ 지급여력비율제도(RBC)에 따른 리스크 산정시 위험액 산정기준
세분화 또는 변경을 통해 요구자본 수준을 경감하는 방안이
주로 건의되었으나,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을 최소화하는 RBC제
도 취지상 검증되지 않은 요구자본 경감 요청은 수용 불가
□ (금융상품․광고) 상품 가격․조건 관련 건의에 대한 불수용률
(34.6%)이 가장 높고, 약관․기초서류 등(26.9%), 상품공시(19.2%) 順

ㅇ (상품가격․조건) 상품별 보험료 및 이율 적용과 관련된 건의과제
중 계약자간 형평성‧소비자보호에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수용
ㅇ (약관․기초서류 등) 상해‧재해의 약관상 정의 통일, 기초서류
사전신고 기준 완화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효용이 인정되
기 어려운 건의과제에 대해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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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 금융투자업권 분석(평균 불수용률 52.1%)
□ 업무유형별로는 건전성 관련 건의(83.3%)가 불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보고·경영공시(66.7%), 영업․업무규제(57.6%)건의 順*
* 다만, 불수용 건수로는 '영업․업무규제'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전성
10건, 보고․경영공시 8건 順

□ (영업․업무규정) 집합투자와 투자매매․중개에 대한 건의가 많았던
만큼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불수용 건수가 많았음
ㅇ (집합투자)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및 PEF 등 사모펀드 관련 건의가
불수용 비중이 높았으며, 규제의 예외적 적용 최소화, 투자자보호,
세제관련 사항에 대한 타부처의 유보적 입장 등으로 인해 불수용
ㅇ (투자매매․중개) 투자자보호,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이슈 등
을 사유로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 불건전영업 행위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불수용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개선, 수수료 환급 관련
재산상이익 제공 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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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대부분 NCR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 업계
에서는 NCR 위험값 인하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주로 제시하였으나
규제의 예외적 적용 최소화 등을 사유로 불수용
□ (보고․경영공시) 업무보고서 제출 등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보고
의무 경감 관련 사항이 주로 건의되었으나 감독목적상 필요
등의 사유로 불수용

숗 비은행업권 분석(평균 불수용률 52.1%)
□ 업무유형별로는 건전성 관련 건의(74.1%)가 불수용률이 가장 높고,
금융상품·광고(62.5%), 감독행정(61.5%) 順

□ (건전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를 위해 충당금 적립비율 인하에 대해 건의
ㅇ 대손충당금은 대출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일정 비율대로 적
립하여야 하는 기본 취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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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행정) 저소득층・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제기 되었음
ㅇ 햇살론 보증비율 확대는 모럴해저드 방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
해야 하며 전자계약서 도입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수용
□ (금융상품・광고) 주로 대부업체를 위주로 집중제기 되었으며,
공중파 3사 광고 허용과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건의가 있었으나,
ㅇ 공중파 방송의 대부광고 금지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공중파 광고금지를 해소할 권한부재
ㅇ 대출중개수수료 인하의 경우 타업권 수수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필
요가 있으므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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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건의 관계법령 분석

□ 현장점검시 유권해석(63건) 또는 비조치의견서(50건) 요청 중
관계된 법령은 보험업법(1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4%), 은행법(12.4%) 順
(단위 : 건, %, 괄호안은 비조치의견서 요청건수)

관계법령

은행

보험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

1

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2(1)

은행법 및 관련 규정

9(5)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

1(1)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규정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 법률 및 규정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및 관련규정

2

금투

비은행

합계

구성비

15

13.3

14

12.4

14

12.4

4(5)

11

9.7

2

3(1)

9

8.0

(1)

1

6

5.3

1

5

4.4

4

3.5

2

1.8

2

1.8

8(3)

(2)

상호저축은행법 및 관련규정

2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규정

1(1)

기타

7(10)

(2)

2(1)

3(6)

31

27.4

합계

52

21

14

26

113

100

□ (보험업법) 법령해석의 경우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의 모집행위
및 수수료지급과 관련된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영업활동의 적
법성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됨
ㅇ (모집행위) 인터넷 채널에서 금전‧비금전적 급부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험사 담당자를 단순
소개하는 행위도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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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수료지급)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이익수수료의
기준이 신계약비 부분의 이익만을 의미하는지, 유지비 부분의
이익까지 포함하는지(법령해석)
ㅇ (영업조직) 보험가입 전 가입설계 사전조회 동의서 원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법인대리점이 보관하고, 보험회사는 사본만 보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비조치의견서)
ㅇ (자산운용) 퇴직연금자산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간접상품(특히 부동산수익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적인
업무인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관련 사항, 주식시장에서 외
국계 증권사 이슈에 대해 다수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ㅇ (투자매매․중개) 프로젝트금융 정의 관련*, 고객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한 주식 매도자금 대출 서비스 가능 여부(법령해석)
* 프로젝트금융시 펀드나 신탁을 많이 이용하는데 동 법규의 “그 밖의
기구”에 펀드나 신탁, 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ㅇ (집합투자) 사모 재간접펀드의 미등록 단일 해외펀드 100%
투자여부 명확화에 대한 법령해석, 펀드에 대한 사전 자산배분시
기록유지 의무 관련(비조치의견서)
ㅇ (주식시장) 외국계 증권사는 시장공개전 주문정보의 제3자 제공
(IOI, Indication of Interest)*시 수량정보 제공가능 여부**(비조치의견서)
* 금융투자업규정(§4-20①4)상 정보제공의 목적과 정보제공기준 등을 충족
하는 경우 제3자 제공('IOI', Indication of Interest) 가능
** 해외 투자자는 한국의 IOI는 수량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 금융
투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IOI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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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법령해석의 경우 업무범위 명확화, 대주주 신용공여
및 자금이체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구속성
예금행위에 따른 제재가능성 등과 관련됨
ㅇ (광고대행업무와 중개업무 명확화) 광고대행업무와 중개업무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구분 요청(법령해석)
ㅇ (대주주 신용공여) 보험회사 일임펀드의 자산보관 및 관리 업무를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특정은행이 수행하는 경우로서, 동 펀드의
미운용 현금자산을 특정은행의 유동성예금으로 예치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법령해석)
ㅇ (자금이체 절차 간소화) 핀테크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사전에
고객이 승인을 한 경우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앱 정보를
활용한 간편조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법령해석)
* 해당은행의 앱과 연동을 통한 신청기기에서만 예금계좌/신용카드 잔액 및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거래내역은 3개월 이내로 최대 15건까지 제공)

ㅇ (구속성예금 대상 기준 완화) 기업이 내부수요 목적임을 확인
하는 증빙자료(기업의 내부 결재 자료나 대표자 명의의 공문
등)를 제출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에 해당되는지(비조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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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의 핵심적인 업무인 신용카드,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된 간편결제, 신용카드 단말기 등 부가통신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ㅇ (신용카드) 카드회원의 지인추천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추천받은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회비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법령해석)
ㅇ (간편결제) 최근 핀테크 활성화로 인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하기
위해 간편결제 단말기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배포시 여전법에
적용받는지(비조치의견서)
※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결제용 단말기 등의 무상
설치, 가맹점 모집인 자격 및 관리수수료 수취 가능 여부 등

ㅇ (부가통신)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지(법령해석)
※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결제용 단말기 등의 무상
설치, 가맹점 모집인 자격 및 관리수수료 수취 가능 여부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신탁사 담보
신탁으로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이를 증권담보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충족
해야 하는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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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 평가
숔 업권별 협회 ('16.11.4, 업권별 협회 간담회)
□ 각 업권별 협회에서는 현장점검이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신규 건의 발굴과 함께 기존에 제기 된 주요이슈 집중점검
및 재검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필요성 제기
ㅇ 또한, 과제 처리현황에 대한 안내 강화, 불수용 사유에 대한 충
분한 설명 등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응
ㅇ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점검범위 확대 노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점검을 요청
숕 일반 금융소비자 ('16.11.21~12.2, 4개 업권 현장메신저 간담회)
□ 주로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은 금융당국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도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
ㅇ 다만,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① 홍보 노력
강화, ② 상시적인 의견 제시 통로 마련 등을 건의
숖 일선 금융회사 ('16.12.5~12.8, 업권별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 일선 금융회사에서는 협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과 직접 소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
ㅇ 특히, 현장점검이 금융당국과의 가장 효율적인 소통채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 향후에는 업권 간 공통 주제(예. 비대면 채널 확대)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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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운영계획(안)
1

현장점검 프로세스 효율화․체계화

◇ (계획 수립) 정책수요자와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 협조하여
“부담은 적게”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 (과제 관리)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건의과제 분석과 재검토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체계적 관리
< 계획 수립시부터 수요자 의견 반영 >
숔 현장 점검
ㅇ (현행) 개별회사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현장점검반이 수립한
월별 점검계획에 따라 4개 업권별로 금융회사 순차 방문
※ 대형사들은 현장점검을 기회로 신규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반면,
1차 점검 이후 일부 중․소형사는 신규과제 발굴을 업무 부담으로 인식

ㅇ (개선) 각 금융회사의 건의과제 수 및 방문 희망일시 등을 업
권별 협회를 통해 사전조사하여 분기별 방문계획 수립
※ 건의과제 수가 적은 경우 다수 회사 동시 점검 → 점검 효율성 제고,
개별 회사가 업무부담 등을 고려, 희망일시 요청 → 점검 부담 완화

숕 테마 점검
ㅇ (현행) 현장점검반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진행
ㅇ (개선) 실무부서 의견 사전 반영하여 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 후 옴부즈만 및 금발심 결과 보고
※ [참 고] 기존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강화 방안
ㅇ (추진배경)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그간 발굴된 과제들의
착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해진 상황
ㅇ (추진절차) 과제 선정(정책점검회의) → 현장점검(소관부서․현장검검반)
→ 옴부즈만 보고(소관부서) → 금발심 보고(현장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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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관리 철저 >
숔 신속회신 독려 및 진행상황 안내
ㅇ (현행) 업계는 건의과제에 대한 회신 지연시 접수여부 및 진행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불편 호소
ㅇ (개선) 검토 중인 과제의 세부 진행현황*을 확인가능토록 금융
규제 민원포탈을 개선할 예정
* 예: 과제생성 중 → 담당자 지정 중 → 소관부서 검토 중 → 회신완료

숕 체계적인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ㅇ (현행) 성과보고회, 패자부활전 등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
각각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향
ㅇ (개선) 각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 현장점검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안)
⇗

현장점검
과제발굴

① 수 용

⇒ ② 불수용

⇘

⇒

(분기별)
(부서별)
⇒
성과평가회의
후속조치

⇒

(반기별)
검토회의

③ 추가검토 ⇒

⇒

⇒

(연말)
⇒
패자부활전

(부서별) 심층검토

(연말)
성과보고회

수용 or
불수용

⇒

※ <예 시> (현장점검) “온라인 실명확인방법 개선” 건의 → (분기별 성과
평가회의) 우수과제로 선정 → (각 실무부서) 제도개선 → (금융회사)
상품 출시 → (연말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시상․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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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장점검 프로세스
일 정

분기별

D-30

추진 내용
ㅇ 분기별 계획 선정(방문대상, 점검테마 등)
ㅇ 현장점검 대상 기관 선정 및 협의
ㅇ 현장점검 대상회사 통보 및 건의사항 요청
- 심도있는 사전준비를 위해 D-5까지 요청
ㅇ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건의사항 접수

D-7

- 과거 유사한 사례 분석
- 법령 사전 숙지
- 부서, 유관기관 등과 유선 논의 등
ㅇ 업권별 건의사항 사전 검토 회의

D-1

(현장점검반 주간회의 종료 후)
- 현장점검반 포지션 논의
ㅇ 현장점검

D

- 의견 청취 후 과거 사례, 현장점검반 포지션 등을 설명
- 제출된 건의사항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

D+1, 2

D+3

ㅇ 현장점검 결과 내부 브리핑
- 전체 건의사항 보다는 업계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ㅇ 과제관리카드 작성후 내부 보고
- 시스템 입력 및 소관부서 검토요청
ㅇ 소관부서 답변(시스템 입력)

D+14

- 2주내 미 검토시 사유 보고
- 소관부서 답변 결과 리뷰회의 사전 검토
- 리뷰회의

D+15

ㅇ 해당 회사 통보(이메일,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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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및 소통 강화

◇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민원포털 개선, 옴부즈만 활성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 (대국민 소통 강화)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지속 확대
<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
숔 금융규제 민원포털 개선
ㅇ (현행)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연계로 접근이 어렵고, 법령해석,
현장점검 결과 등을 각각 검색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
ㅇ (개선) ‘주제별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도입하여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지배구조, 영업‧업무규제, 건전성, 검사‧제재, 금융소비자보호 등

숕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ㅇ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 금융현장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을 지속 활성화하고 홍보 강화
* 금융위․각 협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네이버 블로그 구축 예정
→ 업계 신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 >
□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ㅇ (현행)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 실무직원, 금융회사 추천
소비자패널 등 사용자 관점, 금융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개선)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등
현장메신저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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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개혁 현장점검 범위 지속확대

◇ “금융회사” 위주 현장점검에서 “금융회사 / 일반 기업 / 금융
소비자”까지 현장점검 영역 다양화
◇ 그간 살피지 못했던 “지역”과 “소외계층”까지 방문함으로써
금융개혁 사각지대 지속 해소
숔 일반 기업 및 금융소비자 점검비중 확대
ㅇ (현행) 금융회사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나,
기업‧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
* (기업) 기업애로해소 특별반(‘16.5월~7월) / (소비자) 현장메신저(분기별 1회)

ㅇ (개선) 일반 기업․금융소비자 현장방문 실시를 통해 최종 수
요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 확인, 제도개선 건의 청취
* 중소기업‧수출기업 등 기업간담회 및 업권별 소비자 간담회 개최 예정

숕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
ㅇ (현행)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메신저 등을
운영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의견수렴은 미흡
ㅇ (개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까
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금융개혁 사각지대 지속 해소
숖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지속 운영
ㅇ 분기마다 외국계 금융회사 TF를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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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주요 건의사례 분석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고지 및 만족도 증대에 기여한 사례 >
숔 계좌이동시 자동납부 서비스 변경 결과를 건별로 SMS 통지하여
요금미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ㅇ (건의) 자동납부 종류별로 계좌이동 변경 소요기간이 상이하나,
건별 변경상태 확인이 어려워 요금미납 등 발생 우려
< 자동납부 서비스 종류별 변경소요기간 >
종류

변경소요기간

지로

실시간∼5영업일

CMS

4영업일

폰뱅킹

3영업일

카드

4영업일

통지 (페이인포)
평균 5∼6건의 변경을 동시 신청하나,
자동납부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짜에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지

ㅇ (개선) 홈페이지(페이인포)를 통해 변경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
변경결과를 건별로 통지* 받을 수 있도록 SMS 서비스 제공
* ‘최종완료결과만 수신’ 받기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세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방법 별도 안내

숕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前 SMS 공지
ㅇ (건의)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시 청구서를 통해 소비자에 사전공
지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해지 등의 대비가 곤란
ㅇ (개선) 연회비 결제 前 문자메시지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하
여 카드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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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 마련
ㅇ (건의)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시(온·오프라인) 수취인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국제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증대될 우려
* 해커가 해외거래처 해킹정보를 활용하여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국내 기업에 보내고 해당 국내 기업은 변경된 사기계좌로 결제대금 송금
(한국의 00기업은 사우디 기업을 사칭한 이메일로 수백억원 사기송금 피해)

ㅇ (개선)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 (영업점 안내도 강화)
숗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ㅇ (건의) 블랙박스 할인을 받았음에도 블랙박스 가격 등에 따라
자차가격이 상승*되어 할인효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
*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사고시 보상)에 포함되어,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 상승

ㅇ (개선)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온·오프라인)
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앱 內 마이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ㅇ (건의) 카드사 부가서비스는 전월 사용실적에 연동되어 제공되
는 경우가 많으나 실적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가 불충실
ㅇ (개선) 기존의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 안내 외에도 홈페이지
또는 앱 內 마이페이지를 통한 현재 사용실적 확인 기능 구축
숙 대출 우대금리 변동에 대한 안내강화
ㅇ (건의)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받는 대출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우대이자율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려움
*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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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금리 변동 사실 및 사유를
SM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 (‘17.1분기 예정)
숚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기준 사전안내
ㅇ (건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
ㅇ (개선)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
내를 강화하고,「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도록 개선 (‘17.2분기 예정)
숛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상 가족 범위 표기 명확화
ㅇ (건의) 사회 통념상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 발생
* 과거 가족한정 특약의 상세한 운전자 범위는 상품설명서에서만 안내

ㅇ (개선)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시 서명해야 하는 청약서 앞면 및 계약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에 운전자 보장 범위 병기(‘17.3월 전면 시행)
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ㅇ (건의) 지갑 분실 시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나 일일이 각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여 불편
* 1인당 신용카드 소지 수(3.4매) 등 감안 시 동시분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개선)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 신고 시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전화‧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행 중, 온라
인 시스템은 ‘17.1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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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간소화 및 금융산업 비용절감에 기여한 사례 >
숔 보험계약자-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ㅇ (건의)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예금주로부터 출금이체 동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등을 추가적으로 징구하여 불편
ㅇ (개선)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
인증표 등 서류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구
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ㅇ (건의)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에도 복잡한 서류*를 요청하여
병원비 발생시마다 서류를 구비하는 데 소비자 불편 초래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ㅇ (개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
* 회사별 30～100만원 이하 →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

숖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술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ㅇ (건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의 재평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평가 비용이 기술금융 확대에 부담이 됨
* 평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 계속 재평가를 받도록 규정

ㅇ (개선)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간이평가 도입 등
TCB 재평가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추진

- 45 -

숗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고지 허용
ㅇ (건의) 카드갱신,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대해 전통방식*(우편·
이메일 등)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고지하여 고객편의 증진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에는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

ㅇ (개선) 문자메세지 통한 고객 고지가 가능하도록 여전업감독규
정 개정(‘16.7월) 및 카드사 약관을 개정
수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신원 확인(CDD, Customer Due
Dillgence) 서류 간소화
ㅇ (건의)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원 확인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경과
(1~3년) 후 재확인시 성명·주민번호 등을 재기재하여야 하여 불편
ㅇ (개선) 고객 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
숙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 (130 → 120%)
ㅇ (건의) 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대출한도의 130%)을 은
행권(120%)수준으로 조정하여 근저당 설정비용 절감 필요
ㅇ (개선)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16.6.3일 시행)하여 근
저당 설정 최고액을 하향 조정(130 → 120%)
숚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정보 동의서 간소화 개선
ㅇ (건의)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절차별로 고객의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
ㅇ (개선)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1페이지에 통합하고 동의 및 서
명횟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예: 동의 2회, 서명 1회)으로 개선
(‘17.1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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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품 출시·사업확장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
숔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 면제
ㅇ (건의) 해외채권의 경우 외국정부‧기업의 증권신고서 발행을
강제할 수 없어 제출이 곤란함에 따라 투자 활성화 곤란
ㅇ (개선)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
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일정수준(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
등급, 금융투자업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등 설명

숕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ㅇ (건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금융회사에 산재되어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 확인 가능한 공간 마련 필요
ㅇ (개선) 핀테크 관련 통합정보 검색 및 핀테크 이해관계자·국민
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핀테크종합포털”* 구축
* 분야별 주요 핀테크 서비스 및 기업 소개, 핀테크 관련 산업현황 및
통계검색,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신청 및 규제개선 건의 수렴 등 가능

숖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문제 해소
ㅇ (건의) 저축은행 사잇돌상품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P2P
등 타업권 대출상품 대비 고객 모집 측면에서 불리
ㅇ (개선)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여
저축은행 공급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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숗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ㅇ (건의) 보증기관 개인채권은 일반 금융기관 채권과 달리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채무자 지원 효과가 반감
*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

ㅇ (개선) 채무자 재기지원,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보증기관 개인
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수 전통시장‘명절 긴급자금’의 대출 한도 부족
ㅇ (건의)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인 발생
ㅇ (개선) ’17년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
증액(시장

당 1억원→2억원)하여

영세 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숙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추진
ㅇ (건의) 금융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역 금융접점
및 전문인력이 부족
ㅇ (개선) 지역민에 대한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허용 범위(단위농협
펀드판매 허용) 및 지역 자산관리인력 육성 확대
*

*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펀드‧증권) 사전교육(투자자보호교육) 온라인
시행, 지역 금융회사 요청시 20명 내외 오프라인 교육 주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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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도 합리화 사례 >
숔 성장사다리펀드의 K-크라우드펀딩 기업 후속투자 시기 제한 폐지
ㅇ (건의) K-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에 대해 신속한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 후속투자 시기제한(6개월)*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후속 자금이 필요하게 된 기업에 추가 투자하기 위한 취지

ㅇ (개선) K-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시기제한을
폐지하여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
숕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ㅇ (건의)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
하여야 하나 단기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채권발행 물량이
많지 않아 운용에 애로
* MMF 설정액(조원) : (‘12말) 63 (’13말) 66 (‘14말) 82 (’15말) 93 (‘16말) 104

ㅇ (개선) MMF에 대해서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 적용
유예 기간(1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고충 해소
숖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
ㅇ (건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 및 금융투자회사 IB기능
강화를 위해 담보대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현재 외부감사 대상기업, 투자적격기업 등으로 제한

ㅇ (개선) 세부적인 담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
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담보 징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골자만을
정하도록 네거티브 규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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숗 상호금융 관련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ㅇ (건의)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
금융의 특성을 고려, 농축협 출자금에 한해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 제외 필요
ㅇ (개선) 관련 여신 업무방법서 개정(’16.7.20)으로 특정 요건에 해당하
는 일부 출자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① 출자금의 원천이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서 발생한 경우
②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 의결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자
③ 대출취급 1개월 전 반복적‧지속적으로 출자금 납부
④ 임원 피선거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

수 소득원이 없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통장개설 규제 완화
ㅇ (건의)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을 요청함에 따라 주부 · 취업준비생 등 소득
원이 없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
ㅇ (개선) 주부 · 취업준비생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 개설 허용
* 1일 거래한도 : (창구) 100만원, (ATM‧인터넷)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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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일 시

금융위원장의 주요 금융개혁 메세지

계 기

말씀 요지
“저 스스로 문견이정(聞見而定)*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매주 현장을 찾겠다.”

‘15.03.16

취임식

* 난중일기에 나오는 사자성어,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

“금융위 직원 여러분도 현장으로 달려가 달라.”
‘15.03.17

기자간담회

“금융개혁은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15.08.31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점검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사 뿐 아니라
금융이용자로도 확대하겠다.”

‘15.12.21

‘16.01.05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신용정보원
개원식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정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점검반 금융개혁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변화를
실감하는 등 과거와 대조를 보였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달라.”
* 귀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16.03.16

취임 1주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답은 현장에 있다.”

‘16.04.08

금요회

“앞으로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16.07.01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 성과,
국민들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

‘16.12.29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현장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금융개혁이 가능했다.”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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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현장점검 보도자료 배포 현황

배포일

제

목

‘15.03.26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15.04.01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현장 방문 개시

'15.04.20 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15.04.24 현장과 소통하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06.10 현장점검반 4.21~5.7 (4~6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5.08.05 현장점검반 6월중 (10~12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5.08.17

「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15.08.31 임종룡 금융위원장,「현장점검 간담회」개최
'15.09.24 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5.09.24 현장점검 건의과제 후속조치 현황
'15.09.30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15.10.20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이용자·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 개시
'15.10.22 현장점검반 8월중 (16~18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5.11.19 현장점검반 9월중 (19~22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5.12.18 금융위원장 직보 건의사항 (블루시트) 답변 회신
'15.12.21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현장점검성과
보고회」개최

'15.12.24 현장점검반 10~11월중 (23~28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5.12.28 「금융개혁」위해서는“꺼진

불씨도 되살린다”

'16.01.11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현장메신저」위촉 및 정식 출범
'16.01.29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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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제 목

'16.02.04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개최

'16.02.05 현장점검반 11~12월중 (29~32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6.02.26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 행정 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 양측면을 감시
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16.03.09 지역금융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찾아가는 금융신문고」운영
'16.04.01 「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16.04.21 ’16.1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16.05.12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16.05.19 임종룡 금융위원장, '16년 제9차「금요회」개최
'16.06.20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16.07.08 금융회사 대상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및 「옴부즈만 회의」개최
'16.07.18 ’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16.08.11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16.08.26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감사원「감사결과 모범사례」로 감사원장
표창 수여

'16.09.12 ‘현장의 목소리’수용, 6월∼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
'16.09.29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금융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16.10.04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16.12.15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12.29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의 목소리가 금융개혁으로 이어지는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최

‘17.01.19 금융위 수습사무관 실무수습, 금융현장에서 시작합니다.
‘17.01.20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가겠습니다.

‘17.01.25 ‘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17.02.01 소비자의 목소리를 금융제도에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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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현장점검 주요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금융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금 융 규 제
민 원 포 털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웹사이트(http://better.fsc.go.kr)
*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및 회신, 행정지도 예
고‧등록 정보,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 등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 고시, 시행규칙 등의 법규를 적
법 령 해 석

용하기 위해 법규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 참조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옴 부 즈 만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금융이용자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 참조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금융위가 위촉한 위원회
* 참조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금융규제 운영규정(§18)

테 마 점 검

패자부활전

매월 주요 금융개혁 과제 관련 테마를 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착근여부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점검
금융당국의 검토결과 불수용된 현장점검 과제 중 업계의
반복된 건의가 있고 수용여지가 있는 재검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는 제도

현장메신저

현 장 점 검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금융업권별로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한 금융소비자 패널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하는 현장 중심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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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현장점검 관련 연락망

숔 현장점검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02-3145-8870

reform@fss.or.kr

숕 건의과제 검토결과 확인처
ㅇ「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 > 현장점검반활동」을
통해 확인가능*
* ‘17.1분기 중 금융규제민원포털 내 현장점검게시판 검색 및 진행경과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예정

숖 옴부즈만 관련사항 참고 및 고충민원 접수처
ㅇ 옴부즈만 블로그( ‘17.상반기 오픈예정)
ㅇ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 고충민원 접수가능
협회

홈페이지 주소

은행연합회

https://www.kfb.or.kr:441/ombudsman/inquire_select.php?$SITETYPE=KFB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wpge/m_172/sub020501.do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data/ombudsman/ombudsman01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order/order_1802.do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common/forward.xx?url=/portal/service/ombudsman
/ombudsmanJoinSummary

저축은행중앙회

https://sbboard.fsb.or.kr/adm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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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현 장 지 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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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의내용

금융투자업 인가유지 요건 중 대주주 관련 요건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요건*은 인가유지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어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의 문제 발생시 계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취소될
우려가 있음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ㅇ 금융투자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
업자의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
련 필요
□ (건의사항) 대주주의 적격성이 문제가 될 경우 계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를 취
소하지 않고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을
명령*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유지요건을 개선할 필요
* (참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유지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는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대주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음(상호저축은행법 §10의6⑥,⑦,⑧)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②6, §15, §420①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기조치(수용)
□ ʻ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ʼ 제정(ʻ15.7월)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관련 인가유지요건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동 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자
격심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되, 그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
니다.
※ ʻ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ʼ은 2016년 8월 1일부로 시행 예정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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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건의내용

현지법인 금융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 적격성 심사 적용 대상 변경
□ (건의배경) 현행 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최대주주 중 최다출
자자가 개인 1인이 될 때까지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여 그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매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문제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금융투자업자 현지법
인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및 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상장법
인인 경우, 동 금융투자업자의 최종 최다출자자가 개인인지 여부 및 누가 최종
개인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적격성 심
사 대상에 대한 개정이 필요
□ (건의내용)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배구조법 제
32조 제1항 본문 괄호 안에 ʻ외국금융지주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
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
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적격성 심사대
상으로 한다ʼ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최다출자자 1인 선정 방법이 적용
되는 회사 범위를 제한

현장점검반
대응

ʼ16.12.15. 외국인 CEO 간담회 시 제출된 과제로 소관부서에 전달키로 함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추가검토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해당 외국법인의 최
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국내법
인과 규제적용 대상을 달리 보아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인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
이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17년도에 심사대상을 최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금융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따라서, 우선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충실히 선정하여 금융감
독원에 보고하여 주시되, 선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금융당국에
알려 주시면, 구체적 사안별로 심사대상 선정 및 서류제출 방법을 통지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17년도중 제도시행 추이를 평가한 후,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선정의
애로사항 및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
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법 개선안 검토 (`1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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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건의내용

지배구조법상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승인절차 관련
□ (건의배경) 지배구조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소속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가 되고자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
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지
배구조법 시행령 §4ⅱ가2))
ㅇ 그러나, 1% 이상 소유한 자(최대주주 등 대주주가 아닌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
에는 금융위의 승인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임원임명시 애로 발생
- 즉, 1% 이상 소유한 자가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경우 금융위의 승
인을 받지 않고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지배구조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은 것으
로 보이며,
- 임원이 되기 전(주주총회 승인 이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가 금융위의 대주주 사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 (건의사항) 1% 이상 소유한 일반 주주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되어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
ㅇ (1안) 금융위의 사후 승인(주주총회 승인 직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의 승인을
득함), (2안) 금융위의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상의 절차 마련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추가검토
□ 문의하신 일반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의 대주주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지배구조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을 ʻ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

□ 이는 금융회사 주식의 적극적 취득 등 행위를 통해 대주주가 되는 자가 심사
대상이라는 것으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단순한 신분상의 변동 등에 따라 대
주주가 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다만, 현재 상속에 의한 주식취득 등의 경우 적극적인 주식 취득의사가 없었음
에도 사후승인 신청을 요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후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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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건의내용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체제 관련 규제 일원화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조직 등 위
험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3-42, §3-43, §3-44
ㅇ 그러나, 최근 시행된 지배구조법에서도 이보다 상세하게 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포함)에 대한 위험관리체제를 정하고 있어 규제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차이가 있어 업계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규모(5조원 미만)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이사
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가 면제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강행규정은 아니
지만 지배구조법상 면제기관이라 하더라도 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동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ʻ지침ʼ, 지배구조법에서는 ʻ기준ʼ
으로 표기되어 용어가 상이하며, ʻ지침ʼ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
고의무가 있는 반면 ʻ기준ʼ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 (건의사항) 위험관리체제 관련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불수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따른 위험관리지침의 내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3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 정해야 하는 내용이 유사한 만큼, 금융투자업
규정 상 위험관리지침의 명칭을 위험관리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
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하
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현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규정된 위험관리기준 제
정ㆍ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보고 및 금감원장의 평가ㆍ개선요구권한은 그대로 유지
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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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건의내용

준법감시인 임면 중복 보고 관련
□ (건의배경)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가 임면되는 경우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협회 웹사이트 및 회사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으로 보고되고 있음(§33)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 관련 규제를 금융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
＊ ʻ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ʼ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주요경영사항
공시항목 중 11. 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임한 때를 삭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본시장법 제33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불수용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를 완료하면 자연히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ʻ금투업무규정ʼ)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의무도 완료되며, 금융회사가 중복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발생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

□ 참고로, 금투업무규정은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ㆍ해임시 보고 의무에 덧붙
여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즉, 동 규정은 지배구조법과는 별도의
해임 보고 관련 내용이 지배구조법에
당연히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인
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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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선ㆍ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을
판단됩니다. 동 규정은 금융당국의 규제
바, 개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금융투자협

Ⅱ-5
건의내용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 심사 규제 개선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2년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며,
ㅇ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여 선정
해야 함*
*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지배구조법 §32①)
ㅇ 동 규제는 일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특정 개인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체
기업군을 지배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최다출자자인 글로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법규등에 따라 지
배구조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받아 통제되고 있어 상기의 우려에는 해당 사항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글로벌 금융투자업자의 최다출자자가 (해외) 상장회사인 경우 그 상장법
인의 일반 최다출자자(일반 펀드* 등)에게 연락하여 한국자회사(국내 금융투자업
자)를 위한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실무상 상당히 어려움
* 최종 직전 최다주주가 펀드인 경우 해당 펀드의 최다주주 즉 최다수익자를 파악
하여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이고 그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또는 사실
상 지배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최대출자
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 1인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조세회피지역에 펀드를 설정
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2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추가검토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해당 외국법인의 최
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국내
법인과 규제적용 대상을 달리 보아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인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
이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17년도에 심사대상을 최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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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금융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선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충실히 선정하여 금융감
독원에 보고하여 주시되, 선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금융당국에
알려 주시면, 구체적 사안별로 심사대상 선정 및 서류제출 방법을 통지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17년도중 제도시행 추이를 평가한 후,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선정의
애로사항 및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
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법 개선안 검토 (`1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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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 자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지배 허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ʻ금융지주회
사 등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
ㅇ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부동산 관련 자금 운용, 관리, 투자업무
를 수행하여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
자업자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로 분류**되어 금융
지주회사 등이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지배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지배하는 것은 가능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으로 분류
- 이에, 같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REITs에
대한 지배가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및 REITs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REITs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상기 규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
* 16.2.23. 국토교통부는 ʻ리츠 경쟁력 제고 방안ʼ을 발표하여 진입 규제 대폭 완화 :
건설업자,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되어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ʻ앵커리츠ʼ에 대해 주식소유제한을 완화(40%⇒50%), 국민의 건전
한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 위주인 리츠에 공모 특전 부여 등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지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6조의3, §19조①, §25조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제도팀

0221002841

기조치(수용)
□ ʼ15.6월 발표된 지주회사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ʼ15.12월 개정된 ｢금융지
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에 따라 금융지
주회사는 리츠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모 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 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
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
당하는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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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 개선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
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
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함(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③)
ㅇ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금융회사의 최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M&A 등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 예기치 않게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 아울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
감독원은 ʻ16.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ʼ17년 이후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NCR 등 다른 경영 및 재무건전성 지표를 활용할
필요*
* 금융기관은 이미 경영 및 재무건전성 판단 자료로 영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
율 등 평가지표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공시)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인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 대신 영
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여타 평가지표로 대체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16, §1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제도팀

0221002841

불수용
□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등을 편입시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경영을 유지하기 위하
여 세부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필요로 합니다.
3항

사유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 2항 2호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ㅇ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및 잠재적 충격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
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일정한 평가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지주
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금
융지주회사의 인허가, 승인, 감독 또는 검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사외의
기간중 평가시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는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관련법령*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
평가등급을 재무 및 경영 건전성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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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제34조, 은행업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자본시장법 제30조 및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금융투
자업규정 제3-25조
ㅇ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의 유지, 타 금융관련법률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시 금
융지주회사등의 자회사 편입승인시 현행과 같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세부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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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8
건의내용

리츠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 규제 개선
□ (건의배경) 금융기관이 리츠에 자본금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산법 등 관렵법
률에 따라 출자한도가 제한되고 있음*
* 금산법: 20%(금융위 사전승인), 은행법/보험업: 15%
ㅇ 그러나, 리츠의 경우에는 경영권 취득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간접투자목적의 금
융투자에 불과하므로 출자한도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ㅇ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1인 투자한도를 40%(현재 국토부는 50%
로 완화 추진중)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상기의 출자한도 제한은 이와는 상충되는 규제임
□ (건의사항) 상기의 출자제한 한도규제가 리츠에 대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
도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산법 제24조, 은행법 제37조, 보험업법 제109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24

추가검토

ʼ16.7.7일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국토부)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츠 출자 시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관련 자
료 별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처 계류중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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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9

건의내용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ʻ지배구조법ʼ) 시행과 관련, 자산운
용사들은 인력 및 조직 규모면에서 대형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3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이 필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라도 동 규제 적용)
ㅇ 보험사, 연기금의 위탁자산 증가로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조직 및 인력규모가 타 업권에 비해 적은* 자산운용사들의 특성을 감안시, 운용자산이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와 자산 2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평균 임직원수(ʻ16. 3월말) : (운용사) 1사 평균 45명(124사, 총 5,555명) (증권사) 1사
평균 659명(55사, 총 36,235명)
** 운용규모가 40조가 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사의 자산 규모도 5천억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임
□ (건의사항) 지배구조법상 인력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사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를 최소 30조원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배구조법 제3조 3항, (입법예고) 시행령 제6조 3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불수용
자산운용수탁고 20조원 이상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법상 의무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 등과 관련한 자산운용수탁고 20조원 기준은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사항으로서, 자산운용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자산운
용사의 경우 금융시장 질서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동 규정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운용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회사의
조직규모와 관계 없이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은행 및 은행지주의 경우에도 그 업무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회사에게 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용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전체 110여개사 중 총 7개사에
불과하며, 이들 회사들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의무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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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
건의내용

단일주주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는 단일주주 비장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지배구조법
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음
* ①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 및 완전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
는 손자회사 그리고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적
용되지 않는점 ② 외국계 단일주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와의 접점이
미미하며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
우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금투-노무라증권-20150004, 14주차)
ㅇ 이에, 금융위는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비상장 단일주주가 지배
하고 있어 소수주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
임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
변한 바 있으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현재,
모든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이 이에 해당)에는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요구가 미반영
※ 현재 CLSA등 상당수의 외국계 증권사 현지법인은 상기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으
로 인해 지점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 (건의사항) 사외이사 선임 필요성이 낮은 단일주주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서는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①, 동 법령 입법예고
§12①,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추가검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유

□ 건의하신 단일주주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면제 요청은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으로도 제출된 사안입니다.
□ 금융회사는 주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ㆍ금융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
큼, 건전ㆍ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업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 6월내 반영 여부를 확정하고 규개위, 법제처 등 제정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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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1

건의내용

비등기 임원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 완화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상무, 이사 등 금융투자회사
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ㅇ 그러나, 비등기 임원의 경우 경영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임원
결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 실제 업무승인을 위한 결재권한 없이 영업목적으로 상무(보), 이사(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감봉이상 중징계 처분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위를 강등(예. 부장)하여 계약
을 체결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존 호칭(상무, 이사 등)을
통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 요건 적용 대상을 ① 등기 임원에 국한하거나
② 업무승인을 위한 결재권한이 없으며 영업목적으로만 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4, 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6

불수용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의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는 바, ʻ13.3.12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
는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상 임원 결격사유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유

ㅇ 이로써, ʻ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ʼ(시행령§26의2)은 임원의 자격요
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바, 이는 내부 결재권한의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
다.
□ 따라서,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행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전 금융업법 공통사항으로,
ʻ16.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에서도 전체 금융업권
에 공통적용되는 사항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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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건의내용

금융 계열사간 내부자거래 한도 50% 확대 적용
□ (건의배경) 시장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형 금융 그룹사 간 내부자 거래가 확대
ㅇ 대형사 계열 증권, 선물사는 그룹 내 자체주문량이 커져서 영업실적 개선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 계열사 지원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 선물의 경우 영업기반이 축소되어 실적악화가
불가피
ㅇ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는 정부정책 의도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중
- 반면,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50% 한도 규제는 연장(ʻ
15.4월) 시행중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 펀드판매의 경우 계열증권사 판매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제도를 금융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계열사간 파생상품 거래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하는 것은 기업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사유

ㅇ 계약자유의 원칙상 기업은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기업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계열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A금융그룹
소속 회사들이 A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정부가 계열사펀드 판매비중 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펀드판매사
가 고객의 이익보다 계열운용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그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파생상품에는 동일적용하기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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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3

건의내용

무상감자시 승인시 ʻ대주주 요건 충족ʼ 조건 제외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자본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데, 승인의 요건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ʻ금융투자업 인가시 대
주주의 요건ʼ을 충족하여야 함
ㅇ 자본감소 중에도 기업의 자산이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유상감자와 달리 무상감자는
단지 재무제표상의 계정 과목 재분류를 통한 자본구조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 경제적 실질 변화가 없는 무상감자시에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때 충족하여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재심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무상감자시에는 대주주 승인 요건 재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17조, 동법 시행령 제370조 제1항, 금융투자
업규정 제2-12조 제3항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6

불수용
□ 자본의 감소는 유상, 무상을 가리지 않고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438)은 회사가 감자(減資)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금융투자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투자자)과 거래관계를 맺는 만큼, 금융투
자회사의 건전성 유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일반 상사회사보다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에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감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시행
령 §370①), 경영 개입이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주
총회에서 상당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까지 일정 수준 이
상의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무분별한 자본감소 행위로
인한 투자자 및 채권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자본감소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일 뿐,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건
의하신 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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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

건의내용

계열회사 겸직금지 규제에 대한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일성 제고
□ (건의배경) 최근 집합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
하는 등의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제가 폐지되었음(ʻ15. 10.23)
*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포함
ㅇ 그러나, ʻ16년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임직
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함에 따
라 상기의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사항과 상충됨
*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의사항)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상기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등의 임직원 겸직규제 개선 사항이 지배
구조법에 반영되도록 조치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2156-9713

수용
< 기조치 >

사유

□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지주그룹 내 금융투자업자 제외)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앞서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 경우에 해당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상 겸직 승인 또는 보
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서만 겸직 승인 또는 보고 여부
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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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5

건의내용

상근감사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일성 제고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
재산 등*의 합계가 20조원 미만일 경우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면제
* 집합투자재산, 일임투자재산, 신탁재산
ㅇ 그러나, ʻ16년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
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
가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라도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건의사항)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자본시장법상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사항
이 반영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 동법 시행령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19⑧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수용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16.8.1.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운용수탁고에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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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6

건의내용

SPAC 공모 진행중 장중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승인 여부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코스닥시장 상장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기업인수목적
회사(SPAC) 공모를 진행하던 도중,
ㅇ 상장공모 주식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되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 일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청약후 납입해태, 일반투자자 청약 미달 등
ㅇ 상장 당일 전량 매도하여 지분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건의사항) ① 이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면제할 필요
② 승인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
* 지배구조가 복잡한 회사의 경우에도 금투업규정 2-14조 1항(대주주요건)에 해당
하는 최대주주 확인서를 모두 징구해야 하는 부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56-9712

수용

사후승인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사후승인 실익이 없는 경우*, 사후승인 신청기간
내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승인 신청을 사후보고로 전환
* 예 : 담보권 실행 또는 주식 총액인수 등으로 주식을 일시 소유하고 사후승인 신
청기간내에 전량 매각한 경우에도 금산법상 사후승인 의무가 잔존

ʼ16년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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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건의내용

해외파생상품 관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일부 해외파생상품이 포함
**되어 있음
*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1인 1계좌, 매매명세 소속회사 통지 의무 등
** 장내파생상품은 상기의 매매규제 대상이며(자본시장법 시행령 §64②), 미국선
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등 일부 해외파생상품
이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포함(자본시장법 §5②, 동법 시행령 §5)
ㅇ 그러나, 해외파생상품 투자는 해외주식 투자*와 같이 내부정보 활용, 투자자와
의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없어 상기의 매매 규제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상기 규제의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이에 포
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미적용
□ (건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해외파생상품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②, §63, 동법 시행령 §5, §64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6

불수용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규제하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빈번하고 투기적인 거래
를 지양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에 대
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부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에서 열거된 신
고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내규를 통해 파생상품, ELW 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원천 금지

사유

ㅇ 장내파생상품(자본시장법 §5, 시행령 §5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으로 의제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 포함) 또한 법령상 임직원 자기매매 신고대상상품으로 분
류되어 있는 바, 이는 장내파생상품이 원본초과손실이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서 위와 같은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임직원매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장주식등과 관련된 상품만을
임직원자기매매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투자자가 헤지 목적으
로만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가능(§166의2)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양자간 동일비교는 곤란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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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건의내용

임직원에 대한 이메일 등 모니터링시 사전동의서 징구 의무 완화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임직원과 고객과의 이메일, 메신저, 전화녹취 기록을 모
니터링할 경우 사전에 임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야함*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2조,
ㅇ 그러나, 모니터링이 매월 정기적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외국 증권
사의 경우 사전동의서도 매월 징구해야 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불편이 가중
ㅇ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사전동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
직원들로부터 확약서를 기징구*
* CLSA의 경우 CLSA Code of Conduct 및 Employee Handbook(회사의 전산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 있고 임직원이 1
년에 2회 숙지후 서명하도록 의무화
- 이에 따라, 임직원 입장에서는 사전동의서 제출의무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애
로가 발생
□ (건의사항) 임직원이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 하는 등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필요*
* 다만,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 등에 임직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의를 받아야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2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IT․금융정보보호단 IT감독팀

02-3145-7418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가 스스로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수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
도이므로,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모범규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 금융회사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모범규준* 등을 참고로 회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 모범규준 제12조는 금융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전산자료, 로그기록 등의 보관, 열람, 모니터링, 대외제공을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임직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야 하며, 열람, 모니터링, 대외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
다 가능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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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모범규준은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자발적인 협조
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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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

건의내용

자산운용보고서 중복 제출 관련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등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88, §89, 동법 시행령 §92④
ㅇ 그러나, 이미 공시되고 있는 상기의 동일한 자산운용보고서가 결산서류에도 포
함되어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비치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이를 영업소에 비치
토록* 하는 등 업무중복 발생
* 집합투자업자는 결산서류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판매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39)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한 보고서의 반복적 송부에 따라 큰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회사의 경우도 이미 수령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는 용량이
큰 동일한 보고서를 중복 수령하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 발생
□ (건의사항) 결산서류 작성 항목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제
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8, §89, §239, 동법 시행령 §92④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 부담과 관련하여 ʻ15.3월에 자산운용보서 교부주기를 분
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투
자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불가능하여 그 유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만, 결산서류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외하는 것은 신규 투자자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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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

건의내용

집합투자기구 성과보수 적용원칙 개선
□ (건의배경)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음(자본시
장법 §88①3)
ㅇ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기준지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
하고,
- 부의 수익률이란 이유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자산운용사는 고수익
추구를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결국 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향후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는 운용사의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성과보수펀드를 설정하는데 주력할 가
능성이 높음**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ʻ16.4.27.)
** 성과보수 적용펀드는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적용이 제외됨
- 이에 따라, 주가 침체기에는 대부분 펀드의 운용 성과가 부가 되어 운용사의 재
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보수 보
다 낮은 수준의 보수(예. 50% 내외)만 수취하도록 할 예정임
□ (건의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더라도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성과보수제도 도입(??16.4.27 발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
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법령 시행시점에 맞추어 성과보수 펀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유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① 기존에는 성과보수펀드가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음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 ② 성과보수기
준으로 절대수익률을 인정할 예정이라는 점, ③ 부의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성
과보수를 수취할 경우 투자자의 펀드시장 신뢰도 하락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즉각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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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펀드 도입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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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
건의내용

자산운용사의 해외 펀드 직접 취득 허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펀드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가능**
* 상장 지분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국채 매매 등
** 자산운용사의 펀드재산 운용시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신탁업자
가 수행
ㅇ 그러나, 해외 펀드의 경우 펀드재산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 자산운용사의 직
접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
* 현재 신탁업자를 통해 외국간접투자증권을 취득?처분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매
매주문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신탁업자에게 보내고, 신탁업자는 이를 다시 외국
자산운용사에 전달하고 확인함에 따라 업무지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팩스송수
신 등 수작업 업무처리로 인해 주문 누락, 착오 리스크가 높은 상황임
* 국내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 계열운용사와는 내부적으로 자동화된 매매프로
세스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는 비효율 발생
- 아울러, 상기의 이유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 펀드 직접
취득?처분이 허용(간투법 시행령 §75제5호)된 점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관련 조항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 펀드를 직접 취득?처분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0①, 동법 시행령 §79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은 운용할
때 이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투자신탁재산
의 보호차원 및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된 원칙입니다.

사유

□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위의 원칙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세하게 제한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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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하신 사항을 효율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과
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건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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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

건의내용

소규모 펀드 관련 모범규준에 대한 개선 의견
□ (건의배경) 당사는 금융위의 소규모 펀드 관련 모범규준*이 업계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ʻ16. 2월 시행)
ㅇ 그러나, 소규모펀드 정의 등 일부 조항이 자산운용사의 영업을 지나치게 제약하
거나 실질적인 펀드운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
한 개선 필요
- (소규모펀드 정의) 현재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 시점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1년은 자산운용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상품을 출시하여 안착시키기
에는 매우 부족한 기간이며 투자자의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완화 필요*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신규
상품의 가치가 다양한 투자 사이클 속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부
여되어야 함 → (예) 2012년말 설정된 당사의 유럽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초기
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4년 2분기 부터 3～4개월 사이 약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

- (재간접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 모범규준에서 소규모펀드 산정은 실
제 운용펀드인 최상위 펀드기준임*
* 소규모펀드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
인 경우는 모펀드임
그러나, 재간접펀드의 경우 실제 운용펀드인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
입 펀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펀드 산정시 재간접펀드의 운용 실질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전억제 규제) 설정 후 6개월 간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되어야 함
그러나, 소규모펀드는 이미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신규등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신규상품 출시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상기 규제로 인해 6개월만에 투자펀드가 변경이 된다면 애초 투
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데 되며 이에 따른 다수의 민원발생 우려
□ (건의사항) ① 소규모펀드 정의시 기간 설정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② 재간접
펀드의 경우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산정 ③ 소규모펀드 사전억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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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항은 폐지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
한 모범규준 §3, §4, §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
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행 모범규준은 당초 예정대로 `17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4분기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연장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다음의 이유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유

ㅇ 소규모 펀드 정의 기준을 설정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펀드규모 적정
화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 방향
과 상반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ㅇ 재간접펀드의 경우, 최상위 펀드에서 ʻ운용행위ʼ가 이루어지고 보수도 통합하여
부과되는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투자 펀드와는 별개
로 재간접펀드(투자자가 가입하는 펀드)에서 실질적인 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피투자 펀드와는 별개의 보수가 부과되므로 재간접펀드(투자자가 가
입하는 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사전억제조항은 운용사의 무분별한 신규펀드 설정을 방지하여 소규모펀
드 양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펀드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업계의 관
행이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모범규준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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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5
건의내용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의 합리적 도입 건의
□ (건의배경)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행정지도 예정*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ʻ16.4.27, 금융위원회)
ㅇ 이는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사가 공
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로 판
단됨
- 다만, 재간접펀드의 경우 이미 자산규모가 상당한 피투자펀드를 편입하고 있으며
피투자펀드 또한 동일한 규제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공모펀
드 투자 의무화 규제 적용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외펀드에 100%까지 투자하는 100% 해외 재간접펀드의 피투자 해외펀드
는 국내 Seeding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법규 등에 따라 책임운용되고 있
음
□ (건의사항)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2016.4.27 발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시장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정 법령의 시행시점에 맞추어 행정지도를 시
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외대상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 시점에 맞추어 행정지도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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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6
건의내용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기준 완화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해당 기준인 30% 펀드판
매 실적*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펀드**도 포함됨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에 해당되며, 해당 집합투업자는
동 증권사의 인수증권 매수 금지 등 동 증권사와의 각종 거래가 제한됨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ㅇ 그러나, 연기금투자풀 펀드 판매사는 판매사를 통한 펀드판매라는 절차적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제
외하는 것이 합당하며, 같은 맥락에서 연기금 단독 펀드 또한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 또한 고려
* 연기금투자풀의 펀드의 수익자는 해당 연기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사전
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의 판매에 대한 역할은 사실상 없음
- 아울러, 신탁업자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기준인 30%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실적 산정시에도 연기금투자풀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4, §87②2
□ (건의사항) 집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해당 기준인 30% 펀드
판매 실적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및 연기금 단독 펀드 판매실적 제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자본시장법 제84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
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사유

□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
자의 경우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각종 거
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비록 해당 판매내역에 연기금투자풀 펀드
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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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7
건의내용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시기 개선
□ (건의배경)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3개월마다 작성되어 투
자자에게 교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설정일 기준의 자산운용보고서는 보고대상 기간이 펀드별로 다르기 때
문에 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동일한 기간(예. 분기별 또는 반기별)의 자산운용보고서가 작성된다
면 투자자는 펀드별 수익률, 매니저의 운용 철학 등을 보다 손쉽게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 선택 가능
ㅇ 아울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시기가 일원화 된다면 설정일 기준에 따라 1년 내
내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산운용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건의하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시기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펀드 숫자가 많지 않아 자산운용보고서를 일정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유

□ 그러나 대형 운용사의 경우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 일정시점에
동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한다면 이 또한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직
접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판매회사 등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
가 있습니다.
□ 투자자의 수익률 비교 등은 현재에도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3개월, 6개
월, 1년 등의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매니저의 운용철학 등은 시기와는 상관
없이 투자자는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자산운용보고
서의 교부시기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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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8

건의내용

재간접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개선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100% 재간접펀드는 모자형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이
기 때문에 운용(모펀드)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
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음
* 금투-슈로더운용-20160007(40주차),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ㅇ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규모펀드 해당 기준은 운용중인 해당 운
용사의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펀드를 그대로 편입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상위 해외펀드가 소규모펀드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어 불수용으로
답변한바 있음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ㅇ 그러나, 기 건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00% 재간접펀드의 실질적 운용펀드는 편
입펀드인 상위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 동 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소
규모펀드를 산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펀드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
인 경우는 모펀드임
□ (건의사항) 100% 재간접펀드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펀드인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사유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
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분기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모범규준 만료 시점에 개선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소규모펀드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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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9

건의내용

인덱스펀드에 대한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
□ (건의배경) 인덱스펀드의 경우 신규자금 유입에 따른 추가 펀드 설정시 추적오
차를 방지하고 신?구 투자자간 형평성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납입일에
투자대상 자산을 매수하여야 하지만,
ㅇ 지수추적의 효율성을 위해 주로 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덱스펀
드는 수익자의 펀드 매수자금이 입금되는 일자에 파생상품을 매수할 경우 파생
상품 운용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순
자산의 100% 이내가 되도록 파생상품을 투자해야 함(자본시장법 §81①1마, 동
법 시행령 §80⑥)
**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이 순자산에 반영되는 것은 납입일(T일) 이후(T+1일 이후)
이기 때문에 납입일 당일 추가적으로 파생상품을 매수할 경우 상기의 위험평가
액이 순자산의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1안) 인덱스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추가설정시 상기의 파생상품 운용
규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거나
*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법 시행령 §81②)에 반영
ㅇ (2안) (1안)이 어려울 경우 기준지수를 반드시 추적해야하는 ETF(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1①1마, 동법 시행령 §80⑥, §81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기조치(수용)
□ 지난 6월 ETF시장 활성화,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
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ETF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2016.6.22.)

사유

□ 당시
양한
화를
상품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제한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구조화 ETF의 활성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 (i) 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 (ii) 투자대상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제한될 것, (iii)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
지 아니할 것
- 104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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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0

선물매매주문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사전자산배분 규제는 펀드간에 손익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ㅇ 선물거래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어 펀드
간에 임의적인 손익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의 실익이 크
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선물거래는 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위험헤지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
어 시장상황에 적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의 완화 적
용이 반드시 필요*
* 당일 발행자산은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
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음(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
인, 금융투자협회)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주문
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0③, 동법 시행규칙 §9,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 ʻ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ʼ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
접 취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된 것이며, 투자대상자산 거래 전에 투자신탁별로 자산배분 내용을 사전에 정
하고 그 과정을 전산화 하도록 한 것입니다.
* ʻ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ʼ 제정(2015.9.14.)

사유

□ 본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 간 손익조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는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제정 당시 주로 채권, 콜, RP거래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자
산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시행 1년
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정주체인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업계의견 수렴 및
검토 후 필요 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업계의견 수렴 및 검토 후 필요 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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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

소규모자펀드의 펀드 해당 기준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원복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
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해지 가능
ㅇ 그러나, 모자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인 모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라도 자산운용사의 임
의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 (환헤지 문제) 환헤지형 자펀드*에 대해 선물이 아닌 선도환으로 환헤지를 하는
경우 장외거래 특성상 최소한의 운용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펀드가 소규모일
경우 환헤지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모펀드가 환노출형이라 하더라도 자펀드가 환헤지형으로 운용될 수 있음
- (관리상 문제) 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 하더라도 자펀드별로 투자설명서 변경 및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해주고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예) 당사의 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경우 ʻ08. 1월 설정되었
으나 현재 수익자 수는 3명이며 펀드 규모는 100만원이 안됨.
모펀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으나 투자설명서 갱신, 기준
가 산출, 설정 환매 등 관리상의 업무는 다른 펀드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음
판매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펀드 해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자가 인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건의사항)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가 원본액이 50억 미만에 해당될 경우 금융위
원회의 승인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
를 위한 모범규준 §4④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기조치(수용)
□ 자본시장법 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사유

□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 중 공모펀드 설정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자펀드라고 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
의하신 사항은 현 시점에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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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2

퇴직연금펀드를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의 예외로 인정

건의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펀드중 채권형펀드는 일부 대형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제외
하고 대부분 5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로 ʻ소규모펀드 정리 및 억제를 위한 모범
규준ʼ상 정리대상 펀드에 해당
ㅇ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시장이 실적배당상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중 채권형펀
드의 비중이 증가할 때 상기 모범규준에 따라 채권형 펀드를 정리한 중소형운
용사의 경우 시장에서 소외될 우려
* 현재는 퇴직연금시장이 은행, 보험위주의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실적
배당상품 규모가 전체 퇴직연금중 7.4%에 불과하고 그 중 채권형 펀드의 비중은
전체 퇴직연금중 1.2%인 1.5조원에 불과
- 반면, 일부 대형운용사의 경우에는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채권형 펀드 존재 자
체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ㅇ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에도 경쟁력 있는 다수의 운용사가 존재하여 향후 투자자
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
* 현재는 3개 대형 운용사가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
□ (건의사항) 퇴직연금펀드의 경우에는 시장 잠재력,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기능
등을 고려하여 50억 미만의 펀드라 하더라도 소규모펀드 기준에 적용되지 않도
록 상기의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사유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
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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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
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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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3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제한 기준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산 운용시 투자대상자
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임
ㅇ 그러나, 증권신고서 투자목적사항에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기재가 의무화되
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공모펀드 비교공시 공시항목에도 주된 투자대상 자산
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주된 투자대상자산(통상 50%)을 편
입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자산배분이나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분산투자가
어려움
- 아울러, 상기의 제한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펀드상품혁신 방안 및 공모펀드 활
성화 방안의 취지에도 역행
※ 신탁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으로 주된 투자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혼합자산집합
투자기구는 이를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215 제3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상기의 증권신고서 및 공모펀드 비교공시 공시항목에는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상기의 증권신고서와 공모펀드 비교공시 항목 등에 주된 투자대상자
산 기재의무를 삭제하는 등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도입취지에 맞게 관련 규제
를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15조 제3호, 금융투
자업규정 제4-69조 제2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5-2-1의 작성지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229조제4호)

사유

□ 증권신고서 및 공시와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한의 투자전략을 투자자 등에게 안내한다는 의미
에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함이므로 기재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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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4

펀드 환매 요청 시 실물지급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집합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가능*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수익자가
많은 공모펀드의 경우 전원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그러나, 금융환경의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요청시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폭락
등으로 수익자의 손실이 확대될 개연성이 큼
⇒ 이에, 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예 : 주식, 대출채권, 사업권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원할 경우 금전이 아닌 실물로 지급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수익자의 환매 요청 시 주식 등 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투자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원할 경우 수익자 전원 동의 없이 실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35조⑤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중인 금
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
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이 가
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5조제5항)

사유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①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매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자본시장법 제237조 등), ② 일부 수익자가 원
하여 실물을 지급할 경우 타 수익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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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5

부동산 등 실물자산 펀드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최근 실물자산의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실
물자산 펀드의 기준자격 공시주기를 일일 → 반기 결산시로 완화할 것임을 발
표한 바 있음
*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ʻ16.5.26)
ㅇ 이는, 실물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조치임
- 다만, 기준가격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
정 이벤트가 발생하여 편입 실물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기준가격
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실물자산 펀드 기준가격을 공시주기를 반기로 하되 반기내에서 해당 자산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법규 개정시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38⑦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 금융위원회는 ʻ16.5.27일 발표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실물자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가격 공시주기 조정, 펀드의 수시공시 사항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건의하신 내용도 검토에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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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6

신규펀드 설정시 소규모펀드 기준 적용 유예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규펀드
출시가 제한됨
* ʻ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ʼ에 따라 소규모펀드 비율이 ʻ16.
5월말 11%이내, 8월말 7% 이내, 11월말 5% 이내로 정리
ㅇ 다만, 펀드 설정시부터 소규모펀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새로운 펀드를 출시
할 수 있지만,
- 펀드 설정시점에 소규모 펀드 미해당 요건인 50억을 맞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설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예. 1개월) 유예기간
을 적용할 필요
* ① 펀드 설정시점에 5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전에 사전
모집행위가 전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임
② 펀드 설정시점에 브렉시트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펀드 가입시점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신규펀드 설정시 소규모펀드 기준 적용을
월) 유예 허용

일정 기간 동안(예. 1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
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유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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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
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위에서 건의하신대로 만약 1개월 유예 등을 조건으로 펀드에 대해 출시를
허용한 후, 1개월 후에도 소규모펀드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펀드가 더욱 난립하여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
제완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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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7

펀드 운용보수의 차등 적용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펀드 관련 보수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이하 ʻ판매보수 등ʼ)에 대해
서만 차등적으로 적용가능(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 가능)
ㅇ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장기투자자 등 자사 펀드에 로얄티가 높은 투자자에게 혜
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운용보수의 차등 적용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운용보수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운용보수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31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현재 자본시장법 상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차등적용은 가능하나, 운용보수에
대해서는 고객별로 이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자본시
장법 제231조제1항)
□ 다만 동일펀드의 경우 동일한 운용비용(인력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별로 운용보수를 차등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투자자 보호
의 차원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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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8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는 본인 참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
한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였으나*
* 상기의 대리인 참석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190⑩)에서 상법의 의결권 행사
관련 조항(§368③)을 준용
ㅇ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이동*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준
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상법 개정(ʻ14. 5월)으로 §368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이 §368②으로 이동
□ (건의사항) ①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
법 개정 ②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90⑩, 상법 368§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기조치(수용)
□ 상법 개정에 따라 준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당 조문의 취지 등을 감안
하면 현재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총회 의결권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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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9

전문투자형 사모MMF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MMF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채무증권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 규
제*을 준수하여야 함
* 채무증권: 5%, 어음 3%, 동일인과의 모든 거래(채무증권 평가액 및 기타 모든 거
래) 10% (금융투자업규정§7-19)
ㅇ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예외조항을(자본시장
법 §249의8①) 두어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 등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 전문투자형 사모 MMF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상 공모 MMF의 운용 관련 규제에
대한 배제조항이 없어 운용상 애로 발생*
*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위험감수능력과 투자판단능력이 있는 소수의 투자자
가 투자하며 운용자는 이에 대한 맞춤형 운용전략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며,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인 전문투자형 사모 MMF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MMF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 규제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8①, 금융투자업규정 §7-1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2

불수용
□ MMF는 투자자가 일시적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단기 자금운용
수단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 대응 등을 위해 편입상품 제한, 동일인
투자한도 등을 다른 펀드에 비해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이러한 MMF의 자산운용 규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자
금운용 수단이라는 제도의 속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가 기관투자자라고 하여 이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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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0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마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야 함
ㅇ 그러나, MMF의 경우 상기의 편입비율 규제 준수시 증권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최초설정 적용유예 규정*이 없어 운용에 애로 발생**
* 최초 설정시 편입비율 규제는 1개월 유예적용 (자본시장법 §81④, 동법 시행령
§81④)
** 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채권 및 전단채 발행 등이 많지
않아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 (사례) 실제 최초설정시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오후에 배정되어 40% 비율을
맞추기 위해 MMF투자전략과 무관하게 투자가능자산이면 편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조정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MMF 최초설정시 상기의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마련*
* MMF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단기채권 자산을 주로 편입하여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적용받는 1개월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산배분 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시장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하므로 유예기간을 최소 7영
업일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④, 동법 시행령§81④, 금융투자업규정
§7-16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2

수용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서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맞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를 제외한 기타 펀드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예기간이 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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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1

펀드 보유 주식 발행기업의 유상증자시 관계인수인 인수 주식 투자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해당주식의 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유상증자 주식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할 경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제*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음
*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자본시장법 §85제2호)
- 특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
서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주주권 행사 침해 소지도
있음*
* ①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지만 거래량
이 많지 않거나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음
② (사례) 2016년 1월 22일부터 5일간 거래되었던 삼성엔지니어링 워런트의 경우,
당시 가치는 3,010원(22일 종가 11,150원 - 1차 발행가 8,110원) 수준이었으나
종가기준 5거래일간 ʻ2,690원 - 1,800원 - 1,170원 - 1,265원 -1,300원ʼ 의 가격
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매도자가 적정가를 받기 힘들었음
□ (건의사항)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가 (1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2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량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공모증자 또는 실권주 유상증자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하로 배정을
제한하여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할 수 없
으며,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매수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사유

*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증권, ②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본 거래제한의 취지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에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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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 등을 집합투자재산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으로써, 집합투자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보유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 주주권 행사 침해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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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2

IPO전문 펀드의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투자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
ㅇ 그러나, IPO전문 펀드의 경우 주식투자는 IPO에 국한하여 투자를 하고 있어 관
계인수인 인수 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인해 펀드의 운용전략 수행과 수익률
제고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IPO전문 펀드에 대해 관계인수인 인수 주식 투자(수요예측 참여)를
허용*
* IPO전문 펀드의 설정 좌수는 2014년 3조억좌, 2015년 5.8조억좌 수준으로 추정되
어 고객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펀드로 파악되고 있으나 집합투자규약에 IPO전
문 펀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따라서, IPO시 수요예측 참여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등 IPO전문
펀드 요건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것을 전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의2호

현장점검반 대
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할 수 없
으며,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매수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증권, ②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사유

□ 본 거래제한의 취지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 등을 집합투자재산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으로써, 집합투자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
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펀드의 운용전략 수행과 수익률 제고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이유
로 IPO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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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3

펀드 판매사의 수시공시 부담 경감 지원

건의내용

□ (건의배경)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펀드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수시공시
내역을 전달받아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알리
고 있음
ㅇ 그러나, 판매사가 판매하는 펀드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 자체도 빈번
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전달받는 수시공시 내역을 일일
이 확인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공시하는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 (건의사항) ① 판매사가 수시공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수시공
시를 판매사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② 수시공시내역을 전자우편으
로 발송하는 각 판매회사별 업무*를 예탁원으로 집중화(예탁결제원은 이미 자산
운용보고서 발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시공시 부담 완화 방안(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ʻ15.
3월)의 일환으로 전자우편 발송은 선택사항으로 개선될 예정이지만 주요 수시공
시 사항은 여전히 전자우편 발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사의 전자우편 발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판매사 수시공시 관련 금융투자협회 세부 요청 사항>
□ 요청사항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펀드공시 >> 수시공시 화면 개선
ㅇ 판매회사별 검색기능 추가요청 (현재, 운용사별 검색기능만 있음)
ㅇ 엑셀다운로드시 수시공시 펀드종목코드 추가 요청 (금투협코드 또는 예탁결제원
코드 등)
ㅇ 약관/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일괄다운로딩 기능 추가(현재는 펀드별로 다운로드
되고 있어 특정 기간 설정시 판매사별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효과 : 운용사 및 판매사의 중복업무 해소, 수시공시에 대한 운용사/판매사
간 업무 프로세스 정립
ㅇ (운용사) 금투협/금감원에 기 제출한 수시공시사항을 판매사 담당자에게 개별
이메일 통보하는 업무부담 경감
ㅇ (판매사) 금투협을 통해 판매 펀드의 수시공시사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수시공시 누락리스크 감소, 운용사 개별 이메일 확인 및 자료다운로딩 등의 업
무 감소
--------------------------------------------------------------------------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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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불수용
[추가답변]
□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으나, 펀드 수시공시는 투자자의
보호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판
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사유

□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①현재 추진중안 개선안만으로도 수시공시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점, ②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책임자가 직접 공시해야하는 점 등 수시공시
제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 ③투자자보호를 위해 고객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 역할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의
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판매사 수시공시 관련 실무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소관사항으로서 바로 답변해드
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해당업무 담당부서
에 문의한 후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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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4

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한도 확대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모재간접펀드는 펀드재산의 5% 이상 사모펀드
에 투자가 불가하여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ㅇ 일반투자자는 투자정보나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사모펀드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요건* 으로 인해 투자 제한이 있어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를 투자할 필요가 있음**
* 레버리지 200% 이하의 경우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의 경우 3억원 이상
** 특히, 일반투자자는 고위험 투자상품인 코넥스 주식, 선물?옵션 상품에도 투자
할 수 있음에도 중위험?중수익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또는 특별
자산 펀드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공모 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일반투자자
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국민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중 투자되지 않도록 집합투자기구
가 다른 3종목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도록 규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제3호라, 자본시
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10항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8

수용
□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공모펀드는 펀드재산의 5%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 동법 시행령 제
80조제10항)

사유

□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여건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
반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4.27.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참조
□ 본 제도 개선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
본시장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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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5

소규모펀드 산정 금액기준 변경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은 원본액 기준으로 50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 또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진행*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2016.2월)
ㅇ 그러나, 소규모펀드 정리는 운용규모가 적은 펀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인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필
요가 있음*
* 소규모펀드 산정시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펀드의 순자산액과 비교
하여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순자잔액 기준으로 심각한 소규
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예. 원본액 400억, 순자산 40억)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리 조치가 늦어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ㅇ 또한,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규제한도 단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혹은
순자산액 기준이며, 원본액 기준은 소규모펀드 공시(법 시행령 §93③4, 5)와
수익률 비교공시(법 시행령 §94②7) 등 극히 일부 규정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 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요건을 이미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법 §253①4), 자본시장법 내에서도 순자산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
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미국 등 글로벌 자산운용 규제 또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
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필요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필요*
* 자본시장법 시행령 §93③4,5 §94②7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3③4,5 §94②7

[규정개정(안), 첨부참조]

(현행)
제93조제3항(수시공시의 방법 등)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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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제2항(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
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
하여야 한다.
(변경안)

건의내용

제93조제3항(수시공시의 방법 등)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
후 1년이 되는 날에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
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
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순
자산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
시하여야 한다.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소규모펀드의 정리의 목적은 ʻ펀드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ʼ를 위한 성격과 ʻ운용규모가 적은 펀드의 효율성 제고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
모펀드 산정 방법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순자산액은 펀드운용 성과, 국내외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소
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시기가 불명확한 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

ㅇ 이에 비해 원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펀드 설정 후 1년 경과 후에도 1개월 이상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 요청하신대로 순자산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
하고, 급격한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하락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펀드로 인정되므로 운용사 및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오히
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
히려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변경하자는 건의를 수용하기
는 어렵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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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6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건의내용

□ (건의배경)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펀드는 기본적으로 운용단위에 해당되는 최상
위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2016.2월)
ㅇ 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단위에 해당되는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재간접펀드 자체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펀드로 정하
고 있어,
*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
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
- 최상위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의 규모가 충분히 커 운용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간접펀드의 규모가 50억 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를 해지 등의 방법으
로 정리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건의사항) (1안)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 등과 같이 최
상위펀드(실제 운용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으로 변경
(2안) 자산의 대부분이 펀드에 운용이 되고 있는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와 동일한
운용구조인 100% 재간접 펀드*에 국한하여 편입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으로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6가목에 해당하는 재간접펀드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ʻ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ʼ16.2.5)

사유

ㅇ 모범규준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수는 국내에서 운용중인 해당 운용사의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또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펀드를 그대로 편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상위 해외
펀드가 소규모펀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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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7

자펀드 결산일 당일환매 처리를 위한 집합투자규약 변경 허용

건의내용

□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결산일 다음날에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하며, 이를 위해 결산일 전에 운용자산 처분 등을 통해 예상
이익금 만큼 현금을 확보함
○ 모자펀드의 경우에도 자펀드 또한 이익금 분배를 위해 환매소요 기간 전에 미
리 모펀드를 환매하여 충분한 현금을 확보함
- 그러나, 모자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모펀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펀드의 현금비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운용방법이지만,
- 모펀드와 자펀드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 자펀드는 결산일 전 모펀드를 환매하게
되며 환매 소요기간(해외투자펀드는 약 6~10일) 동안 불필요하게 무수익 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펀드 수익률 제고에 문제 발생
* 환매 소요기간 동안 환매금액 만큼 자펀드의 투자자산(모펀드 수익증권) 편입 비
율이 하락
□ (건의사항) 모펀드와 자펀드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자펀드 결산일에 자펀드 이
익분배금 내에서 모펀드의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규약 개정을 허용
함으로써 자펀드의 불필요한 추가 현금 보유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
* 실질적으로 모자 펀드는 하나의 실체이고 결산일의 설정․환매로 인한 인위적 편익
조작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등의 이슈는 없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상
품심사팀
검토의견

02-3145-6713

불수용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236조제1항*
에 위반

사유

* 자본시장법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
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
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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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8

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규제 해석에 대한 재고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해당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음
* ʻ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관련 질의ʼ에 대한 업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ʻ
16.1.12)
○ 그러나 상기의 법령해석은 편입비중 한도 규제 위반에 따른 펀드 손해배상 우려
등으로 인해 국내의 펀드운용 전략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밖에 없으며*
* 당일
유가
인해
법을

동일 종목을 추가로 편입하여 편입비중을 8%로 맞추더라도(2%의 편입 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M&A등의 이슈로
가격제한폭(30%)까지 상승할 경우 편입 비중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되어
위반

결과적으로 업계에서는 10%까지 동일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고 가격제한폭을 감안
하여 약 7.69% 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업계에서는 국내 사무수탁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시스템(과거의 주가
변동성을 고려)을 이용하여 당일 매수시 10% 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
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판단임
○ 아울러, 상기의 법령해석은 글로벌 관행*과도 배치되어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 해외 투자자 유치 등 국내 자본시장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도 지
장을 초래
* 대부분의 글로벌 펀드는 당일 편입비중 한도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매수는 매수
이후 편입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Passive Breach로 분
류하여 한도 규제를 유예
□ (건의사항) 당일 매수시 10% 편입비중 한도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매수 이
후 편입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한도 규제를 3개월
간 유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제1항제1호가목 및 제
3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 사유 등) 제
2항제1호 및 제5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현재 자본시장법령 상 집합투자재산 운용역의 매수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 초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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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거 법령 해석 시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 주식의 가격변화의 폭
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될 경우 예외사유가 과도
하게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세부 검토사항은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 민원포털 150368번 (ʼ16.1.12 답변) 참조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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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9

수익자 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 변경

건의내용

□ (건의배경)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결의요건*이 엄격하여 금융시장 변동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점이 발생
* ʻ13.5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발행 수익권의 최소 1/8 참석 필수로 변경
ㅇ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 연기 등이 실제로 발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시장은 최근 중국시장의 일부 종목 거래중단에 따른 환매연기 논의시 엄격한 수
익자 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에 대해 우려
ㅇ 운용사 변경, 소규모 펀드 징후 인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도 대처가 미흡할 우려
* 실제 소규모펀드로 확정될 때 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불가능
□ (건의사항) 중요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연기수익자총회가 출석 미달 등
으로 2회 연속 불성립시 과거와 같이 자동 종결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90조 제8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ʻ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수익자 총회의 의결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습니다.
* (과거) 제2차 연기 수익자 총회시에는 수익자 1명 참석 및 1명 결의로도 가능
→ (현재) 제2차 연기수익자 총회에서도 수익자 1/8동의 필요

사유

□ 당시 제도 변경은 펀드의 중요 의사 결정에 수익자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 만큼, 수익자 총회를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환원한다면 수
익자총회가 형해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방식대로 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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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0

관계인수인 범위의 합리적 조정

건의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한 인수인은 관계인수인에 해당되어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없음*
*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자본시장법
§85제2호)
ㅇ 그러나, 최근 투자자는 투자권유 없이 온라인 등으로 매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30% 비율 규제는 과도하며, 전체 판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율규
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운용 비중이 높은 집합투자업자의
헤지펀드를 판매하는 종합금융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1) 상기의 비율규제를 30% → 50% 확대 2) 일정 규모 이하(예. 5천
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인수인은 관계인수인에서 제외 3) 종합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상기의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5제2호, 동법 시행령 §87②2, 금융투자업
규정 §4-60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위 조항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운용자가 펀드 등 고객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수인의 인수 부담을 고객 재산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

ㅇ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이상 판매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관계인수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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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1

재형저축펀드 소규모 해지 대상 제외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ʻ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억제를 위한 모범규준ʼ이 ʻ16.1.6.
예고되어 2.5일부터 시행되었음
ㅇ 재형저축펀드는 적립식 상품으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해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당초 보도자료에서는 동일 운용사내 모자형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고 유사펀드
부재시 타 운용사에 펀드 이관을 권고하였으나,
서로 다른 유형의 펀드로 시작한 펀드를 모자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
하지 않으며, 타 운용사에 펀드 이관은 수익자 총회, 판매사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움
□ (건의사항) 세금 이슈가 있는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더라도
강제 정리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ʻ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ʼ16.2.5)
ㅇ 이는 ʼ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
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유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형저축펀드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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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2

금융정보교환망 정보관리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가 펀드 해지 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교환망에
집합투자기구 해지보고를 입력하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그런데 해지보고가 승인되면 동 펀드가 자동적으로 해지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ʻ
펀드관리ʼ 메뉴로 들어가서 또 펀드해지일을 입력해야 해지된 펀드로 분류가 되
고 있음
□ (건의사항) 펀드 해지보고가 승인되면 동 펀드(클래스 포함)의 펀드해지일이 자
동으로 갱신되도록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반
대응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자
산운용감독실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0231456718

수용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ʼ펀드관리ʼ 메뉴는 펀드 설정전 금융감독원 보고용 펀드
코드 생성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ʼ펀드관리ʼ 메뉴에서 해지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
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2/4분기중)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예정(2/4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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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3

채권매매시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 겸직 금지의무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채권매매시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매매담당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시장 변동시 마켓타이밍 기회 포착 등에 애로
*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0조에서 당일발행자산의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제도 시행이후 거래 증권사별 배분 비율이 안정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겸직 금
지 의무 규정의 목적을 일부 달성
* KTB 자산운용 등 대부분 운용사의 경우 최대 거래 증권사가 분기별 3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중
ㅇ 모든 채권 수익률이 민간시가평가 회사의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호가됨에 따라
자산매입의 공정성도 확보
ㅇ 시장은 겸직금지 의무 역시 트레이더로 매매가 집중되면서 불공정 거래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대부분 트레이더는 운용담당자에 비해 시장경험이 많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매를 배분할 가능성
ㅇ 거래자간 협상 여지가 적은 주식시장(장내)과 운용담당자 개별 협상력이 중요한
채권시장(장외)을 동일한 수준의 겸직금지 의무로 규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
□ (건의사항)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시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와 매매
담당자간 겸직금지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국공채, AA이상 회사채 매매 등은
제한적으로 겸직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금융투자업규정 §4-55, 집
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1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
원칙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자기명의 거래는 빈번한 거래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유

ㅇ 또한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고 펀
드매니저와 트레이더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계좌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금투업규정 제4-55조, 금융투자협회 사전
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9조
- 135 -

□ 건의하신 위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 검토
한 바 있으며, ① ʻ투자자보호ʼ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② 해외에서
는 대부분 전담 트레이딩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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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1

건의내용

보험사의 PEF 출자금에 대한 적용 RBC 위험계수 완화 등
□ (건의배경) 보험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시 RBC 신용위험
액 산출 관련 최고위험계수(12%) 단순 적용, 출자 약정금 전액 기준 위험액 산
출 예고 등에 따라 보험권 출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
ㅇ 최고위험계수의 단순적용은 투자구조의 안정성 및 회수가능성 등의 종합적 고
려가 없어 보험사의 장기적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저해 요인
- PEF의 경우 다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점, 다양한 회수방안을 계약적으로 확
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RBC 위험계수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ㅇ 보험사의 capital call 방식 약정의 경우 기 납입액이 아닌 출자 약정금 전액을
기준으로 RBC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중 이나,
- 보험사의 PEF 출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
□ (건의사항) 보험사 PEF 출자금에 대한 RBC 위험계수의 하향*과 RBC 신용위험
액(출자약정금 전액)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
* 상장주식 위험계수와 비상장주식 위험계수의 평균값 적용 또는 출자대상 PEF가
취득한 각 투자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의 4-7 등

현장점검반 대
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업무팀

7476

소관부서

검토의견

일부수용
□ Capital call방식의 출자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출자이행여부, 출자시기 등의
출자확정 정도에 따라 신용환산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당초 예고안을 변경
* 약정기간, 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환산율을 0~100%를 적용하도록 변경

사유

□ RBC위험계수는 과거 변동성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한 실증분석 혹은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결정하므로 특정 투자형태나 특성만을 고려하여 위험계수를 조정
하기 어려움
* 참고로 은행이 PEF에 출자하는 경우도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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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2

건의내용

PEF의 개인투자자 과세제도 개선
□ (건의배경)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개인투자자 과세제도는 직
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배, 결집효과(bunching effect) 등으로 개인투자자들
의 시장참여 비중이 저조
ㅇ (과세 형평성) 개인이 직접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겨우 비과세 또는 양
도소득으로 과세(22%)되나 PEF를 통해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일괄 과세(최
고 41.8%)
- 그러나 PEF의 경우 투자대상은 대부분 투자대상회사의 지분투자 형식이므로 실
질이 동일
ㅇ (결집효과) PEF의 경우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특정연도에 소득
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하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
* 투자회수기간이 평균 2.8년(최장 15년)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
ㅇ (개인투자자 비중) 다양한 원천의 출자금은 안정적인 PEF 운용을 위해 필수적
이나 국내 PEF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
* 국내 PEF는 연기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비중이 2.5%로 미미
한 반면 해외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16%이상
□ (건의사항) PEF에 출자한 개인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양도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 18 3항, 26 동법시행령 제
100조의 15, 18, 27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추가답변]

사유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
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138 -

[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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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3

PEF의 보고의무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록 신청서 항목상 기재토록 되
어 있는 운용사 세부 현황이 변경될 경우 PEF 별로 모두 변동사항을 반영*해
야 하는 애로가 존재
* 항목별로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익월 10일 이내 등 변경등록
ㅇ 그러나, GP 등록제도가 신설되면서 GP 등록 신청서상 운용사 현황을 기재하는
등 자료를 기 제출중이며,
ㅇ 관리하는 PEF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로드가 많고*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불필요
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는 문제점
* 운용인력, 연락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매건마다 변경등록을 할 필요
□ (건의사항) PEF (변경)등록신청서, GP 등록신청서 등의 양식 수정, 변경 등록사
항 수정 등을 통해 중복 보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현장점검반
대응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사
모펀드팀
검토의견

02-3145-6720

수용
□ 다수의 PEF를 운용 중인 GP는 동일한 내용을 PEF 별로 수차례 변경 보고하여
야 하는 불편 발생

사유

□ 감독당국 역시 동일한 GP 변경내용을 수차례 보고 받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GP 변경보고 근거, 위반시 제재조치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 추후 보고서 서식 제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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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4
건의내용

외국법인의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ʻ15. 10월)으로 전략적 투자자(SI)도 PEF가 설
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가 허용됨
ㅇ 그러나, SI의 요건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조
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법인은 SI로서 SPC 투
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
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②2나)
- 이는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아울러, ʻ제조업 등ʼ에 대한 요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
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제조업 외의 다른 업의 경우에는 SPC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SI로서 SPC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② SI의 요건인 ʻ제조업 등ʼ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②2나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국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도 전략적 투자자로 허용
건의 관련>
□ 국내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략적 투자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전략
적 투자자를 가장하여 투자목적회사에 참여하는 등 규제 회피 목적의 활용 여
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따른 불가피한 제한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제조업등의 범위 관련>
□ SI의 요건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제조업은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
추고 제조업에 준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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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5
건의내용

PEF 인수기업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면제
□ (건의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음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
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지
방세법 §7)
ㅇ 그러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에, PEF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간
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없음
- 아울러, 해외 PEF의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는 경우 상기의 세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해외 PEF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국내 PEF보다 세금혜택분 만큼 높은 가
격으로 인수가 제시 가능

□ (건의사항) 국내 PEF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자본시장법 §249의19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ʻ16.7.7일)시 발표된 ʼ투자활성화대책ʻ의 후속조치로, 행정
안전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M&A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신산업 육성 중심, 2016.7.7.)

향후계획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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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6

건의내용

외국 연기금 LP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 (건의배경) 외국 연기금 LP는 해당 국가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우리나라
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PEF의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소득(예. 주식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비과세 적용
ㅇ 그러나, PEF가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그 소득 원천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SPC로부터 받는 소득형태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상기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
지 않음
-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투자구조 활용을 위해서는 SPC가 필수적이며,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 연기금 자금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PEF의 SPC 활용
투자시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소득원천별 과세가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PEF가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외국 연기금 LP에 대해서는 SPC의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00의18③, 동법 시행령 §100의1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
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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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7
건의내용

PEF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개선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상호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음*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
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각종 규제
준수 부담 발생
- 그러나, PEF는 명칭에서와 같이 경영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경영참여가 불가
능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 발생
*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 §249의20)
- 또한, PEF는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최장 15년, 일반적으로 10년)되기 때문에
*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취지로 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내 처분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상기 규제가 적용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외국 PEF는 상기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PEF는 펀드 운용의 자
율성 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ㅇ 한편,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요건인 자산총액 5조원 산정시 PEF가
출자한 SPC 자산도 합산되고 있음
- SPC는 PEF 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순 도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
산이 포함되는 것은 중복합산임
□ (건의사항)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에서 PEF가 제외될 수 있도록 근본
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산정시 PEF가 출자한
SPC 자산은 제외하며 (3) 현재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만이 행사하고 있는 투자기업
에 대한 의결권을 모든 PEF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4, 동법 시행령
§17, 자본시장법 §249의20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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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과
검토의견

2100-2662

불수용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PEF를 통한 기업지배 등
의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
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기존답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공정거래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건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
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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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8

건의내용

PEF의 원천징수 의무 면제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
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회사)
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111②4

ㅇ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라 PEF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법인세)를 하지 않고 있
지만* 상기의 원천징수 의무로 인해 PEF는 투자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에 대해서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받고 있으며 투자
자는 추후 환급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이자액을 돌려받고 있음
* PEF 투자자에게 귀속된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수 측면에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환급절차만 발생시켜 PEF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만 지우고 있으며,
- 규모가 영세한 법인 투자자는 환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환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연금, 정부기관 등은 환급절차가 없어 환급을 받지 못하
고 있어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세수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불필요한 업무부담만 발생시키는 PEF의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73①, 동법 시행령 §111②4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
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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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9
건의내용

PEF의 CB, BW투자시 주식 의무전환 규제 개선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사채(CB)와 신
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2년 이내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야함
ㅇ 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시 PEF 운용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으로 전환하여 PEF 투자자의 투자손실 사례가 발생
예) 투자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1만원이며 기초자산(주식)의 주가가 5
천원일 경우 전환시 5천원 손실 발생
- PEF의 취지가 경영참여를 통해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면 상기의 CB, BW의 의무전환 기간 규제는 폐지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CB, BW의 의무전환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2③, 동법 시행령 §271의17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기구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 투자
가 원칙이며 CB, BW 투자는 주식 투자를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유

ㅇ CB, BW의 주식 의무전환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지분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않고 메자닌 투자로만 PEF 운영도 가능해 지게 되며 이는 경영권 참
여 목적 투자기구라는 법상 PEF의 정의조항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외 주요국에서는 경영권 참여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PEF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설립목적 확대 여부 및 운용규제 완화 여
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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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10

PEF의 투자대상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은 기 설립된 회사의 지분증권
등*에만 국한되고 있음
* 지분증권 외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의 증권에 투자가능하며 헤지목적
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능
ㅇ 이에 따라, ① 신규 프로젝트(예. 발전, 리조트 사업 등에 투자) 진행을 위해 신
설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고 있으며 ② 경영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동
산 등 실물자산 투자** 또한 제한되고 있어 PEF의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효과
적인 운용에 애로 발생
* 기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것과 신설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제한으로 인해 법인을 신설 후에 투자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발생
** 기업재무안정 PEF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자금의 대
여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존속기간이 ʻ16. 11월까지임.
현재 일반 PEF에서는 다양한 투자구조가 필요한 법정관리 기업 등 재무구조개선
기업 투자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GP(무한책임사원)는 별도의 기업재무안정
PEF를 설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시에 구조조정 Deal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① PEF가 신설하는 법인에 투자(발기인 형태로 참여 등)할 수 있도
록 허용하며 ② 기업재무안정 PEF에서 허용되고 있는 투자대상(부동산 등 실물
자산 투자, 자금의 대여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2, §249의22

현장점검반 대
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일부수용
<신설법인 투자 허용 건의 관련>

사유

□ 신설법인 중 타 회사로부터 영업 양수, 합병을 통해 영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
며, 영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PEF의 경영
권 참여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ʻ15.2월 금융위 유권해
석)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F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금전대여 행위 허용 건의 관련>
□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기구
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취득을 위주로 자산을 운
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산운용방식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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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PEF 제도의 특례로서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
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일반 PEF와 달리 경영정상화 및 재무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운용방식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재무안정 PEF
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운용방식을 일반 PEF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PEF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향후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향후계획

□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확대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향후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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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11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몰시한 연장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실징후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자본시장법 )하면서 동 PEF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및 세
제상의 특례를 제공
ㅇ 동 PEF 도입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동 PEF
에 대한 특례가 ʼ16.11.13까지만 유효한 상황(일몰규정)
□ (건의사항)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재무안정 PEF에
대한 특례의 일몰시한을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 등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수용
□ 지난 2015.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재무안정PEF제도의 일몰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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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1

건의내용

벤처기업법상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기준 관련
□ (건의배경) 펀드*가 다른 펀드를 발행증권 총수의 10% 미만으로 취득할 경우, 피투자
펀드의 사모펀드 여부 판정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는 합산
제외**
* 정식 명칭은 ʻ집합투자기구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는 투자신탁, 상법상 투자회사,
상법상 투자유한회사, 상법상 투자합자회사, 상법상 투자유한책임회사, 상법상 투자합
자조합, 상법상 투자익명조합이 있음(자본시장법 §9?)
** 자본시장법 시행령 §14②
ㅇ 그러나, 피투자펀드가 벤처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일반적으로 ʻ조합ʼ 형태임)일
경우 동 펀드는 상기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일부 업계 의견이
있어 동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혼선 발생
- 하지만,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펀드 관련 규제는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벤처기업법에서는 자본시장법 규제 배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며(벤처기업법 §4의8, §9 등), 상기의 사모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건의사항) 일반 펀드의 벤처기업법상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상기의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4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펀드
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모투자자 수를 정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 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은 자본시장법 상 펀드의 투자자수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투자자수 산출 시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중소기업청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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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2
건의내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기준 개선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공모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정시 모든
전문투자자는 제외*하고 있음(펀드 외의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법 시행령§11①1가, 이는 전문투자자가 충분한 투자판단 능력과 손실감
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임
ㅇ 그러나, 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시 전문투자자인 일
반투자자와, 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가 되는 전문투자자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①, §10③
12호?13호에 국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은 투자대상 사모펀드를 충분히 편입하지
못해 투자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판매회사와 마찰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 발생
- 업계에서는 펀드와 펀드 이외의 금융투자상품 간에 상기와 같은 차별적인 공모
규제를 적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②, §14①, §271의14①
□ (건의사항)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기준을 일반적인 공모규제와 동일하게 모
든 전문투자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공?사모 구분기준과 사모펀드 투자자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전문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및 일반 법인이 사모펀드에 무제한으로 투자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개인 : 금융투자상품 50억원 → 금융투자상품 5억원 & (연소득 1억원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
* 법인 :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 50억원(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
회사)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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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3

건의내용

적격투자자 투자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대상 해외펀드 편입 허용

□ (건의배경) 적격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역외펀드(이하 ʻ전문투자자형 역외펀드ʼ) 편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레버리지 200%이하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자, 레버리지 200% 초과의 경우 3억원
이상 투자자
ㅇ 즉, 전문투자자형 역외펀드는 전문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적격투자
자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편입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인 사모
펀드가 아니라 적격투자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형 역외펀드를 편입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운용
권한은 해당 펀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인 해당
펀드로 보는 것이 합당
-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를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였기 때문
에 적격투자자 투자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 (건의사항) 적격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전문투자형 역외펀드 투자
여부를 명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7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기조치(수용)
□ 기존에는 국내에 사모펀드로 등록한 역외펀드에 국내 펀드가 100%투자하는 경
우, 해당 국내펀드의 가입요건은 해당 역외펀드의 가입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습니다.(금융
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일련번호 160827 참조)
□ 따라서 현재는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역외펀드에 100% 투자하는 국내 전문
사모펀드의 가입요건을 자본시장법 상 ʻ적격투자자ʼ로 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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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4
건의내용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공모펀드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펀드 청산없이 자산 이전을 통해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만기시 공모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만기도래시 자산매각 → 재취득 절차없이 공모펀드로 전
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가격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
치 마련 등)을 확립(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16.5.26,
금융위원회)
ㅇ 이에, 당사는 기존에 운영 실적이 검증된 사모 부동산펀드를 공모 펀드로 전환
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상기 개선방안 발표 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모펀드의
공모펀드로의 전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사모 실물투자 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
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수용
□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5월에 발표한 ʻ펀드상품 혁신방안ʼ 추진의 일환으로 부동
산, 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모펀드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안내하
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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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5
건의내용

차등적 순위부여 사모펀드 설정시 코드 부여 관련
□ (건의배경) 자산운용업계에서는 1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내에서 투자자별로
순위를 달리하는 펀드를 준비하고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자에 대한 손익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49의8⑦)
ㅇ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동일한 펀드에 2개 이상의 별도 코드를 부여*할 수
밖에 없지만
* 1개의 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
해서는 전산적으로 별도 코드부여가 필요함
- 업계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코드 부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우려하고 있음*
* 예) 펀드의 순위를 구분하기 위해 코드가 복수로 부여되면 복수의 클래스 펀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 순위에 투자자가 1인일 경우 단독사모펀드 금지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 (건의사항) 동일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내에서 투자자별 순위를 달리하기 위해
복수의 코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8⑦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기조치(수용)
□ 수익증권별 이익차등배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사항에 대해
서는 이미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난 7..11 이후 안내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코드 부여와 관련된 실무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또는 예탁결
제원 펀드업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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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6
건의내용

부동산펀드에 대한 사모단독펀드 금지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사모 단독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설정?설립일
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 상기의 1개월 부여 취지는 최초 펀드 설정시 투자자 모집을 못해펀드가 바로
해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 모집의 충분한 기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
ㅇ 그러나, 사모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투자대상의 속성상 1개월의 기간
으로는 수익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즉,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해 확인 후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권유를 위해 펀드에서는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해
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개월내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어려움*
* 부동산펀드 투자대상 부동산(오피스, 호텔 등)은 거래규모가 커 거래상대방과 충
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실사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까지는 최소한 2
개월 이상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92①5, 동법 시행령 §224의2
□ (건의사항) 부동산펀드에 대해 사모단독펀드 금지 유예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자본시장법 상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을 금지한 취지로서 ① 집합투자의 본질적
요소인 고객재산의 Pooling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집합투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경영권 인수?방어 목적 또는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불
법?부당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투자자에 의한 운용간섭의 개연성
이 우려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펀드의 설립?운용과정에서 최초 펀드설정일로부터 1개
월 동안만 해당 요건을 유예한 것이며, 이러한 예외는 최소한도로 인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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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7
건의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동산 운용)의 차입 상한 확대
□ (건의배경)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한도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
ㅇ 그러나, 부동산 개발(레노베이션 포함)을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수
익자 모집을 위해서는 상기 차입한도의 상한선 삭제 필요
- 부동산 개발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펀드의 수익
재원(임대료 수익 등)이 없음. 이에 수익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펀드 자금을 모집하고, 대부분은 차입하여 개발 진행 필요
- 부동산 개발 완료 시점에 펀드 수익자에게 capital call을 하여, 모집된 금액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함
- 이 경우, 부동산 개발 시점에는 펀드의 차입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 (예) 전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이 100억일 경우 수익자는 최초에 10억을 투자하
고 나머지 90억은 대출로 충당하며, 향후 개발 완료단계에서 수익자는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펀드의 대출 비중을 줄이는 구조로 펀드를 설계하고자 함
□ (건의사항) 부동산 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삭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7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불수용
□ 부동산 투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투자손실 우려가 큰 측면이 있어 차입한도 상
향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과다한 차입을 통해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약간의 가격변동만으로
도 원금손실 발생으로 펀드재산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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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8
건의내용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 등록요건 마련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ʻ15.10.25 시행)으로 증권사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
드운용업이 허용되었지만,
ㅇ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에 대한 세부 등록 요건이 마련
되지 않아 현재 증권사의 전문사모펀드운용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권사의 전문사모펀드운용업 등록은 증권사의 고객기반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속히 허용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전문사모펀드운용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등록
요건을 마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기조치(수용)
□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2016.6월부터 증권회사의 겸영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2016.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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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9

건의내용

사모펀드의 차등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개발
□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이익분배(배당) 등에 관하여
차등적인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미비
로 동 증권의 발행이 불가한 상황임
*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동법 제189조
(수익증권등) 제2항의 수익자의 균등 권리 적용 제외(ʻ15.7.24 개정, ʻ15.10.25
시행)
** 한국예탁결제원은 펀드내 순위 차등 수익증권 발행 사례가 없고 이를 위한 시
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ㅇ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집중 예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펀드
설정에서 환매에 이르기까지 펀드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법개정에 따라 허용된 상기 업무에 대한 시스템 지원을 하지 않
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현재 업계에서는 차등적인 수익증권 발행이 불가능하여 SPC설립을 통해 순위를
차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SPC 설립 및 관리 비용, 세금 이슈 발생
등)로 펀드수익률 저하*
* 리츠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 발행이 가능하여 배당에 대하여 순위를 구분할 수
있어 리츠와 펀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건의사항) 사모펀드의 차등 순위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
에서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 제189조(수익증권등) 제2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수용
□ 사모펀드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2015.10.25. 시행)에 따라 이익분
배(배당) 등에 관하여 차등적인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유

□ 현재 자본시장법령 상 모펀드 내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
하게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금융위 보도자료(펀드상품 혁신방안, 2016.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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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관련 시스템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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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10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인 기금, 변액보험, 공제조합 등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기관들임
ㅇ 이에, 은행 및 보험사도 여러 사람이 납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운용하고 있어 상
기 기관들과 같이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필요
※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기금, 보험사의 변액보험, 공제조합, 체신관서)
이 한정적이며 소형사 입장에서 기금 등 상기 기관들의 판매사풀에 선정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허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형사의 법인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사모단독펀드의 예외적 허용대상 기관에 은행, 보험사를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8

불수용
□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
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13년에 개정되어 ??15.1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사유

□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
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 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
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
과하지 않은 경우 등
ㅇ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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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11

부동산 자금차입 규제 일관성 유지 필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금차입 규제가 상이하여 일관성
을 유지할 필요
ㅇ 자본시장법 §249-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에서는 순자산의 100분의 400(400%)으로 차입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 부동산투자회사법 §29(차입 및 사채발행)② 에서는 자기자본의 10배(1,0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차입이 가능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자금차입의 경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1,000%)하도록 개설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7①, 부동산투자회사법 §29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다는 측면은 유사하지만 내부의사결정구조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투
자자 보호 장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펀드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산을 운용
→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결정 범위가 제한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집합투자업자 변경 등) → 본인?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

사유

* 리츠 :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항(사업계획,
차입계획, 사채발행계획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결정 → 자산관리회
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수행
→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부동산 투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투자손실 우려가 큰 측면이 있어 차입한
도 상향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한 차입을 통해 펀드재산을 부
동산에 투자할 경우, 약간의 가격변동만으로도 원금손실 발생으로 펀드재산 부
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 162 -

Ⅳ-4-1
건의내용

수요예측 참여에 따른 공모주식 배정관련
□ (건의배경) 대표주관사는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
모주식 배정을 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
* 대표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주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됨
ㅇ 그러나, 최근 당사는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보다 과도하게 배정*받음에 따라 불
가피하게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최근 A기업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 74.9:1이었으나 당사는 7.25:1수준
으로 배정
- 기관투자자는 보통 실제경쟁률을 예상하여 그에 적합한 규모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만, 실제 경쟁률에 비해 과도하게 배정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여타 기관투자자에 비해 운용규모 또
는 자체 운용여력(자본금 규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대 배정시 운용규모를 넘
어설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에 문제 발생 우려
- 또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수요예측 참여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
□ (건의사항) 대표주관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식 배정시 실
제 경쟁률에 비해 과도하게 배정시 사전에 해당 기관투자자와 협의할 수 있도
록 권고할 것을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 증권발
행제도팀
검토의견

02-3145-8442

불수용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 수요예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인수회사에 대하여 본인이 배정받고자 하는 수
량을 제시하는 계약행위이므로

사유

- 자신의 재무상황, 취득능력,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로서 자기책임에 따라
신중하게 참여하여야 하는 점
- 배정물량 확정전에 인수회사와 재협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실제 신청수량보다
부풀려 물량을 신청하는 관행이 조장되어 시장의 건전한 질서가 훼손*될 우려
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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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16.12월 감독당국은 기관투자자의 허수주문 등 과도한 물량신청을 불성실수
요예측행위로 규정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중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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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
건의내용

중기특화 증권사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건의배경)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자금 운용과 관
련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성장사다리펀드) 중소기업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 완화, (산업은행)
중기특화 증권사가 운용하는 별도 펀드 조성 또는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
대, (기업은행) 중기특화 증권사 펀드 결정시 출자 지원 검토 등
ㅇ 그러나, 상기의 인센티브 방안은 해당 정책기관이 실질적으로 중기 특화 증권사
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 정책자금 운용사 선정시 일부 가점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트랙레코드가 없는 중
기특화 증권사가 벤처캐피탈 업체와 경쟁하여 운용사로 선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아울러, 중기특화 증권사 6사는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에 비해 운영비용 부
담이 과도하게 발생
- 향후,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사는
이를 활용할 실익이 없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 다음의 지원책 마련 요청
① 정책기관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기금 마련(중기특화
증권사 별도 리그 신설)
② 중기특화 증권사별 희망사안(투자계획 등)과 정책기관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 유도
③ 금융위 관할 정부기관의 운용자금 예탁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입, 신보, 기보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임 등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간접적 지원 필요*
*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의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
라도 동 부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로서 역할 가능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금융, 신기보, 한국성장금융, 산은, 기은
등을 통해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은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최종 결정
될 사항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앞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중기특화 증권사 간 교류 등을 통해 중기특화 증
- 165 -

권사들의 애로가 정책금융기관에게 보다 잘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중기특화 증
권사의 중소기업 관련 IB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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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3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담보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은
외부감사 대상기업, 투자적격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10①2
ㅇ 그러나, 증권사는 전문적인 투자판단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비상장주식 담보대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유망 중소?벤처?스타트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가능케하고 증권사는 IB기능을 제고*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
보할 수 있어 비상장기업의 투자가치가 제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장기
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증권사는 추가적으로 대출이자를 신규수익원으
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 비상장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유인으로 작용
- 아울러,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시장성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많은 이들
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
* 일반적인 창업가들은 전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유자산 대
부분이 창업기업의 주식임.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초기에 많은 창업
자들은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은행 등에서는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 →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여 창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자금융통에 구
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예탁증권 담보융자시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4③,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10①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수용
현재 ｢금융회사 자율규제 정비방안｣에서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엽무에 관한 규정｣ §3-10①2를 원칙중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협회 규정에서는 담보 징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골자
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담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내 ｢금융회사 자율규제 정비방안｣ 확정 후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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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4
건의내용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 허용 재건의
□ (건의배경) 당사는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방법으로 사전에 메
신저와 아이디를 지정하는 방법*을 제시
* 투자자가 메신저주문 이용신청서를 통해 지정한 메신저와 아이디로 매매거래를
위탁
ㅇ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상기의 방법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
탁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
* 메신저 이용신청서ʼ로 지정한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통해 위탁자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 필요
(MTS 상에서도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요구)(금투-하나금투-20150041, 23주차)
- 그러나, 공인인증서 이용은 메신저 업체와의 제휴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며, 휴대폰 인증 또는 유선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굳이 메신저를 이용할 이유
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메신저를 통해 매매거래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 방법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사항)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 방법을 회사가 정한 방법
(예. 메신저 및 ID 사전 지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2①2, 동규정 시행세칙 §109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회원사는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따른 방법,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이
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2①), 이 경우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합니다.(동규정 시행세칙 §109)

사유

* 例) 문서에 따른 방법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화등방법 : 녹음 등, 전자통신
방법 : 공인인증서 등 시스템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위탁
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ㅇ 현재 매매거래의 위탁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HTS, MTS의 경우에도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
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ㅇ 건의하신 바대로,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 방법을 회사가 정
한 방법(예. 메신저 및 ID 사전 지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본
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간주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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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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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5
건의내용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및 계열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규제취지상 문제점) 금융위는 24시간 매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기존 건의에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구조적 특성상 규제가 불가피
함을 강조한 바 있지만*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완화(금투-키움-20150034, 4주차)
- 조사분석자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
융투자회사의 고객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접근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 조사분석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개인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당해 금융
투자회사로 하여금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규제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조사분석자료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대상 종목을 24시간이 아니라 조사분석 대상 기간동안 매매제한을 해
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4시간 매매제한 규제는 자기 모순
적인 규제로 판단됨
- 만일, 동규제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들에게 해당 금융
투자회사(고유계정)보다 해당 종목을 먼저 매매할 기회를 제공하여 고객을 보호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
>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매체의 발달, 접근성 증대, 그리고 정보
확산 속도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4시간 매매금지 기간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ㅇ (입증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24시간 규제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프로그램 매매,
헤지거래 등)하여야 하지만
- 이를 일일이 기록하고 관리 (외국계의에 경우에는 해외 전 계열사 포함)해야 하
는 기록?유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일부 외국계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등 실제 매매를 수행해야 함에도 입증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조사분석자료 대상 종목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
* 해외 계열사들의 경우 한국과 같은 법적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
한 규제가 없어도 조사분석업무와 자기매매, 위탁 매매영업부서 및 기업금융업무
부서 상호 간 엄격한 정보차단벽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
제의 방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부당이용행위 금지라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음
ㅇ (국제적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점) 공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선행매매 하는 행위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어 엄격하게 규제해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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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된 자료를 24시간이나 매매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여지며 한국에
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임*
* (첨부)

ʻ24시간 매매제한 규제 도입시 참조한 해외 규제ʼ

참조

□ (건의사항) (1안) 24시간 매매 제한 규제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조사분
석자료 공표전 부당이용행위 금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면 개정 (2안) ① 24
시간을 30분～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② 해외 계열사의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24시간 매매제한 규정 적용 배제 등의 대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
건의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68조 제1항 2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현행 조사분석자료을 활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
라도 해당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사유

* ①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
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
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③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④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동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사유를 활용하지 아
니하는 것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컨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바
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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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6

건의내용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재산상 이익제공 금액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
랜 기간 동안 변동이 없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전
략 수행에 애로 발생
*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보지 않는 한도 : 3만원(물품 또는 식사에 한하며 ʻ04년 도
입 이후 변동이 없음), 1인당 1회 제공한도 : 20만원, 1인당 연간 제공한도 : 100
만원, 회사당 한도(괄호는 영업수익 1천억원 초과) : Max(영업수익의 3%(1%), 10
억원(30억원))
ㅇ 아울러, 기프트콘 등 소액 상품교환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
확*한 상황이며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경우 기프트콘 제공시 마다 승인
절차 수행, 기록?유지 등 과도한 업무 부담 발생
* 기프트콘을 물품으로 보지 않고 상품권으로 보게 된다면 3만원 이하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제공한도 산정에도 포함되며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과 기록?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3, §2-65
□ (건의사항) ①재산상 이익제공 금액 기준을 상향 또는 폐지*하며 ②기프트콘 등
소액 상품교환권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처리하여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3만원 → 5만원, 1회당 한도 규제는 폐지하고 연간 한도 규제는 상향(예. 300만원)
조정(회사 총액한도 제한은 유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2

소관부서
검토의견

일부수용
□ 재산상이익 적용제외 금액기준 상향은 타 법률․업권과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됨

사유

□ 또한, 한정된 물품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교환권(예:기프티콘)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교환권의 교환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규제가 적
용되며,
ㅇ 기프티콘으로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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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7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의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기준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M&A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 포함) 인수업무 등
을 수행시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권유 등*이 제
한됨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 포함), 회사의 계산에 의
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등(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0)
ㅇ 이에 따라, IPO나 유상증자 등의 신규 주권 발행에 따른 정상적인 청약권유 업
무가 제한될 수 있음
- 아울러, 금융투자업규정상(§4-20①5바)으로는 상기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투자
자에게 알릴 경우 투자권유가 가능함에도 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매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① 금융투자회사가 주권의 인수 업무 등을 수행시 해당 발행 주권에
대한 청약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 M&A 업
무, 주권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더라도 동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
려진 경우 투자권유 및 해당 정보를 기보유한 임직원 또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0, 금융투자업규정
§4-20①5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2

소관부서

검토의견

일부수용
□ 증권사가 해당회사와 IPO, M&A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권유하기 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하도록 표준내부통
제기준을 개선할 예정임

사유

□ 한편, M&A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당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한없는 거래허용*은 내부통제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제한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여 거래
허용 가능(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제70조제1호)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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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8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
□ (건의배경) 개별 금융상품*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신탁 형태로 변경될 경우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
*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ㅇ 고객이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반 계좌가 아닌 신탁에 가입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ㅇ 아울러, 은행은 신탁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본시장법상 예탁증권에 해당되는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불허하는 것은
업권간 형평성 이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불수용
□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범위를 해당 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
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본업과 무관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예)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범위 제한(법 제72조)

사유

□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탁투자자에
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ㅇ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그 본업과 관련한 업무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취지
를 고려할 때, 증권회사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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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9
건의내용

외국인 투자자집단에 개인투자자 포함
□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자집단에 대해서는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투자자집단*에 개인투자자는 제외**되어 있어 개인들의 주문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
* ʻ투자자집단ʼ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함(금융투자업규정 §6-1)
** 투자자집단 관련 규정 마련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
에 국한 것으로 추정됨
□ (건의사항) 투자자집단에 개인투자자도 포함하여 외국인 주문 처리 관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6-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3

일부수용
□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해
외 개인 및 중소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과 결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입을 추진 중(ʻ17.1분기 중 시행예정)이므로 동 통
합계좌 활용으로 외국인 주문 처리 관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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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0

외국인 매매 관련 거래소 착오매매 정정제도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의 착오매매 정정은 거래소의 착오매매와 회원(증권사)의
착오매매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착오매매 정정 신청도 익일 오후 3시까
지만 가능
ㅇ 그러나, 외국인 매매의 경우 해외 투자자를 통해 주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ID
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해외증권사 등 거래소 비회원의 착오)가 종종 발생하며*
* (예) 해외투자자(자산운용사) 매매주문 → 해외증권사(국내증권사의 해외계열사)
→ 국내증권사로 매매주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외증권사가 ID 전달시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음
- 해외주문 정정은 시차문제, 해외 공휴일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일에 정정 결제지
시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착오매매를 해결하는데 애로가 있음*
* 현재 T+2일 접수된 착오매매 정정은 반대매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투자자 귀
책일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며 증권사 귀책일 경우에는 증권사가 손
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외국인 매매 주문과 관련하여 비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착오매매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전까지(T+2일 오후 3시까지) 착오매매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소한 해외증권사의 ID 착오전달에 대해서는 착오매매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할 필요(수많은 펀드별 주문을 처리하는데 있어 착오가 발생 가능성이 높음)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도 회원착오 정정시 회원의 범위에 해외증권사를 인정하였던
때도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착오매매 정정 대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44에서는 회원이 위탁
자의 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ʻ회원착오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착오 정정시 회원의 범위에 위탁자인 해외증권사를 인정하였던 때는 없습
니다.

사유

* 회원착오 :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
문 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ㅇ 비회원(위탁자)의 귀책으로 인한 착오매매는 규정에서 정의한 회원착오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탁자의 주문 실수까지도 착오매매 범위로 인정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시장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오매매 정정은 현재와 같이 회원의 주문 수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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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착오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손익 이전 등 부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 ID 착오 여부
에 대한 입증 어려움
② 익일 이후의 거래주체 변경으로, 실시간 및 당일의 체결정보를 기초로 수
행되는 시장감시 업무의 효율성 저하
③ 투자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내투자자에게도 착오매매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빈번한 착오매매 정정 요청으로 시장 혼선 초래
□ (착오매매 정정 시한) 과거 익일 12시까지였던 착오매매정정시한을 ʼ09.10월부터
익일 15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시차문제 등으로 외국인 계좌 등에서 착오매매
사실이 익일에 발견되더라도 착오매매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의 불편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ㅇ 착오매매정정시한을 T+2일 15시까지 늦출 경우 T+2일 9시부터 시작하는 결제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시간* 및 원활한
후속업무처리를 감안하여 착오매매정정시한을 현행과 같이 T+1일 15시로 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T+1일 15시까지 착오매매 정정을 받고, 이후 매매내역을 확정․차감, 결
제내역 확정 및 통지(T+1일 18시 전후), 결제대금/증권의 수수(T+2일 9시～16
시) 등의 절차를 거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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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1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명목계좌 제도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투자등록 단위(ID)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
제를 수행하고 있어 주문처리 과정에 애로 발생*
* 개별적인 매매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ʻ투자자집단ʼ(복수의 펀드)의 매매주문
및 체결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목계좌(SNA :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1) 매매거래 이전에 각각의 펀드 계좌가 증권사에 신고
(투자자집단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2)규정화된 양식에 따라 투자자집단 신고
서를 제출해야 하고 3) T+1일까지 매매체결 내역 배분 이 가능하며 4) 배분된
계좌별로 각각 결제를 처리하여야 함
○ 금융당국 및 업계는 상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이하 ʻ옴니계좌ʼ)* 도입 등의 개선책을 발표하였으나 주문처리 방법
등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 (문제점) 옴니계좌는 개별 매매․체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 명목
계좌(SNA) 제도와 함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높음*
* 특히, 외국 개인투자자와 중소기관 투자자들은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국
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문 및 결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증권사의 업
무편의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옴니계좌를 활용하기 위해 옴니계좌를 관리하는
해외 보관기관이 해당 자산운용사의 각각의 펀드를 관리하는 다른 해외 보관기
관과 증권대체와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외에 있는 해외 보관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명목계좌 제도는 꾸준히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명목계좌 제도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관기관을 활용해야 하지만 글로벌 운
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수많은 펀드를 하나의 보관기관으로 통일하는 것 또한 현
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계 증권사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별 펀드가 이미 증권
사에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착오 등의 문제로 투자자집단
신고 누락시 명목계좌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임
□ (건의사항) 명목계좌 제도의 계좌 사전신고 의무를 계좌 사전개설 의무로 변경*
하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증권투자의 편의성 제고
* (1)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6-7③ 단서의 규정상 투자자 집단의 배분대상 외국인
의 인정범위를 현행 매매거래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신고
한 자에 한한다 → 매매거래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계좌
를 개설한 자에 한한다로 변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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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계좌개설 요건만으로 투자자 집단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규
정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집단 신고서 작성은 불필요(폐지가 바람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6-7③, 동규정 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
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의 제35호(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른 투자자집
단 신고서)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3

불수용
□ 투자자집단*에 대한 명목계좌의 허용취지는 사실상 투자의사결정 주체가 동일
한 외국인 집단의 거래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단일계좌를 통한 증권의 일괄체
결 및 배분 등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법령이나 계약에 의거하여 다수외국인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외국인

사유

ㅇ 동 건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면제토록 허용
해 달라는 것이나, 동 절차가 사라질 경우 동일투자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
국인이 명목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등 규정제정 취지를 형해화할 가능성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상 투자자집단 신고서를 통해 투자운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토록 하는 등 투자자집단에 대한
검증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투자자집단 내의 투자자 간에는 장내거래가 원칙인 외국인의 장
외거래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집단이 아닌 외국인간 장외거래 소지가
있는 동 건의를 수용하기는 곤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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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2

예탁원 대차거래 만기(1년) 관련 규정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 SAFE시스템을 통한 대차거래 만기는 1년이며 만기 시점에
롤오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차거래가 자동 종료
ㅇ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여증권을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차거래 만기시에 대여자가 계속 대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롤오버 신청을 하
지 않으면 대차거래가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 설정이 불
필요
* 대여자가 기관투자자일 경우에는 대여증권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
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롤오버를 신청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부담 발생
□ (건의사항) 예탁원의 대차거래 만기(1년) 관련 규정 삭제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대차거래 중개등에 관한 규정 §5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기조치(수용)
예탁결제원에서는 시장참가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차업무규정을 개정(2016.8.1.)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차거래기간을 제한없이
상호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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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3

건의내용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주식대여 투자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여부
□ (건의배경)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금년부터 배당소득
을 받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 배당소득(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9%(기존 14%) 적용되며, 25% 세율로 분리과세 신청 가능
ㅇ 사업연도 말(ʻ15.12.31) 기준으로 주식을 대여한 투자자는 상기의 과세특례가 적
용되지 않아* 해당 증권사에 민원 제기**
* 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주식을 대여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결산배당금을 증권사
를 통해 수령하고 있으며, 동 소득은 조특법상 특례적용 배당인 ʻ결산기의 잉여
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ʼ이 아니라 ʻ기타의 배당소득ʼ(소득세법 시
행령 §26의3④)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례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배당소득증대세
제 실무처리 문답자료, ʻ16. 2월, 기재부)
** 고배당주식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ʻ15.12.31이지만 상기의 세제혜택 부여 여부
에 대한 기재부 답변이 ʼ16. 2월에 나옴에 따라 작년 말에 주식을 대여하고 있
던 투자자들은 사후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배당 기준일 이
전에 이를 인지하였다면 주식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임. 아울러 이들
투자자는 주요 컨택포인트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대여한 증권사에 항의
또는 민원 제기
- 이에, 당사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는 자신에게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기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에 대
해 세제혜택분* 만큼을 지급하고자 함
* 기존 원천징수세율 14% or 종합소득과세율(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 특례 원천
징수세율 9% or 분리과세율 25%
-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인 손실보전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또는 재산상이익제공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투자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등
을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4-20①7)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절차, 한도들을 따
라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⑤3, 금융투자업규정 §4-18③, 금융투자회사의 영
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2편 제5장)
□ (건의사항) 증권사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주식대
여 투자자에 대해 재산상이익제공 절차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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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세제혜택분에 대한 지원은 증권의 매매, 그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지 행위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다수의 증권사는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많은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속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⑤3, 금융투자업규정 §4-18③, 금융투
자업규정 §4-20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2편 제5장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수용
□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가 없
었다면, 증권사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사 고객 투자자에게 증권사
자체비용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투자자의 실현손익과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성 훼손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ʻ손실보전금지ʼ 조항을 위
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ㅇ 따라서, 동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세제혜택 정보를 안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
로 판단할 사항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규정(ʻ금융투자
업규정ʼ 제4-18조, 금융투자협회 ʻ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별 사례 및 양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동 경우 증권의 매매 또는 거
래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손실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
제되어 있었다면, ʻ손실보전금지ʼ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
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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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4

조사분석담당자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 지침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ʻ15년도에 증권사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전
체 보고서 가운데 매도 보고서의 비율을 공개중
ㅇ 그러나, 사실상 매도 보고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존 투자자 자산손실 및 해
당 회사와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
ㅇ 특히 매도 보고서의 대상이 증권사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주로 집중
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ㅇ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리서치
센터장 협의체(분기 1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목적 달성
에 어려움
□ (건의사항) 투자의견 매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완화하고 매도 보고서 작
성 권고에 앞서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3조(조사분
석자료 심의)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는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소신대로 매도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오히려 조사분석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며, 동 지침의 완화가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

사유

□ 이외에도,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중임*
* ʻ16.8.24 보도자료,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ʼ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ʻ
제정｣ , ʼ17.1.3 보도자료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
안 마련｣참조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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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5

IPO시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대한 수량배정 기준 합리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IPO시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대한 주관회사의 주식 수량배정 기준이 제시
되지 않아
ㅇ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주식 배정후 배정예상 수량 보다 과소 또는 과대 배정되어
자산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건의사항) IPO시 주관회사가 1) 주식배정 기준을 제시하거나 2) 최소한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이라도 공지함으로써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자산
운용을 지원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 증권발행
제도팀
검토의견

3145-8442

불수용
□ 주관회사의 주식배정기준 공개는 수용이 곤란하고, 수요예측 경쟁률 공지는 기조치되
었음
1. 주관회사의 주식배정기준 제시 관련

사유

o 공모주 배정은 인수한 주식의 공정한 가격발견 및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관회사에
부여된 자율권한사항이며 공모주 배정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주관회사의 자율
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관회사가 내부적으로 공모주식 배정기
준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음
2. 수요예측 경쟁율 공개 관련
o 수요예측 경쟁률은 증권신고서에 ʼ10.9.1.부터 이미 공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
불필요

향후계획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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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6

별도예치금 인출기준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별도예치금 자동승인 인출기준(5%→10%) 완화 건의에 대해서 금융위는
인출규모 확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도 추가자금 필요시 초과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수용 회신을 한바 있음*
* 5주차, 금투-BNK-20150003
ㅇ 그러나, 부국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5% 인출금 규모가 40~50억원에 불과하여
한달에 평균 6회 정도 초과 인출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 투자자 출금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 주식매매에 따른 한국거래소 차감결제금액 납부
액이 큰 경우가 많음
- 별도예치금 인출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출사유 기준이 높아** 이자비용을 지급
하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초과 인출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는 등의 별도인출금 인출요구시 인출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인출요구에 따른 적시 인출이
어려움
**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 문의시 동양사태 등 대규모 인출수요가 있을 경우에 인출이
가능하며 10～20억 정도의 인출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상 별도예치금 자동승인금액 기준을 10%까지 가능토록
정하고 있어 동규정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승인 인출기준을 5%에서 10%로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75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4-42조
제3항, 시행세칙 제3-18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자동인출승인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현재로서 크지 않으며, 일부 금융투자업자의
불편(이자비용, 신청서 제출 등 절차상 불편)만으로는 기준을 완화하기 어려움

사유

- 추가인출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는 사유는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
되거나 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이 경우,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인출
을 할 수 있음
- 추가인출 승인신청 당일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신청서 제출은 별도예치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필요한 것으로, 자동인출승인 기준 완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ʻ절차상 불편ʼ은 자동인출승인 기준 완화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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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7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투업자와 비금투업자간 수수료 배분 금지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금투업자와 비금투업자간 업무제휴를 위해 수수료 수입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이 가능(수수료 배분 금지 완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ʻ15.12.3) 금융개혁 핵심과제중 ʼ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 개혁안ʻ,
ㅇ 그러나, 수수료 배분 금지 완화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며 디지털 복합점포, 핀테크 회사는 제외되어 핀
테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ʻ16.1.2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건의사항) 수수료 배금 금지 완화를 디지털 복합점포와 핀테크 회사*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금융위 보도자료(ʻ15.4.14,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투협이 건의한 증권사와 핀테크 회사간의 업무제휴 관련 질의에서
수수료 배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약속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0(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2
호 가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추가검토
□ 인가를 받지 않은 非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도
감독 당국의 행위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무분별한 영업으로부
터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非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간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

ㅇ 다만, ①업권간 공동영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이점이 있고, ②공동
영업의 상대방(예: 은행)이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이며, ③미인가 행
위나 불건전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동 영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영업의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수수
료) 지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어, 감독규정(§4-20)을 개정(2016.6.28)하여 예외규
정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복합점포는 ʻ15.7.3일 발표한 ｢방카슈량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ㆍ보험ㆍ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
다｣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별 복합점포 3개 한도 정책을 형해화할 수 있는 만
큼, 복합점포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개선이 없는 한 완화된 수수료 배분 제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 ʻ17.6월 이후 복합점포 정책이 변경되어 디지털 복합점포도 허용될 경우, 수수
료 배분 제한 규제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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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15.4월에 언급된 핀테크 회사와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제휴시 수수료 배분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핀테크회사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본질적이지
않은 단순 IT 관련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금융투자업과 밀
접하게 관련된 IT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인가업체에 대한
업무위탁이 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위배
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17.6월 이후 복합점포에 대한 정책 변경 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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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8

수수료 환급 관련 재산상이익 제공 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되고 있어 재산
상이익 제공 한도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상기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통한 영업력 제고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 고객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낮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를 올릴 경우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환급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수수료 할인․면제의 경우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환급 또한 재산상이익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자
본시장법 §58②)
□ (건의사항) 수수료 환급의 경우 재산상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수수료 환급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재산상 이익 산정시 수수료 환급은 제외 : 불수용 >
□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
므로(법 §58②), 수수료 할인․면제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수수료 환급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객
유인 목적의 영업행위(marketing)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익 제공에 가깝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거래고객에게 사은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과, 수수료환급 명목
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 간에 차이가 없음

사유

ㅇ 또한, 수수료 할인(면제)과 수수료 환급은, 법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공시대상 여부,
투자자의 세금처리 방법, 금융투자회사의 회계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수수료 환급시 이익제공 한도 확대 : 불수용 >
□ 수수료의 환급과 일반적인 사은품 지급간 마케팅 효과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기 곤란
한 만큼, 수수료 환급의 경우만을 특별 취급하여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는
협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재산상이익 제공 한도(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원칙)가 적으므로 이를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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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9

선물사 신용공여 업무 추진관련 건의

건의내용

□ (건의배경) 전업 선물사라도 예탁증권 담보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금융위 회신*
에 따라 삼성선물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ʻ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1)
** 투자자는 파생거래계좌 외에 별도개설 계좌(담보전용, 주문불가)를 통해 담보용
증권을 납입하고 현금을 차입토록 하며 위탁증거금 납부 용도로만 사용 가능
ㅇ 한국거래소는 규정상 ① 파생거래계좌 외에 별도개설 계좌(담보전용 계좌)는 주
문이 불가하여 정상 파생상품계좌로 볼 수 없고* ② 예탁금(대용증권포함)은 결
제이행, 증거금 예탁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의 신용
공여가 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7조(기본예탁금) ① 회원이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
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
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재무건
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액이
라 한다)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
아야 한다.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9조(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위탁자의 거래와 관련
한 결제의 이행,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러나 ① 기본예탁금 관련 상기 조항(§127)은 거래 위탁시 위탁자의 재무건전
성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설정토록 한 취지로서 신용융자를 위한 별도계
좌 개설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② 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관련 상기 조항(§139)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등은 거래 관련 결제 이행, 거래증거금의 용도로는 사용토록 하
고 있기 때문에 삼성선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증거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 한편, 동 규정(§139)에서 예탁금은 ʻ금융위가 정하는 방법ʼ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에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대용증권은 융자를 위한 담
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려주는 것도 가능
- 아울러, 거래소가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예탁증권 담보융자 업무를 위임근거 없이 제약하게 되어 상위법과 상충
□ (건의사항)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동 업
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①2,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127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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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선물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업무에는 과거 답변*과 같이 제약이 없습니다.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ʻ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1

사유

ㅇ 다만, 특정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시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은 시장 리스크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운영과정상 파생상품
거래 목적의 계좌가 아님에도 증권담보의 수시 설정?해지가 발생하여 리스크
관리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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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0

거래내역 통보방식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 시 우편과 이메일은 가능하나 SMS 통지 방식은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
ㅇ 신용카드 명세서 및 핸드폰 요금 통지서 등은 URL*이 연결된 SMS로 거래내역이
도착하면 주민번호 앞자리로 암호화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 Uniform Resource Locator :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ㅇ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은 우편과 이메일 통지로만 가능하여 반송 등록시 증권사
에 따라 출금정지 되는 등 고객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의 수단으로 URL이 연결된 SMS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 3-13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수용
□ 금융투자업규정(§4-36①2호) 상 우편, 전화, 이메일 등 전통적 통지방법 외에 ʻ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ʼ이 유효한 통지방법으
로 인정되고 있는 바,

사유

ㅇ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경우 법령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잔고 및 거래내역을 단순히 문자메시지만을 통해 발송한 경우는 법령상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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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1

온라인 거래 고객에 대한 반송처리 업무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HTS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매매명세 등의 통지시*
반송처리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2차, 3차 통보 등의 반송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투자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매매명세를
통지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거래고객의 상당수는 계좌를 개설 한지 오래된 고객들로서
매매명세 통지를 HTS 등 온라인시스템 확인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미처 표명하지
못하였음
ㅇ 상기 고객은 온라인 거래시 매매명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권사가 매매명
세 통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송처리 절차의 실익이 없으며 반송관련 서류 수령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 (건의사항) HTS등 온라인 거래 고객의 경우 별도의 반송처리 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 3-13조, 제3-15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반송처리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과 합의한 통지방식을 서면방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확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사유

ㅇ 이러한 변경은 현행 법령에서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기존 HTS고객과 합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인터넷 수시확인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
는 것으로 하여 반송처리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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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2

투자일임업 적용배제 범위의 제한적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하루에 한정하여 매매거래일과 총매매금액 등을 지정한 경
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증권사가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투자일
임업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②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등
ㅇ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상기와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맺지 못하고 여행, 출장 등을 떠날 경우 사전에 유선 등의 방
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매주문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는 일임이 불가하여 투자
자의 자산관리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1) 매매거래일의 기간을 하루에 한정하지 않고 ʻ투자자가 지정한 기
간ʼ으로 변경*하며 2)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약관에 정
하지 않더라도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일임 사항이 녹취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투
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일주일간 일정가격 이하로 분할매수를 요청한 경우 등 매매조건을 부여한 매매
주문을 위임하는 것은 계좌 매매의 실질적인 권한이 고객에게 있는 것으로서 일
반적인 일임과는 차별화하여 볼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 동법 시행령 §7③1, 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검토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서는 투자일임업으
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이는 별도의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 ① ʻ투자자가 지정하는 기간ʼ으로 변경할 경우 이를 악용
하여 투자자가 장기간을 지정하도록 회사가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ʻ
매도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ʼ 또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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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3

장기 휴면계좌에 대한 수수료 변경 공지 관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당사 약관에는 주식위탁계좌 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등이 고객에게 불리
하게 변경된 경우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장기 휴면계좌*의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동 통지가 큰 효과가 없으면서도 회사 입장에
서는 우편 발송비용 등 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예시 - 최근 3년 내 거래가 없고, 잔고가 0인 계좌
□ (건의사항)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서면통지를 정하고 있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휴면계좌에 속하는 경우 유선통지(연락두절시 통화시도 기록만 저장)
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매매거래 설정약관 등

현장점검반
대응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기조치(수용)
□ 투자자의 계좌잔액 잔량이 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폐쇄할 수 있음 *
(ʻ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ʼ §3-3)
* 유안타증권의 건의내용에 있는 장기 휴면계좌(최근 3년 내 거래가 없고, 잔고가
0인 계좌)는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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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4

채권, 수익증권(채권형) 담보대출 비율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국고채, 우량 회사채, 수익증권(채권형) 등의 경우에도 주식과 동일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
* 140% 이며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은 평가금액의 약 71.4%
ㅇ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시가 급등락 및 변동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유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획일화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채권, 수익증권(채권형)의 경우에는 담보유지 비율을 낮추거나 증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
ㅇ 즉, 신용공여액으로 투자한 대상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높은 가격변동폭을 고려
하여 현행과 같이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신용공여액으로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변동폭이 작으므로 담보비율을 140% 미만(예 : 120%)으
로 낮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①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현행 규정은 증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 담보
를 징구하도록 최저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채권 등)의 경우에도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동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법정담보비율(약 133%)을 모든 증권에 일괄 적용
(참고) ʻ15.6월 주식 가격변동폭이 2배 확대(±15%→±30%) 되었음에도 담보유지
비율은 14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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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5

증권사의 CP, 전단채에 대핸 지급보증 제한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는 CP, 전단채를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CP, 전단채에 대해 직․간접 보증이 금지
ㅇ 그러나, 증권사의 지급보증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업무이며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등 증권사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해 별도의 종합적인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CP, 전단채에 대해서만 직․간접적 지급보증을 금지하
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ʻ16.1.20, 금융위원회)
- 아울러, 현재 증권사는 상기의 규제로 인해 CP, 전단채에 대한 지급보증시 타 증권사가
해당 CP, 전단채를 매매․중개하고 있어 업무상의 불편함만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83
□ (건의사항)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CP, 전단채의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시
지급보증 허용
ㅇ 다만,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발행 CP, 전단채의 지급보증은
제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02-2156-9873

불수용
□ 연혁적으로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지급보증에
따른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
기 당시 증권사의 기업어음에 대한 관행적 지급보증으로 증권사에 신용위험이 전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

□ 최근에도 구조화증권에 대한 신용공여 등 증권사 우발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우발채무(지급보증 포함)에 대한 규제방식, 규제수준 등을 보강하는 방향
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규제를 완화하
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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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6

부동산 PF 개발 관련 시행사 지분 투자시 금융위 승인 면제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PF 개발사업 투자시 대출 외에 사업시행사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 경우 시행사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
ㅇ 동 규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단속적, 한시적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계열사 확장과는 관련이 없음
□ (건의사항) PF 개발사업을 위해 동 사업만을 위한 시행사*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 승인을 면제
* 동 부동산 PF 사업만을 담당하는 단속성, 특수목적 시행사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56-9712

수용
금융기관의 금융투자목적에서의 출자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펀드(회사형), 리츠 등 금융
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

ʼ16년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
(8월 중 관련 법률 법제처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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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7

파생결합사채 발행시 신용평가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자신이 발행한 증권 중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을 일반투
자자에게 투자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ㅇ 사채권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함*
* 현재, 실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신용등급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증권사의 신용등급은 자주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달 신용등급을 받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우며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건의사항) 증권사가 발행자 신용등급(Iussuer Rate)이 있는 경우 파생결합사채 발행
시 신용등급 평정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 Issuer Rating은 기업체의 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신용평가회사가 선순위 무보증채
무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를 신용등급화하는 것임 → 파생결합사채는 선순위 무보증 사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자 신용등급 적용 가능
ㅇ 다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실시하게 되는 수시평가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신용등급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9914

불수용
□ 본래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경우,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을 받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가 최신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

□ 다만, 파생결합사채 등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발행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시 매번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투자자가 최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신용평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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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1
건의내용

투자일임보고서 기재내역 개선
□ (건의배경) 투자일임회사가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등을 기재해야 함
ㅇ 기재사항 중 투자일임재산 거래내역은 증권사가 매월 월간매매내역(매매일, 종
목, 매매유형, 가격, 수량 등)을 통지하고 있어 업무상으로 중복되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 중 투자일임재산의 거래내역은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9①, 동법 시행령 §100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증권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월간 매매내역은 ①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② 증권사의 월간 매매내역은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공시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투자일
임보고서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역을
고서
하지

증권사 월간매매내역을 투자자가 통지거부를 할 경우 일임투자에 대한 내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일임보
상 투자일임재산의 거래내역을 제외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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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2

건의내용

투자일임계좌로 운용하는 SICAV 펀드의 투자광고 허용
□ (건의배경) 당사가 일임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SICAV 펀드*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광고규제로 인해 수익률 제시를 통한 투자광고(영문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가 불가한 상황임**
* 유럽의 펀드관련 공동규범인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의 적용을 받는 개방형 회사형 펀드로서 상기 펀드는 룩
셈부르크에 설정된 역외 펀드임(첨부의 SICAV 펀드 구조도 참조)
**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
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금융투자업규정 §4-77 제11호)
ㅇ 그러나, 당사가 SICAV 펀드의 실질적인 설정 및 운용주체임을 감안할 때* 투자
일임업자에 대한 광고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기 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설정 및 운용 주체는 당사임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
크 현지 규정으로 인해 현지 운용사가 운용을 담당해야 함에 따라 당사는 불가
피하게 일임계약을 통해 운용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는 구조임
ㅇ 또한, 상기 광고규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하여 불건전한 영업행위
를 규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따라서, SICAV 펀드 수익률 광고는 해외투자자에 대한 동 펀드 홍보가 목적이며
투자일임계약 체결 권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기의 광고규제 적용 실익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이미 현지 운용업체와 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일임계약 체결 목적 자체가 당사의
펀드 운용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일임계약 체결 권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일임계약 체결 권유 또한 일어날 이유가 없음
ㅇ 아울러, SICAV 펀드의 판매대상은 해외 투자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기의 광고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보임
□ (건의사항) 상기 사례와 같은 역외펀드*에 대해서 국내 영문 홈페이지에 수익률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펀드(예. SICAV 펀드)의 실질적인 설정, 운용 주체이지만 현지 규제로 인해 일임
방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역외 펀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제11호
※ (첨부) SICAV펀드 구조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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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처장님 수정요청>>
사유를 일관되게 작성할 필요
사유에서 SICAV펀드의 수익률 광고는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면서 결국 국내법을 적용하여 수익률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한 점은 일관성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
------------------

사유

<<부서 최초검토의견>>
□ 문의하신 SICAV 펀드는 해외의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되고 판매대상 또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광고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펀드의 수익률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하
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위 건의하신 SICAV 펀드의 운용위탁이 ʻ일임계약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일임계약과 달리 보아 수익률 광고를 허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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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3
건의내용

CMA-MMW 분기 일임보고서 교부 관련 제도개선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는 거래내역, 잔고 등이 포함된 투자일임
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ㅇ 그러나, CMA-MMW(수시입출금형)는 일반적인 일임계좌와 달리 사전에 약정된
투자대상에 매일 자동투자가 되고 있어,
- 매분기마다 90일 내외의 일별 거래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데 비해 불필요한 발송비용만 발생
- 특히, 잔고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기의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
□ (건의사항) (1안) CMA-MMW(수시입출금형)에 대해서는 고객동의시 투자일임보
고서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2) 잔고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일임보
고서* 교부를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일임보고서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을 보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투
자일임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현행
해당
임의
되고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
형식으로 운용되는 CMA-MMW(수시입출금)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
있습니다.

* 직접교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메
일로 제공할 수 있음

사유

□ 현재, CMA-MMW에 예치된 자금이 증권금융 예탁 등 사전에 약정된 투자대상
에 자동투자 되는 등의 사유로 투자일임보고서의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전에 투자대상 자산의 만기 등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MMF와 달리
MMW는 일임계약의 특성상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일임업자에게 운용상의 자율
성이 부여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임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 현황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
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잔고가 없는 고객(해당 분기동안 전혀 거래가 없으면서 잔고가 0인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낮은 만큼,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법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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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향후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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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4
건의내용

신탁 및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정보 확인제도 개선
□ (건의배경) 신탁업자 및 일임업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그러나, 영업현장에서 상기의 투자정보 확인은 고객과의 빈번한 마찰*을 일으키
고 있으며 일부 고객은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점 임직원
의 애로 발생
* 평소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고객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작성
한 투자자정보 확인 내역에 대한 변경여부를 고객에게 재차 요청할 경우 해당
고객은 번거로운 절차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운용상품과 담당직원
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표출하기도 함
** 투자자정보 확인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고객의 경우 고의적으로 투자
자정보 확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향후 운영성과가 저조할 경우 민원의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신탁과 일임의 경우 분기별로 운영분고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당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투자
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괴리된 규제로 판단됨
□ (건의사항) (1안) 투자자정보 확인 주기를 연간으로 줄이거나 (2안) 투자자가 동
의할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6호, 제4-93조 제22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본 건은 금투-하나금투-20150010, 금투-신문고대전-20160006과 동일한 내
용의 건의 사항으로 이미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
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
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
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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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
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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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5
건의내용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에 파생상품 포함 건의
□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 자산에서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 이유로 파생상품을 제외*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
본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16.8.29)
ㅇ 그러나, 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손실 발생 시 자동 청산되는 리스
크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
- 아울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의 시스템 프로그램 모듈인 줄루(Julu)*와 같
은 시스템 트레이딩툴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에 파생상품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자산에 파생상품을 포함
ㅇ 또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중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운용 가능한 자산은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주식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성 자금의 성격을 가진 예금, RP 등도
포트폴리오 편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시대를 열게 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2016.8.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사유

□ 로보어드바이저는 ① 일반투자자의 소액자금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제도라는
점, ②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원본초과 손실 가
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
다고 판단하여 이를 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향후 로보어드바이저 정착 현황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대상 상품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

향후 시장정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개선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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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6
건의내용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주기 완화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 여
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ㅇ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ʻ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분기별로
증권사로부터 연락받아 투자자성향을 재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ʼ고 컴
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일임방식으로 운용되는 ISA 고객 급증으로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투자자들도 증가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
□ (건의사항) (1안) 성향 파악 주기를 계약기간 갱신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주기 완화
ㅇ (2안) 분기 성향파악 방식을 서면통지 등의(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조항 포함)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완화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예. 분기일임보고서 발송시 고객의 성향정보를 함께
제공)으로 정기적으로 통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제2호, §4-77제6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본 건은 금투-하나금투-20150010, 금투-신문고대전-20160006과 동일한 내
용의 건의 사항으로 이미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
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
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
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다만,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
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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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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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7

건의내용

투자일임정보 사내공유 제한 규제 완화
□ (건의배경)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
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정보는 2주 후의 정보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고
객 투자상담에 제약 발생
ㅇ 최근, 일임형 ISA가입 확대 등으로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일임계좌를 통한 투자
상담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점 임직원의 일임계좌 조회 제한으로 효과적인 상담
이 어려운 실정임*
* ISA 계약 이전제도(16.07.18)가 시행된 이후, 이전 상담시 보유종목에 대한 정보(환매수
수료, 세금, 환매기간 등)에 대해 임직원의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매번 고객의 비밀번호
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상기의 규제가 도입된 취지는 상장주식 등에 대한 실시간 매매체결 정보를 활용
한 추종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임계좌 편입 금융상품이
ISA와 같이 예금, 펀드, ELS 등으로 제한된 경우까지 적용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예금, 펀드 , ELS 등 실시간 추종매매 방지를 위한 규제적용 실익이
없는 금융상품만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일임계좌(예.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투
자일임정보 사내공유 제한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제9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지난 2011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일임계좌의 경우 추종매매를 방지하
기 위해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재산을 직
접 운용하는 일임 운용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난 정보를 활용한
상담은 예외적으로 해당 운용역이 아닌 다른 직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
다.(2011.1.18. 개정)

사유

□ 일임형 ISA에 편입되는 펀드상품의 경우 간접투자 상품으로서 추종매매의 우려
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예외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일임형ISA 뿐만 아니라 펀드를 편입하는 펀드랩 등 관련 상품들을 포함
하여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향후계획

향후 금융투자업 규정 개성 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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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8
건의내용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규제 완화
□ (건의배경)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
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위탁을 단독 사모펀드 설정을 통해서는 불가하
여 현재 일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일임운용 전략 수행
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제가 엄격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운
용사 기준으로는 5%, 각 집합투자기구는 25%까지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 가능
- 특히, 일임운용 전략 수행에 있어 주식매매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인
발행 주식 매수시 해당 기관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신속하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전동의에 대해서 결제라인을 거쳐 서면동의를 받아
야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기간이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1안) 투자대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리
스크관리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임계약서상 사전 포괄동의를
통해 일임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 일임자산에 대해서 투자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분증권에 대해 일임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는 ʻ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
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자기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
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되,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는
개별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유

□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동의 절차를 통해 투자일임업자의 이해상충가
능성이 있는 투자일임 재산 운용행위를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해
당 행위가 투자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또한 이러한 절차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투자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사전포괄동의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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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9

건의내용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 확대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를 현행 AA등급에서 A등
급까지 확대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A등급 채권은 인수인의 계열 운용사
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된바 있음
*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기구로 전가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불수용(20주차 회신, 금투-메리
츠운용-20150004)
ㅇ 그러나, 금리수준이 역사적 최저점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운용사의
투자수익률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펀드투자자가 불이익을 감수
- 또한, 회사채 운용비중이 큰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인수물
량 소화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DCM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ㅇ 공모회사채의 경우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발행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증권사가 계열 운용
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희박함
□ (건의사항)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공모회사채에 국한하여 자산운용사의 관계인수
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를 A등급까지 확대
ㅇ 단, 인수단이 단독이며 수요예측에 계열 운용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편입 금지
※ (첨부) 한화투자증권 계열사 인수물량 매수금지규정 개정 제안의 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의2제2호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8

불수용
□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사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최상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차하위 등급까지
의 우량 채무증권에 대하여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해당
채권의 가격 투명성 및 낮은 변동성, 높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관계인수인이 본
인의 인수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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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지난 답변*에서 언급한대로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회사
채라도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가능성이 매우 제
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금투-메리츠운용-20150004 참조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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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10

투자일임재산 내 금융기관 대고객 RP 거래 관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대고객 RP 매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하고 남는 현금성 자산 운용에 애로가 존재
ㅇ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유동성 자금 운용 수단 부족* 등
에 따라 자산운용 효율성이 저하
* 결국 전자단기사채나 단기펀드 등으로 운용이 제약
ㅇ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신탁의 경우는 금융기관도 대고객 RP로 운용 가능하여 형
평성 문제도 발생
□ (건의사항) 투자일임재산은 유동성 자산에 한하여 금융기관도 대고객 RP로 운
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3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추가검토
□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7호에 의해 투자일임업자가 적격참가자*의 투자일임
재산에서 RP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해당하며, 실무
적으로 적격참가자의 경우 증권사 단일계좌로 집합하여 RP거래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어 대기성자금 등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

* 은행, 금융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외국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기금 등
□ 향후,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투자일임업자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투자자
명의의 계좌별 관리라는 투자일임제도의 범위 내에서, 대기성자금을 RP등에 운
용하는 경우 적격참가자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도 단일계좌를 통한 집합 주
문을 허용하되 대상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투자일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

□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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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11

자사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일임(신탁)운용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98②7)
ㅇ 그러나, 자사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에 포괄적 동의*를 받고
일임(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혼란 발생**
* ① 발행사(신용등급 포함), ②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③ 기초자산 등
** 상기 사안에 대해 금융위의 법령해석(ʻ15.9.18)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의 핵심구
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받은 포괄동의라 하더라도 이를 자본시장법상 동의
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금융위 불수용과제 재검토회의에서는
자사발행 ETN에 투자에 대한 일임(신탁)계약시 포괄동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임
- 특히, ISA계좌에 대해 투자일임이 허용되었으며, 파생결합증권은 ISA 투자일임의
주요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자사발행 ELS 투자에 대한 일임계약상 포괄동의 허용
이 시급한 상황임
□ (건의사항) 자사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핵심구조 등에 대한 포괄동의를 통해
일임(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계약체결 이후 일임(신탁)재산 운용시 자사발행 ELS 등에 대한 투자자 동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다수의 고객동의, 고객 민원 등의 사유)하기 때문에 계약시
포괄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상기에서 제시한 예시(발행사(신용등급 포
함),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기초자산 등을 계약서에 명시)가 동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포괄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7, §108제7호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부서에 건의내용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수용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 및 제108조제7호는 투자일임(신탁)업자와 투자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일임(신
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시에는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의는 개별 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

ㅇ 다만, 법상 투자자의 동의를 거래시마다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ETN등 이미 발행된 구체적인 증권 종목에 대하여 증권의 종류, 조건, 투자범
위, 발행사 신용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보완한 경우 일괄 동의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미 증권의 종류, 조건, 투자범위, 발행사 신용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았고 투자일임(신탁)업자와 투자자간 운용계약에 따라 동일
한 조건*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신탁)업자간 이해상충 여지가 낮으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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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다양한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의 범위
는 구체적인 파생결합증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발행사 및 신용등급, 동일 기초자산, 동일 상품구조(원금보장형 여부, 손
익구조 등)
* 발행사 신용등급의 하락,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 상승 등 투자위험이 높
아지는 경우 별도의 투자자 동의가 필요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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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6-1

건의내용

고유재산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생상품 매매 허용

□ (건의배경) 당사는 신NCR 제도 시행에 따라 NCR 기준상 건전성 기준을 개선하
기 위해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반납하였음*
* 개편 NCR 체계에서는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 단위별 필요 유
지 자기자본]이 기준이 되며 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반
납함으로써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감소시켰음
ㅇ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유재산 운용의 일환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을 매매(당일
매매에 국한)하고자 하지만 투자매매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
*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
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6②)
- 그러나, 당사는 고객의 매매에 응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장내시장에서 고유재산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매매하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당사가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이를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으며, 파생상품에 특화되어 있는 당사가
고유계정 운용을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임
□ (건의사항) 고유재산운용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 매매(당일매매에 국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6②, 자본시장법 §1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기조치(수용)
<<처장님 수정요청>>

사유

검토의견을 기조치에서 불수용으로 수정하거나 사유를 명확화할 필요
답변이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불수용한다는 취지이므로 검토의견을 불수용으로
변경할 필요. 만약 기조치(수용) 의견이라면 당 사안에 대해 허용한다는 취지로
명확한 결론을 내려줄 필요
-----------------<<부서 최초검토의견>>
□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의 명의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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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매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ㅇ 만약, 금융투자업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방법에 따라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에는 인가 범위 내에서 수행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ʼ영업ʼ에 해당하는 영리성과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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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6-2
건의내용

증권사의 계좌이동서비스 참여 허용 요청
□ (건의배경) 은행은 ʻ16.2.26.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하여 신규거래 은행의 창
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이 가능
*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를 신규 계좌로 한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하여 은행업권내에서의 계좌 이동이 자유로와짐
ㅇ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는 CMA 계좌가 보험료 납부, 카드대금 납부 등에 대해
자동이체가 가능함에도 계좌이동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고객 불편을 초
래*하고 있음
* 고객이 기 거래하던 계좌에서 CMA 계좌로 자동이체 일괄 변경이 불가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사나 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하여 자동이체 변경 통보를 하고 있음
□ (건의사항) 증권사에도 고객이 자동이체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좌이
동서비스 참여를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02-2100-2953

추가검토

사유

□ 계좌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부분의 요금청
구기관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지만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자동이체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요금청구기관과 많이 제휴가 되어있
지 않아 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서비스를 범용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향후계획

□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시스템 관련 사항, 소비자 피해구
제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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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

건의내용

FX마진거래 관련 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규제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할 경우 투자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
*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하고, FX마진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위험성과
투자부적합성 등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그러나, 고객이 계좌개설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원칙(투자권유시), 적정성원칙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권유없이 판매시) 등에 의해
-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 후 투자권유,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 파생상품 투자설명회 등을 할 경우 투자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
며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FX마진거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하는 경우 상기의 적합성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처장님 검토의견>>
검토의견과 사유를 보완할 필요
건의내용은 FX 마진거래 단순 설명회 시 적합성 확인의무 생략에 관한 것인데 답변은
투자교육의 필요성에 국한
----------------

사유

<<부서 최초검토의견>>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거래)에 대한 투자교육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거래기법 등을 설명할 경우, 투자자가 상품 위험성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ㅇ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시장 불투명성 등에 따른 투자위험성
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파생상품 거래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복 규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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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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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2
건의내용

투자상담일지 관련 협회 자격시험 규정 개정
□ (건의배경)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 자격시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부당 행위
와 관련될 경우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며
ㅇ 위법?부당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의 법규
및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ㅇ 그러나 상담일지 미작성* 관련 제재에서 상담일지 작성 의무(위법?부당행위의 근거
규제)가 어떠한 법규 및 규정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아** 상담일지 미작성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규제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서도 추천사유
및 근거를 상담일지에 작성 및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
시험에 관한 규정 §2-11①11)
** 구 ʻ증권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ʼ(§4-33)에서는 상담일지 작성의무를 부과하
였으나 ʻ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음
-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자료는 10년동안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의 상담일지 작성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식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담일지는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도 미미한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투자상담일지 미작성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 관련 규정 삭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1①1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4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일부수용
□ 해당 협회 규정의 취지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
추천의 근거를 기록․유지토록 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상담일지의 형식으로 기록․유지
할 필요는 없음
ㅇ다만, 현행 협회 규정이 상담일지 작성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협회와 논의하여 해당 조항에서 ʻ상담일지ʼ용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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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3
건의내용

투자권유대행인의 통화선물 투자권유 허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선물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건의에
대해 불완전판매 우려 등의 이유로 불수용*한 바 있음
* 외환파생상품(가령, 원달러선물)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기
는 하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처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범위
에서 파생상픔은 제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금투유진선물등-20160005, 43주차)
ㅇ 그러나, 환관리 차원에서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헤지거래 권유는 해당 파생상품이
ELS와 같은 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지 않음
* 예) 수출입업체의 환헤지는 보유하거나 보유(지급) 예정인 외화에 대해 통화선물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단순한 거래구조이며, 기초자산과 헤지 통화선물의 가격변동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손실
리스크 노출이 미미
ㅇ 또한,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통화선물이 은행 선물환에 비해 거래비용* 및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음
* 은행 선물환의 경우 고객의 거류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거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음
** 통화선물은 거래소의 장내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단말기,
선물사 등을 통해 손쉽게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통화선물의 주 취급기관인 선물사는 대부분 지점 영업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통화선물을 통한 환헤지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활용 니즈가 높음
□ (건의사항) 수출입 업체 등 환헤지 필요 기업을 대상으로 헤지 목적의 통화선물 거래에
국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51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실무적으로 헤지목적과 非헤지목적간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투자자보호 우려가
상품구조의 복잡성 외에 상품의 고위험성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통화선물에 대해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경우, 복잡한 구조임에도 무분별한 권유 및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
란합니다.

- 222 -

* 과거 KIKO 거래기업, 파생투자자 등이 큰 피해에 직면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 관리감
독 강화 방안(08.12년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계획

- 223 -

Ⅳ-7-4

건의내용

주소, 연락처 등 반복적 기재사항 작성 최소화
□ (건의배경)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수차례
반복 기재하고 있어 고객의 불편 초래
ㅇ 특히, 주소는 다른 기재사항에 비해 작성량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기재시에 상당히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이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1회만 기재토록 서류기재 사항을 간소화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2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기조치(수용)
□ 금융감독원은｢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ʻ17.1월)｣등을 통해 기보유중인
고객의 주소 등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하여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자필기재 최소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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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5
건의내용

신탁 및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주기 완화
□ (건의배경) 신탁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해야 함

ㅇ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ʻ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분기별로 증권사
로부터 연락받아 투자자성향을 재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ʼ고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신탁 또는 일임방식으로 운용되는 ISA고객 급증으로 분기별로 투자자성
향을 파악해야하는 투자자들도 증가하여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지점 직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음*
* 이번 신문고 주간으로 방문한 삼성증권 춘천지점은 직원 1인당 40명 정도의 투자자
성향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탁 및 일일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주기를 분기에서 1년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93조 등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불수용
□ 본 건은 금투-하나금투-20150010, 금투-신문고대전-20160006과 동일한 내용의
건의 사항으로 이미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
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다만,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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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6

건의내용

적합성 보고서 도입시 기재 서류 증가 최소화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투자권유 기록
등 ʻ적합성 보고서ʼ 도입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ʻ15. 12월, 금융위원회)
ㅇ 도입방안에서는 특정상품을 권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금융회사
는 보관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상기의 사항들을 기술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설명?확인 후 서명 또는 자필 덧쓰기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결과적으
로 상품가입 시간이 증가하여 투자자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금감원이 ʻ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ʼ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류간소화
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
□ (건의사항) 적합성 보고서 도입시 형식적인 기재서류만 추가하여 투자자 불편과 금융
투자회사의 업무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소비자과

02-2100-2631

수용
ㅇ 적합성 보고서 도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투자성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상품판매자의 주의 노력 유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사유

향후계획

ㅇ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시간적.절차적 불편이 발생하여 제도
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도록 현재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행방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ㅇ3/4분기 적합성 보고서 도입(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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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7
건의내용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 관련 기준 완화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2년 마다 이를 갱신*
*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일부 해외회사의 경우 파악된 투자자성향 정보유효기간을
12˜36개월로 설정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음
ㅇ 그러나, 주식과 같은 계속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자성향 파악시 마다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사실상 위험성향이 높은 고객으로서 투자자성향이
저위험 상품이 적합한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관련
문의(투자자는 사후에 손실 발생시 단순문의를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
하는 사례가 많음)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주식거래에 적합한 투자자성향을 얻기 위해
투자자성향을 다시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주식 및 선물옵션 등 계속거래 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자성향 파악 이후에는 투자자성향 갱신을 생략할 수 있도
록 허용(계속거래 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투자자성향 파악을 분리하여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표준내부통제기준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이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정보를 제공 및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ʻ10.8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9호)

사유

ㅇ 거래의 계속성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와 무관합니다. 투자자성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식을 계속 거래해 온 투자자
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성향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성향이 주식거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
고 투자권유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한편, 현행 투자자성향 파악 유효기간(2년)이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계속거래 상품에 한해 투자자성향 파악 갱신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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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8
건의내용

투자권유대행인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 불가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ㅇ 외환파생상품 등 무역업체, 일반인 헤지거래에 유용한 파생상품 투자권유도 불가하여
투자자의 상품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
※ (해외사례) 美는 투자권유대행인(IB)에 ʻ파생상품ʼ을 특정해 투자권유를 제한하지 않음
→ 영업망이 협소한 해외 FDM은 IB를 통한 고객확보가 중요 영업수단
□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 등의 환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환헤지 목적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 다만, 전문성있는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를 위해 자격증 요건 외에 관련 업무 경험
요건(예. 5년 이상)을 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자본시장법 §51① 개정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6

불수용
□ 파생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을 초과한 손실위험이 존재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상품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

ㅇ 파생상품등 판매 시에는 적정성의 원칙(법 §46의2)을 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 KIKO(외환파생상품), 우리파워인컴펀드(파생형펀드)
□ 따라서, 외환파생상품(가령, 원달러선물)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기는 하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처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범위에서 파생상픔은 제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현행방식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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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9
건의내용

신탁/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 완화 요청
□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탁, 일임계약의 경우 분기별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ㅇ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연락하여 투자성향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투자자는 신탁과 일임계약에 대해 분기별로 운영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며 필요
한 경우 운영내역에 대한 수시 조회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시 계약해지 가능
□ (건의사항)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를 분기에서 1년으로 완화*
* 상기 건의사항은 기존에 불수용(금투-하나금투-20150010)된 건이지만 ʻ찾아가는 금융
신문고ʼ(ʻ16.3.9)에서 대전지역 민원인 건의사항으로 접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2호, 제4-93조(불
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22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
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일임,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한편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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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0

부적합 확인서 사용을 통한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 맞춤성 요건*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일 경우 랩어카운트 가입이 불가함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영화하고 각 유영에 적합방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함(금융투자업규정 §4-77 제5호)
ㅇ 그러나, 영업점에서 투자자 상담시 특정 랩어카운트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음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성향을 재진단해서라도 해당 랩어카
운트를 가입하고자 함에 따라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
□ (건의사항) 랩어카운트의 위험도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고객의 가입
요청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제5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2

불수용
□ 투자일임계약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 한 후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

□ 투자권유불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포함한 투자권유
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증서인 만큼, 고객 성향 분석이 필수적인 투자일임
계약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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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1

전문투자자 확인의 편의성 제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자임
ㅇ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등을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 기금, 공제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전문투자자 여부가 불명확하여 금융투자회사와
해당 기관 간에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며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투자자 여부를 확인할
문의처가 없어 애로 발생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등
□ (건의사항) (1안) 전문투자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 (2안)
전문투자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의처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⑤, 동법 시행령 §1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6

일부수용
□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등과 같이
특정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도 있지만, ʻ주권상장법인ʼ, ʻ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ʼ 등과
같이 요건?범위를 정해 지정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와 같은 경우 신규상장․
상장폐지, 법률 제정․폐지 등에 따른 지속적 관리(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전문투자
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전문투자자 리스트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유

ㅇ 자본시장법(§46①)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금융투자
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지 여부를 고객과의 상담, 관련 법률 확인 및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문투
자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 여부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
영팀(02-2003-9391~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2) 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8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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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2

기존 가입상품과 동일 유형 금융상품 재가입시 유선판매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최초 가입시 상품구조와 위험요소를 충분히 설명 듣고 가입한 금융상품
(ELS, DLS 등)의 만기 또는 조기상환시, 투자자가 동일ㆍ유사 유형의 금융상품 재가
입하고 싶어도 유선청약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재투자 의향이 있더라도 지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투자자는 투자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
- 주식, 장내파생상품, 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시에는 서류를 통한 가입절차가
있지만 이후 매매 또는 연장시에는 유선으로 가능한 점을 감안할 필요
ㅇ 또한 채권(예 브라질 국채)의 경우 발생 이자의 재투자를 고객이 원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신규투자로 간주되어 투자가입서류를 재차 징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건의사항) ① 금융소비자가 기존 가입상품과 동일 유형의 상품에 대한 재가입의사를
표명하거나 ② 채권이자 재투자에 대한 고객 의사가 있는 경우는 유선으로 재가입
또는 재투자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기조치(수용)
□ 자본시장법상 유선 방식의 투자권유가 금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건의하신 유선 재가
입 또는 재투자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권유 관련자료(녹취파일 등)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 ①파생결합증권의 만기 또는 조기 상환시 그 투자자가 동종상품에 재가입을 희망하
는 경우와 ②투자자가 기존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재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선행투자와 후행투자를 일괄하여 하나의 투자행위로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적법한
투자권유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복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융투
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ʻ15.8.12 금감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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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3

증권의 모집, 매출에 대한 청약 권유 방법에 대한 완화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행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야만
가능하나,
ㅇ 투자설명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의 경우 설명자료의 분량이 많아 고객의 이해를 돕기
쉽지 않을뿐더러 권유에 상당시간이 소요중
□ (건의사항) 일정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에 한하여 해당 청약의 주요 내용 설명시 요약자
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4조 2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기조치(수용)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124조제2항).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ʻ투자권유ʼ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ʻ청약의 권유ʼ 시에는 특정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고려해 차별적 권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 건의하신 사항은 설명의무를 차등화하자는 것으로써, ʻ청약의 권유ʼ 단계가 아니라
ʻ투자권유ʼ 단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미 정책방향 발표(｢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
차 등 간소화 방안｣, ʻ15.8.12)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ʻ15.12.17)을 통해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설명의무 차등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일정한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 요약된 설명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된 설명자료의 사용과는
별개로 청약의 권유 시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의 사용 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된
것은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시에는 적합성/적정성 원칙(§46), 설명의무(§47)이 적용됨에 비해, 청약
의 권유시에는 증권신고서(§119), 투자설명서(§124) 규제가 적용
* 투자권유(법§9④)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
약, 투자일임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
** 청약의 권유(시행령§2 제2호) :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 안내문,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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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4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발급 절차 단순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발급은 증권사 담당직원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
하며,
ㅇ 발급절차 또한 파일다운로드가 불가하며 출력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접 전달
하고 있어 업무상 불편함 초래
□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등록증을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금감원 소관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건의내용 전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3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고(자본시장법 제52조4항),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가진다는 점(자본시장법 제52조
5항)을 고려할 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업무의 일환으
로 현행처럼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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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15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2016년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은 1월, 9월에 총 2회
진행
ㅇ 증권사는 1년에 2회의 시험일정 동안 필요 투자권유대행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 1월에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특정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응시자에게 해당 증권사가 연초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교재지급, 교육 등 충분한 지원
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12월을 제외한 다른
달로 변경시켜줄 것을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금감원 소관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건의내용 전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3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수용
□ 금융투자협회는 동 건의사항을 참조하여 ʼ17년 금융투자전문인력(증권투자권유대행
인 포함) 자격시험 일정을 수립할 예정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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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1
건의내용

단계적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추진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현재는 ISA에 대해서만 허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견지*
* 투자자 맞춤형 일임운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일임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은 현재로써는 허용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금투-NH투자증권등-20160001(44주차) 등)
ㅇ 그러나, 지방, 국외 등 원거리에 있는 고객, 신체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자산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
-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시 권유과정 등 모든 계약체결 과정이
전산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유선 또는 화상 등의 방법을 활용한 비대면 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면계약은 투자권유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욱
높을 수 있음
** 부가적으로 동영상 등의 설명자료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권유자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어 일임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ㅇ 로보어드바이저 등 정부의 핀테크산업 활성화 추진은 금융투자상품 접근성 제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을 비대면 방식으로 국한할 경우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는 일반인
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 대면 투자권유로 인한 비용발생으로 수수료 인하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자보호 이슈들을
보완*하여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유선 또는 화상상담 관련 업무지침 마련, 동영상 설명자료를 활용한 투자자 사전 교육,
상담 및 계약체결 내용 기록?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비(DB 로그와 통화내역 녹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과 컨틴전시 DB 저장실의 마련 등) 등
** (1단계) 분산투자가 되어 있는 ETF, ETN, 공모펀드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2단계) 주식, 채권, 선물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7①, 금융투자업규정 §4-17제18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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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8호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 계약이 1:1 맞춤형 계약으로써 투자자성
향 분석(투자자 유형화 등)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유

ㅇ 특히 투자재산의 운용을 일임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타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엄격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며, 다만 분산투자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가입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일임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일임형 ISA 온라인가입의 안정적 정착, 투자일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ʻ투자일임ʼ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시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2016.3.24.) 참조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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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2

건의내용

투자일임계약 비대면 계약체결 허용
□ (건의배경) 현재 투자일임계약 관련하여 대면하여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건전영
업행위로 규정토록 하는 규정개정안이 입법예고(ʻ16.3.7 금융위)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금융위는 투자일임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문의 온라인 계약체결
허용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도 일임계약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의 규정개정안은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발표
** 미국의 경우 wealthfront, Betterment, Futureadvisor 등의 업체들은 일임서비스를
온라인 방식(Fully-Automated Platform)으로 제공
- 또한, 그간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투자자의 투자일임서비스 접근성 제고*,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투자 트렌드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
* 증권 및 전업투자자문사의 경우 영업망이 작으며,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투자기회가
사실상 차단
□ (건의사항) (1안) 상기의 규정개정안을 철회하고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투자자보호
장치를 갖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방안 마련* (2안) 기존 準온라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 외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면자료를
교부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금지
*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을 허용한 것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회
사의 노력,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충분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안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안)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17. (생

략)

18. 투자일임계약(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
다)시 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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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 ～ 17. (현행과 같음)
18. 투자일임계약(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
다)시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건의내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4-77조제18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 투자일임은 1:1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으로서, 내실 있는 투자자 성향 분석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대면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산투자규제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일임형 ISA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016.4.18.)
□ 투자자 맞춤형 일임운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일임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은 현재로써는 허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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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3
건의내용

기존 실명확인된 계좌의 보안매체 비대면 발급 허용
□ (건의배경) 최근 비대면 개좌계설 서비스가 허용되는 등 정책적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추진 중
ㅇ 금융위에서도 기존 답변(금융투자-정보보안-20150012)을 통해 비대면을 통한 OPT
발급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또는 유권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ㅇ 그런데 아직 규정개정이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
며, 신규 계좌개설시 보안매체 발급뿐만 아니라 기존 실명확인 된 계좌의 보안매체
발급시에도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지 의문
※ (참고) - 금융위 보도자료(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ㆍ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015.5.18) 관련 내용 발췌
-------------------------------------------------------------------------라.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

□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시 ʻ실명확인증표 확인ʼ은 대면확인(창
구 내방 필요)을 의미한다고 실무해석
* 현금카드, 통장, OTP(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등
→ 상기 개선방안을 준용하여 비대면확인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실무해석 변경
--------------------------------------------------------------------------

□ (건의사항)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된 연계 계좌의 보안매체를 증권사가 발급하는 경우
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가능하도록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전자금융과

2156-9491

수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ʻ복수의 비대면
방식ʼ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유권해석, ʻ15.12.1)한 바, 증권사는 거래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실명확인 후에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①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상담사가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실명확인을 거쳐
이미 개설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확인 중 2가지 이상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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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발급된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전달함에 있어 전자금융거
래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 의무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접근매체
도용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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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1
건의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변경 요청
□ (건의배경) ｢조세제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ISA)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정하여져 있음
ㅇ 따라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의 경우 5년이 되는 시점에
반드시 환매를 해야 하지만,
- 해당 시점에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어 환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5년이 경과한 후 펀드를 환매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5년 제한은 세제혜택 부여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음
□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5년에
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ISA의 계약기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획재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ISA에 대한 제도개선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검토를 요청하도
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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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2
건의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의 중도 인출 허용 요청
□ (건의배경) ISA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
주,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필
요로 하는 상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반납하여야 함
ㅇ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위탁계좌로 송금하려다 실수로 ISA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송금 실수시 충분한 증빙을 갖추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거나
ㅇ (2안)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은 예수금은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동법 시행령 제93조의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ISA에서의 중도인출 허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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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3

건의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제 완화
□ (건의배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시
행되고 있으나
ㅇ 세제혜택 부족, 가입자격 및 편입상품에 대한 규제 등으로 국민 재산형성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건의사항)
① 세제혜택 확대(비과세한도 200만원/250만원을 증액)
② 소득없는 자,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 완화
③ 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편입상품 제한 완화
④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제도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추가검토
□ 세제혜택 강화 및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ISA를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유

향후계획

□ 다만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논의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방향에 따라 ISA 세제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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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4

건의내용

ISA 해피콜에 대한 TTS(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허용
□ (건의배경) ISA 온라인 가입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금융투자회사는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음
* ʻ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ʼ(ʻ16.4.18, 금융위)
ㅇ 그러나, 해피콜 전화시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과 확인 정도가 직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고객 불만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음
- 아울러, 해피콜 소요시간이 고객당 10~20분 상당히 오랫동안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로 해피콜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해피콜 실시방법을 사전에 정형화된 안내 문구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음성
으로 변환되도록 하는 TTS(Text To Speech,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를 활용하도
록 허용할 필요**
* 최근에는 연예인 음성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전달력 제고 가능
** 다만, 고객의 질문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이 TTS 서비스를 함께 청취하면서
고객에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불수용
□ 본 해피콜 제도의 취지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입고객에 대해 상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

ㅇ 이를 위해서, 신규가입고객의 문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 응대 및 유연한 대처,
고객에 대한 개별적 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객과 상담 직원간
쌍방향 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그러나, TTS 서비스의 경우, 텍스트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어 고객에게 일방향으
로 전달되는 서비스인 만큼, TTS 제공과 함께 고객응대를 위해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별 응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 확인절차가 형식
화 될 우려가 커 이를 허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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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5

건의내용

신탁형 ISA에 대한 온라인 계약 허용
□ (건의배경) 국민재산 형성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ISA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임형 ISA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신탁형 ISA는 제외됨
*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금융위, 16.2.12)
ㅇ 신탁형 ISA에 대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지 투자자, 노약자 등
지점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들은 신탁형 ISA에 대한 가입이 제약되어 투자자간에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ISA에서 파생결합증권 한가지 상품군에만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신탁형으로 가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유형이 일임형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임형에 가입해서 다시 운용지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여기에 더해, 파생결합증권 한가지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보수 측면에서 고객에
게는 신탁형이 유리하나 방문할 여건이 안되어 온라인에서 일임형으로 가입할 경우
보수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온라인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일임형 ISA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신탁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 자본시장법령에 의하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사유

□ 이러한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
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탁형 ISA에 대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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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6
건의내용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에 따른 관련 서류 교부절차 개선
□ (건의배경)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온라입 가입 허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ʻ16.2.12)
ㅇ 일임계약을 위해서는 1) 계약체결전 계약관련 서면자료를 교부해야하며 2)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하기 때문에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동 2건에 대한 온라인 교부가 가능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9, §97①, 동법 시행령 §61
□ (건의사항)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후의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부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기조치(수용)
□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면서 투자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6.4.18. 시행)

사유

ㅇ 상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4.15,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및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회신번호 160617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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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7

건의내용

투자자의 ISA 가입 편의성 제고
□ (건의배경) 국민 재산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SA는 그 취지만큼
가입이 편의성이 높아야 하지만 일부 제출서류, 가입절차 등에 있어 불편이 있어
투자자 애로 발생
ㅇ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소득 노출을 꺼려하고 있으며 서민형 ISA*를 제외한 일반
ISA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일반 200만원)까지
이며, 의무가입기간이 3년임(일반 5년)
- 또한, 서민형 ISA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ʻ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ʼ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지만 아직 동 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ㅇ (방문 계약체결) 고령자, 노약자 등 지점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서는 판매 직원의
방문 계약체결이 허용될 필요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탁형 ISA의 경우 반드시 내점하
여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방문 계약체결이 어려운 상황임
* 동양사태 이후 금융위, 금감원은 ʻ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ʼ(13. 4월)에서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특정 상품 설명서 비치?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금지
→ 그러나 해당 규제는 투자자 방문요청시 상품 안내, 계약체결에 대한 금지하는 것으
로 보이지 않음
□ (건의사항) ① 근로소득자의 경우(서민형 ISA 가입자 제외) 소득증빙자료로 재직증명
서 인정 ② 국세청의 서민형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출력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 ③ 신탁형 ISA의 방문 계약체결 허용 요청(고객 요청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②1,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현장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및 기획재정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일부수용
□ 근로소득자가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
다. ISA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재직증명서만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 (예시) 회사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급여 등을 받지 않는 직원 등
ㅇ 다만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향후 이러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방법이 있다면 향후 추가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249 -

□ 국세청의 ʻ서민형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ʼ는 2016.3.11.부터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아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ʻ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ʼ 상 청약철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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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8
건의내용

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조항 등에 대한 재고
□ (건의배경) 투자일임형 ISA는 투자자산 운용시 사전통지 범위가 넓고 투자자의 요구를
예외없이 따르도록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ㅇ 다양한 투자자보호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때 과잉규제로 인해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고객자산형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절차, 금융감독원으로의 모델포트폴리오 등록 및 대고객
설명의무 등 구성 및 활용에 따른 관리의무
ㅇ 5년이라는 가입유지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이벤트에
대해 시의적절한 금융상품 매매가 필요하나,
-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에 대한 반대 매매 및 재매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ㅇ 아울러, 상기의 규제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하
도록 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의 취지와도 배치
□ (건의사항) 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범위와 투자자의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재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제5호․제6호, 투자일임형 ISA제
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안 제 16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2

추가검토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
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 이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유

□ 이는 최초 도입되는 ISA라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 ISA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내용이 운용상의 비효율 등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모범규준 일몰 시점(2017.2.25.)에 일임형 ISA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선방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향후 모범규준 일몰 시점에 관련 내용 추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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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9

건의내용

ISA 계약행위의 온라인 프로세스 및 광고행위 허용
□ (건의배경) ʻ16년 1분기에 출시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신탁과 투자일임
형으로 허용되고 있어 비대면 계약상품거래 및 광고행위가 불가능
ㅇ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계약행위가 불허됨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ㅇ 광고행위도 금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인지부족 등으로 ISA 활성화와 전국민 재산늘
리기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
□ (건의사항) 계좌개설 이외에도 실제 계약행위, 상품 등 매수행위의 비대면 프로세스
도입과 ISA 계좌 및 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허용
* 일임 또는 신탁계약을 통해 ISA 계좌가 운용된다는 점과 일임 또는 신탁을 통해 투자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ʻ15.9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2

일부수용
□ ISA 계약은 신탁형 및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일임형 ISA의 경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
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16.2.12. 금융위 보도자료 및
2016.3.7. 금융투자업 규정 입법예고안 참조)

사유

ㅇ 다만 신탁형의 경우 신탁의 본질적 특성(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측면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ISA와 관련된 광고와 관련하여 ISA의 내용, 취지, 혜택,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예금,
집합투자증권, ELS 등) 등 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ISA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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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0-1

방카슈랑스 25%룰 판매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규모가 적은 소형사의 경우에도 ʻ25%ʼ룰*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침해문제가 발생
*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당해 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제(대형 보험사 및 은행계 보험사 위주의 방카슈랑스 시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ㅇ 매년 초에 월 판매액이 큰 계약이 유입될 경우에는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유보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 소형사의 경우에는 대형사와 달리 거액을 한번에 판매할 경우 25%룰을 준수하는데
큰 부담이 발생
ㅇ 매년 4분기가 되면 25%룰을 준수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상품위주로 판매를 권유*하거나
기존 계약마저 해지하려는 경향
* 매년 4분기에 25% 판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 프로모션이 진행중
ㅇ PB 영업 등을 위한 거액자산가 유치를 위해서는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가 반드시
필요*하나 25%룰로 인해 애로가 발생
* 이는 소형사가 방카슈랑스 판매액(IBK증권 판매액 추이(억원) : (ʻ13년) 0.26 (ʼ14년)
0.27 (ʻ15년) 0.33) 및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요인임
※ (첨부) IBK투자증권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주요 경과사항
□ (건의사항) 연간 판매액이 월납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의 25%룰 판매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보험과

02-2156-9831

불수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
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향후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시 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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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0-2

보험 유자격 및 보험창구판매인 협회 등록 프로세스 개선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방카영위 증권사는 보험 유자격*과 보험창구판매인(보험 모집인)**에 대
해서는 간사보험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변경, 말소 포함)
하고 제휴 보험사에도 통보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에 대한 판매 자격
** 보험 유자격 기 등록자 중 점포별 2인 이내 등록
ㅇ 그러나, 등록절차가 협회에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보험사를 통하고 있어
등록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등록 시스템*이 증권사 방카시스템, 협회별 전산시스템(간사 보험사 등 이용),
보험사 전산(제휴 보험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조회, 등록 등의 업무처리에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 원장 데이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제3보험(보장성보험-질병, 상해,간병)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함
□ (건의사항) 보험 유자격과 보험창구판매인(보험 모집인) 등록(변경, 말소 포함)을
협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분산되어 있는 회사별 시스템을 통합

현장점검반
대응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생명보험협회, 손회보험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보험과

02-2100-2962

불수용
□ 귀사의 건의와 관련하여 생ㆍ손보협회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유자격
자,창구판매인 등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협회 등록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전용선 및 보안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협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 단기적으로 현행 업무체계를 변경하기 어렵다
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사의 건의사항이 비용ㆍ효과성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 어려움 점이
있으나,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을 고려하여, 향후 협회 설계사 등록시스템 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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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의 금융기관
에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치대상 기관에 빠져 있어 분양고객의 불편 초래, 위탁자(또는
신탁업자)와 새마을금고간 업무협의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탁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 분양수입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나 새마을금고는 예치대상 기관에 빠져 있어
분양수입금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분양고객의 불편초래*
* 사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새마을
금고가 유일 또는 주요 금융기관인 지역에서는 고객이 새마을금고에서 계좌개설하는
것이 편리함
- 또한, 신탁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자의 경우도 사업비조달을 위한 PF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건으로 새마을금고를 활용할 수 있으나 예치대상 기관에 누락되어 대출 업무
진행과정에 애로가 있음
-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과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신탁재산 예치대상 기관에 제외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5①3, 동법 시행령 §106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불수용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해당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
며,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탁자금 예치 가능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자본시
장법 제10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사유

□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볼 때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권에 차이가 있는 점*, 이에 따라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의 적극 대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타 상호금융기
관과는 구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향후계획

- 255 -

Ⅳ-11-2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업무와 신탁업무 겸영시 고유재산 운용관련 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를 영위할 때 리츠업무와
부동산신탁 업무간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토록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②
ㅇ 그러나, 고유재산은 동일한 회사내에서 리츠업무와 신탁업무로 분리하여 운용하
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고유재산을 리츠업무 파트와 신탁업무 파트로 분리하여 운용하
지 않고 통합하여 운용 (2안) 리츠 AMC 인가 자본금 요건인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신탁 파트에서 통합하여 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업무와 신탁업무 겸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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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3

부동산신탁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중
ㅇ 상기 규제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매매하거나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 차익 실현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규제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지분증권과 그에 연계된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서 상장지분증권 등에 대한 임직원 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ㅇ 그러나,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는 부동산을 신탁받아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는 업무만
을 영위하고 있어,
-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인 상장지분증권 등을 전혀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상기 규제취지에 부합하는 규제대상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
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과도함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적용을 완화하
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5

불수용
□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영업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규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부동산개발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업무 유관기관과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유

□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1주차 금투-아시아신탁-20150006 부동산신탁전업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와 동일한 사항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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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4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세제혜택 환원

건의내용

□ (건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가 일몰되면서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각각 30%, 50% 감면, 수도권내 법인설립시 등록 면허세 3배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이 축소
ㅇ 세제혜택 축소에 따라 부동산 리츠 상품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 대형 부동산 개발 위축 등 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
- 장기적으로 리츠, PFV 형태의 부동산개발사업이 감소함에 따른 세수 감소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기회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건의사항) 리츠, PFV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상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19, §12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기재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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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5

저당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세율 인하

건의내용

□ (건의배경) 법제처는 저당권신탁에 대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이전등
기시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20bp)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유
권해석(ʻ15.12.31)을 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위탁자와 신탁자간 신탁재산 이전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지방세법 §9③)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의
등록면허세 부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최근 저금리하에서 저당권 신탁을 활용한 유동화 증권에 대해 보험권
등의 수요가 다수 존재하지만
- 상기의 등록면허세(20bp)로 인해 적극적인 유동화 증권 발행에 어려움*이 존재
* 채권 발행시 20bp의 높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발행 유인이 현저히 축소
□ (건의사항) 부동산 소유권 신탁과 비교하여 세부담이 과도하고 이로 인해 사실
상 저당권 신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23조, 제28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기재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저당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
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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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6

부동산신탁회사에 주택조합사업 토지신탁개발 위탁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의무화된 공동주택사업자 제도*로 인한 사업주체 내부 갈등, 조합
임원의 비전문성에 따른 문제 등으로 조택조합사업의 차질이 빈번히 발생
*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
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사례가 거의 없음
ㅇ 주택조합사업에 부동산 신탁회사 위탁을 허용할 경우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
조합주택사업의 대출 금융사 및 조합 대표자 리스크 회피, 시공사 선택 등 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등을 기대*
* 업계에서는 주택조합이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자율적으로
위탁하려는 니즈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
□ (건의사항) 주택조합사업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개정하거나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법 제10조 제2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국토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주택조합사업 토지신탁개발 위탁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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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7

신탁사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관련 제도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신탁재산 관리계좌에 예금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탁사에서 수행함
ㅇ 그러나, 위탁자 등의 체납에 따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예금예치 금융기관
에 압류를 요청하여 해당 신탁재산 관리계좌의 출금이 정지되면 신탁사는 원천
징수 의무수행이 불가
- 이에 신탁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계좌압류 취소를 요청
하였으나 압류가 진행된 건에 대해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 받았으며, 결
국 해당 신탁사 직원이 원천징수세액만큼 세액을 대납하게 된 사례 발생
□ (건의사항) 상기의 사례와 같이 위탁자의 귀책으로 인해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
를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탁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세법 §7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신탁사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
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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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8

부동산신탁 과세기준을 실질 납부주체인 위탁자로 변경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 과세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실질적인 납부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해수탁자인 부동산신탁사에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는 위탁자에 과세 관련 내역을 고지하는데 인적, 물적 비용이
크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 미납시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 재산상 손실도 발생하
고 있음
- 또한, 위탁자에게 제공되는 세금혜택 등이 신탁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위탁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 (첨부) 수탁자 기준의 부동산신탁 과세체계로 인한 부동산신탁사의 애로사항 사례(하
단 첨부파일 참조)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 과세기준을 실질 납부주체인 위탁자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금융
위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71, §7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행정자치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부동산신탁 과세기준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행정자치
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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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9

신탁 미수반 자금관리 대리업무 취급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신탁사의 에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업 수행에
따른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현재, 자금관리 대리사무와 관련하여 선박객실 분양*, 봉안시설 분양, 영농조합 조합
원 모집 등 다양한 수요가 있으나 현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아시아신탁은 선박객실 분양대금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부수업무로 신고(ʻ
11.4.27)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ʼ11.5.4)하고 있음
- 이에, 부동산신탁사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해 신탁사의 에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현재 부수업무로 신고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도 상기 언급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 불가하다면 부동산 신탁이 수반되지
않는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부동산신탁사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인허가, 조사 분석 등의 사업성 검토, 자금관리, 분양관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
①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을 위한 대리사무
③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④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⑤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⑥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불수용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
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

사유

□ 또한 현재 부수업무로 신고 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위 질의에서
언급한대로 타 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이미 부수업무로서 신고한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내
용을 부수업무로서 신고한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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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0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매매시 부수업무 신고여부 명확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고유재산 운용 또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가장 적합
ㅇ 그러나, 미분양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할 경우 ʻ업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가 부수업무 신고없이 고유재산으로 미분양아파트 등 부동산
을 계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수용
□ 위 질의사항에서 정확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할 경우 부수업무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

□ 일반적으로 업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의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로 신고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의 경우 고유재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권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부수업무로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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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1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채무보증업무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구 신탁업법(§13①2)에 따라
채무보증이 부수업무로서 영위가 가능하였음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지급보증업무가 겸영업무로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만 허용되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동산신탁사는 구 신탁업법상 채무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음
ㅇ 중도금대출 반환보증, 사채상환 보증 등의 채무보증 업무는 부동산 개발업무 등을
수행시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사가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것은 적절하며 구 신탁업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수업무로 허용한
것임
- 아울러, 부동산신탁사도 NCR 등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음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가 구 신탁업법상 채무보증 업무를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지급보증업무 수행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영위)의 필요
최저자기자본이 1,400억원이기 때문에 채무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사
요건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0, §41, 동법 시행령 §43⑤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신탁사는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되나, 신탁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고,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채무보증을 허용하는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유

□ 현재 신탁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향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소관부서 이관 필요 → 은행과)

향후계획

신 탁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예정

- 265 -

Ⅳ-11-12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제한적인 금전신탁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금전신탁업 영위가 허용되지 않아* 부동산 매입 또는
개발 관련 위탁자의 불편 발생
*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5% 이내에서만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음
ㅇ 위탁자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매입부동산을 특정한 후 가격(범위)을 정하여
부동산신탁사에 금전을 신탁하고 매입을 의뢰하고자 하지만 상기의 이유로 불가한
상황임*
* 결국,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는 실질적인 결과는 동일하지만 부동산을 위탁자가 직접
매수하여 신탁하거나 부동산신탁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를 신
탁에 편입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가 발생
ㅇ 또한, 부동산 매입 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신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본질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 금전을 신탁받아 대부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타업권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도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고유 업무였던 부동산 담보신탁을 증권사에 제한적(자기자본
8조원 이상)으로 허용한 만큼 부동산신탁사에도 제한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할 필요
가 있음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 매입 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신탁사에 제한적으로 금전신탁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03 ④, 동법 시행령 [별표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불수용
□ 현재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신탁에 대해서만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신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15%까지는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
법 제103조제4항)
□ 현행 인가정책은 재산관리 및 보관의 특성, 취급상품의 차별성 등을 감안할 때 상품
간 상호 겸영이 부적절한 만큼 기존 상품단위별 인가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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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사에 금전신탁 인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
업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취급상품의 차별성 및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인가정책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동산신탁업자의 금전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이
미 존재한다는 점, 부동산신탁업자의 금전신탁에 대한 전문성 문제 및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시점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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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3

대출 관련 신탁재산 운용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신탁재산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증권업계
건의에 대해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허용을 추진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증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 취득시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필요(금투-한투-20150007,1주차), 증권 신
탁업자에 대한 대출업무 일부 허용 등(금투-NH-20150010, 2주차)
ㅇ 그러나, 상기의 규제완화 관련 제도개선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사모사채 투자 등의 신탁재산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신탁재산을 사모사채 매수, 대출채권 매입 등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 자산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불수용
<<사무처장님 수정 지시>>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
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
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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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4

신탁상품 방문영업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사는 동양사태 이후 강화된 신탁상품에 대한 홍보규제*에
따라 신탁상품에 대한 방문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
* 금융위, 금감원은 ʻ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ʼ(13. 4월)에서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특정 상품 설명서 비치?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금지
ㅇ 이에 따라, 지점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직장인 등은 신탁상품 가입이 어려워 투
자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최근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도입된 신탁형 ISA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컴플레인 제기
□ (건의사항) 고객요청시 신탁상품 판매를 위한 방문영업 허용*
* 상기 규제는 전단지 배포 등 홍보 관련 규제이지 방문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불수용
□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에 있으며, 투자
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유

ㅇ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
용방법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안내
설명서의 비치 및 배포,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행
위 자체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과거 동양사태 이후 특정금전신탁 등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
선 중 부적절한 상품 홍보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의 해당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아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ʻ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ʼ 상 청약철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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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5

온라인 신탁계약 체결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위험도 변경(계약체결 이후)시
운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토록 해야함
* ①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자본시장법 시
행령 §104⑥1), ②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ㅇ 그러나, 지방거주,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신탁업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의 경
우 상기의 자필 기재가 불가능하여 신탁계약 체결 또는 위험도 변경을 반영한
계약갱신이 어려움
□ (건의사항)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기의 자필기재 내용을 전송
함으로써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비
중?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
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

□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
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
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
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모바일에
의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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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16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여유자금 운용시 RP지정 범위의 명확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운용시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채권
등 주 운용자산 투자 이후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1일물 RP등 단기투자자
산에 운용 니즈 발생
ㅇ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RP 지정시 특정 회사 RP로만 국한해야 하는지 일반
적인 RP(신용등급, 만기 등의 조건 포함)로 지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
무 혼란 발생
- 특정 회사 RP로만 국한할 경우 RP 한도 등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지정된 RP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 여유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RP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건의사항)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여유자금 운용시 일반적인 RP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6⑤3, 금융투자업규정 §4-85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부서에 건의내용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수용
□ 신탁재산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물 RP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정확한 편입 가능금
액 및 수익률의 확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운용상 수익률 제고와 운용 탄
력성 측면에서 특정금전신탁에서의 편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유

향후계획

ㅇ 신탁계약 체결시 특정금전신탁에서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식대로 운용할 수 없는 대기성자금등의 운용방식을 명
기하여 계약한 경우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대기성자금의 운용방법으
로 초단기물 RP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탁 모범규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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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1

IRP간의 이체 관련ʻ연금계좌 이체 처리 지침ʼ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간 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간 계좌이체시에는 이체명
세서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을 작성하여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송부토록
하고 있음*
* 연금계좌 이체 세부처리지침(ʻ16. 6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
회, 손해보험협회)
ㅇ 그러나, 상기 지침에서는 IRP간 계좌이체시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
입내역 작성 및 송부를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이체 업무수행에 애로 발생**
* 지침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간의 계좌이체 절차가 개인형 IRP 상호
간의 계좌이체절차에 적용가능하다라고만 언급
** IRP간에 계좌이체시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징구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IRP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시 이전 IRP가입 기간의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
역을 징구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건의사항) IRP간 계좌이체시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을 작성
하여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송부하도록 상기 지침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금계좌 이체 세부처리지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

518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연금계좌 이체 세부처리지침의 경우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
로 동 건의내용 반영을 위해서는 권역별 협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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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2

운영관리업무 관련 퇴직연금 자율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율결의에 의해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 거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총 운용관리계약 수수료 중 계열사 수취 수수료가 50% 이내(운용관리업무
규제), 총 자산관리계약 적립금 중 계열사 적립금 비율이 50% 이내(자산관리업무 규제)
가 되도록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
ㅇ 그러나, 상기 결의의 목적은 계열 금융회사에 ʻ거래집중ʼ으로 인해 계열 금융회사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 인사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관리업무 규제는 불합리하며, 근로자 수급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퇴직금 재원을 보관하는 자산관리업무 규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퇴직연금 자율결의 내용 중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 거래에 관한 자율결의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

518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해당 자율결의는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금융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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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3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의 계열사 비중 공시

건의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금액에 대한 계열사 비중을 공시해야
하며 해당 공시는 운영관리기관*에 국한되어 있음**
* 퇴직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업무 지원 등 인사관련 서비스 제공
** 적립금 운용금액은 개별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총액을 분기말 기준으로 공시(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
사업자 공시, 2-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ㅇ 그러나,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의 수급권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퇴직금 보관
및 관리(입출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동 기관에 대한 계열사 비중 공시도 반드
시 필요*
* 퇴직금 재원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기관 부도시 근로자의 수급권은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 (건의사항) 적립금 운용금액을 개별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시할 수 있도록 상기의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23①1,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

518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추가검토
□ 산출값의 정확성 및 통일성 제고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관련
자료의 경우 운용관리계약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ㅇ 계열사 적립금 비중의 자산관리계약 기준 공시여부는 업계간 의견수렴 등을 통
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

□ ʼ17년 상반기 중 공시 기준 관련 작업반을 운영하여 동 의견사항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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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4

퇴직연금 적립금 미달시 통보의무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퇴직연금사
업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
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근퇴법 시행령 §6)
ㅇ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 실무적으로는 사용자를 통해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대상을 사용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아울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적립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적립
금 미달시 통보대상을 사용자로 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상기사항의 통보대상을 사용자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통보 증빙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부토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6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02-2100-2673

불수용
□ 고용노동부 검토의뢰 결과 아래와 같음
ㅇ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납입?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
로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 이를 위해 적립금의 최소적립율을 법정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사용자에
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정책임
- 사용자가 적립금 납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적립금 운용 상 문
제점 등을 제3자인 사업자가 최종 수급자인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므로 현행 제도 유지가 타당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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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1

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한 업무지원 범위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ʻ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해 투자권유
등의 영업활동 수행 허용ʼ*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ʻ추가검토ʼ(실질적인 업무현황
파악 후 개선검토 필요)로 답변**한 바 있음
* (허용 필요성)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계열 운용사의 전
문인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적합한 운용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국
내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외 자산운용사 선정을 위한 실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취득을 위해 국내 계열 운용사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
** 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30주차, 금투-블
랙록등-20150009)
ㅇ 이에, 당사에서는 금융위가 개선 검토에 참고할 있도록 추가적으로 아래의 허용
필요 사유를 언급하고자 함
- (미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비해 역차별) 미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실제 해
외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미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글로벌 해외 자산운용사임
? 국내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일부 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국내에 계열 운용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해외
자산운용사)는 국내 계열 운용사의 기관영업팀을 축소하거나 해외에 재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 대상 제한) 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영업 대상은 은행, 연기금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국한되어 있어,
? 국내 계열 운용사에 영업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는 없
으며, 상기의 국내 전문투자자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업무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계 운용사의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 가능
*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AUM은 ʻ10년 말 240억$에서 ʼ15년 말 150억$ 수준으로 크
게 감소(-38%)하여 수익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황
- (간투법상 허용)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ʻ간투법ʼ)에서는 역외투자자문업자
가 ʻ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ʼ을 할 수 있도록 허용*(간투법 §150)하고 있
는 반면,
? 자본시장법에서는 영업대상을 전문투자자에 국한하고 영업방법도 역외영업 또는
통신수단 이용만 허용하고 국내 계열운용사를 통한 영업은 금지하고 있어 과도
한 영업규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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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싱가폴, 호주, 일본, 대만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해외운용사가 국내 자산운
용사(계열운용사 포함)를 통해 마케팅 행위 가능
□ (건의사항) 국내 외국계 운용사가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해 투자권유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②, §10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역외업자는 국외에서 한정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 요
건의 라이센스 등록을 받은 자로, 감독?검사에 있어 자본시장법(§100) 상 특례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유

* 금투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정보교류 차단 등의
규정 적용 배제
ㅇ 이러한 역외업자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영업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①국내 라이센스 등록업자와의 형평성 및 역외자문?일임업 등록제도의 형해화
가 우려되고, ② 역외업자의 영업행위의 경우 국내에서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시 제재 및 구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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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2

증권사의 P2P대출 플랫폼 사업 영위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사는 P2P대출 서비스 제공(플랫폼 사업 영위)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동 사업추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ㅇ 업계에서는 P2P대출 플랫품사업 영위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증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P2P대출 플랫
폼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가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상기의 플랫폼사업을 영위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부수업무 등으로 P2P대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P2P대출은 대부중개업과 성격이 유사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P2P 플랫폼 운영업무를
겸영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ʻ16년에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투자중
개업)을 활용할 경우 창업기업 등에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귀 회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라이센스로도 충분
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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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3

선물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 대상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ʻ13년 금융위는 선물사에 원자재 수입기업의 안정적 위험헤지 및 선물사의
파생거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commodity)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
* 국내 선물사는 장내 상품선물 등을 취급하면서 구축한 영업망을 통해 원자재 관련
장외 파생거래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조원 규모의
위험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최대 200억원 규모의 新수익원 창출 가능이 할능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장외청산거래소(CCP)를 통한 투자중개에 국한하여 인가함에 따라 선물사가
실질적으로 중개가능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부재*하여 인가 취지가 퇴색
한 상황임
* 1) CCP 청산 상품은 CCP 등록 증거금에 대해 해외 청산 중개업자에게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해외 선물사
를 통해 거래하고 있어 국내 선물사의 중개비중이 미미함
2) 중소, 중견기업은 CCP 등록 비용(증거금 납부)으로 인해 대부분 CCP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물사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개가 불가하며, 일부 CCP 등록
중소, 중견기업들 마저도 등록비용에 대한 신용공여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선물사
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사로 거래를 이관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파생상품 중개에 특화되어 있는 선물사의 업무역량 및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CCP 청산 외의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개를 선물사
에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ʻ13.5월 선물사에 장외청산거래소(CCP)를 통한 거래에 한정하여, 일반상품
(commodity)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업무를 신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사유

ㅇ 이는 CCP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위험(counter-party risk)이 제거됨으로
써 국내 수입업자가 원자재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헤지할 수 있고, 선물사
는 중개기능(brokerage)만 담당하므로 위험노출(risk Exposure)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도 동 정책적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만큼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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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4

증권사의 은행 대상 콜론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콜시장이 은행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제 2금융권의 콜머니(Borrowing),
콜론(Lending)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
ㅇ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해외 증권사는 단기적인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자본
을 예금 등 주로 현금성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밖에 없어 고유재산 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에 제약
- 이에, 증권사에 대한 기존 콜거래 규제는 유지하되 은행 대상의 콜론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1) 증권사의 수익성제고와 단기부채 증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며 (2) 시장은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어 win-win 체제 달성
* 증권사들의 콜머니를 이용한 자금 조달은 지속적으로 통제
□ (건의사항) 현재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선별적으로 허용된 콜론을 증권사에게도 허용
하되 거래 상대방은 은행으로 제한*
* 현재 은행권의 경우 콜머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증권사 콜론 거래상대방을 은행
으로 제한하고 증권사 자본총액의 100%까지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금융투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제2-15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시장분석과

2100-2851

불수용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은행중심의 콜시장 개편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해왔으며, 이에 따라 ʼ15.3월부터는 증권사의 콜시장내 운용은 전면 금지하되, 차입의
경우 PD․ OMO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그간의 은행중심의 콜시장 개편 취지와 서로 상치되는
점 및 RP․전단채 등 여타 운용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때, 수용이 어렵습니다.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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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5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 미인가 증권사의 지급보증업무 영위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만 지급보증업무 가능
ㅇ 그러나, 지급보증은 명목금액 한도내에서 보증의무가 있어 파생보다는 증권의 성격
에 가깝기* 때문에 증권 관련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급보증 업무영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원금(명목금액 한도)보다 향후 추가지급의무가 커질 수 있음
** 예) 특정 채권을 인수․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조건의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하
는 것은 인수․보유하는 경우와 위험 익스포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
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업무 인가사로서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장외파생상품업무 인가가 없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지급보
증업무를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지급보증업무를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
는 경우에서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완화 (2안) 명목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는 PF대출, 사채 등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당초 증권사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업무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업자의 경우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용파생상품(CDS(Credit Default
Swap))을 활용하여 사실상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고,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기업금융 등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
에 한해 지급보증업무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증권사가 지급보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필요자기자본이 가장 큰 인가업무 수준(증권투자매
매업 500억원 + 장외파생투자매매업 9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업무
영위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및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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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6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업무시 순채무한도 및 결제불이행 문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주요 증권사(25개)들은 금융결제원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를 포함하여
산정한 특별참가금(3,375억원)을 납부하였으나 현재 개인 대상 지급결제업무에
한해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중*
* 대행은행을 선정하여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를 100% 제공하여 결제 안정성
을 충분히 확보중임
ㅇ 현재,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순채무한도 조정
및 증권사 결제불이행 문제 해결이 전제가 될 필요
- 순채무한도의 경우 증권사는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
에서 수수료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과도한 수수료 지급 문제)*, 대행은행도 제한된
순채무한도 내에서 증권사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만큼 증권
사의 순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수 있음(순채무한도 증액 문제)**
* 대행은행 선정 또한 시중은행에 국한하여 1개 은행만 선택하도록 제한
** 유안타증권의 경우 현재 순채무한도 1,000억원 정도이지만 법인단기자금 규모가
1.7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순채무한도 증액 발생
- 또한, 투자자의 자금 입출금일, 상품매매일과 자금결제일의 시차 문제*에 따라
증권사는 갑작스런 법인자금 유출입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사실상, 부도리스크에 노출)
*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입출금은 당일, 시스템 참가금융기관간
의 차액결제는 익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당일 입금하여
RP(당일 결제)를 매수할 경우 자금부족 발생
□ (건의사항)
○ 순채무한도 조정 관련 : ① 증권사가 대행은행 없이 직접 지급결제를 할 수 있
도록 허용 ② 복수의 대행은행 선정 및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도 차액
결제 대행 업무를 허용(경쟁유도) ③ 순채무한도를 대행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연
계하기 보다는 증권사별 한도로 별도 승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
○ 결제불이행 관련 : 현재 전단채 발행과 RP매도로는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충
분히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에 은행을 통한 단기 신용공여를 허용
할 필요**
* 전단채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RP의 경우 매도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활용에 제한
** 증권사가 은행 또는 제2금융권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단기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
서는 법상 제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개인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에 해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0조 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금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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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위원회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규정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순채무한도 조정 관련] 증권사가 대행은행 없이 차액결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내 결제계좌 보유, 결제자금 예치규모 및 결제자금 부족
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가능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나, 증권사는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충분한 결
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액결제의 당사자로서 차액결제업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또한, 증권사는 한국은행법(제11조)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한국은
행으로부터 대출 등 결제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제 지연이 있
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이 곤란할 우려도 높습니다. 따라
서 증권사를 차액결제 직접 참가기관으로 허용하거나 증권사별로 별도의 순채
무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한 것으
로 보입니다.

사유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액결제 직접 참가기
관을 대상으로 순채무한도제, 사전담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 차액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 중임
ㅇ 뿐만 아니라, 증권사는 소액결제시스템 내 다자간 청산절차에서 하나의 당사자
로서, 복수의 차액결제 대행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제불이행 관련] 건의하여 주신 ʻ은행을 통한 단기 신용공여 허용ʼ의 경우 28
주차 건의과제(증권사의 은행 일중 콜거래 허용, 규제개혁포탈 등록일: ʻ
16.2.15)와 같은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ʻ13.11)의 일환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콜시
장을 통한 단기자금 편중을 해소하고, 증권사 등의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조치의 취지상, 자금중개회
사를 통한 거래(이른바 ??중개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직거래(이른바 ??
직콜??)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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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7

소액신용결제 체크카드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되어
체크카드 사업에 다수의 증권사*가 진출중
* 교보, 신금투, 유안타, 유진, 현대 등 5개사이며 미래에셋과 동부증권도 ʻ16년 상반기중
출시할 예정
ㅇ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 등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불가능하여 경쟁 열위에 처해있는 실정
* 신용공여는 전업계카드업자가 제공하고 직불결제수단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방식의
결합상품
□ (건의사항) 증권사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조(겸영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중소금융과

2156-9853

불수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용결제 기능)이 제한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체크카드(전자직불지급수단) 발급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유

ㅇ 다만,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신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결제편의 제고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여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ʻ14.9월 ʻ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ʼ)
ㅇ 증권회사의 경우 저축은행 등과는 달리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 여전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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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8

업무위탁 내용 게시 업데이트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금융위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
지만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내용을 기 보고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사후보고 가능
ㅇ 업무위탁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나 현재 ʻ0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업무위탁을 하려는 금융투자회사가 기 보고된 업무위탁 내용
을 파악하는데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업무위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속한 업데이트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금융투자업
규정 제4-4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3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인허가팀

757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수용

□ 감독원에 기 보고된 업무위탁 보고현황을 홈페이에 게시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 사후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 정보화전략실과 협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공간 마련 (ʼ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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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9

부동산 펀드 업무위탁 신고 제도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집합투자재산의 업무위탁* 신고시 수탁자의 업무수행 7일전
까지 금감원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애로가 존재
* 부동산 펀드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ㅇ 실무적으로 펀드 설정, 부동산 매입, 업무위탁 계약은 동일자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 규정에 따르면 펀드설정, 부동산 매입 등의 구체적인 사업절차가 진행되기도 전
에 업무위탁 신고를 해야하는 불합리가 존재
□ (건의사항) 부동산 집합투자재산의 업무위탁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 제2호 다목 6)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유

o 다만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업무위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 또는
시정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
다.(자본시장법 제42조제3항)
□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7일 이전에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o 이는 보고된 위탁업무가 투자자보호나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고, 사전에 위
탁내용과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위탁제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규정이므로 위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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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1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간 부실채권 거래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기구는 자신의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인 은행이
NPL(부실채권)을 입찰 매각하는 경우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신탁업자는 자산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대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246⑥)
ㅇ 그러나, 은행의 NPL 매각은 공개 입찰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탁업자
와 수익자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려움
* 첨부의 ʻ금융권 부실채권 대외매각 프로세스ʼ 참조
- 또한, 저금리 시대에 NPL 투자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수단이기
때문에 펀드는 은행 매각 NPL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은 국내 집합투자기구 대부분에 대한 신탁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상기
규제로 인해 펀드의 시중은행 매각 NPL 투자가 크게 제약
□ (건의사항) 집합투자기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되는 시중은행 NPL에 투자할
경우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 (첨부) 금융권 부실채권 대외매각 프로세스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는
재산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

사유

□ 해당 조항의 취지는 신탁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과의 거래 등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집합투자재산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 매우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비록 NPL투자가 공개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요한 투자수단으로서 인정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거래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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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2

증권사 투자매매, 중개부서의 기업어음 인수업무 영위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기업금융업무 부서는 차이니즈월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과 전자단기
사채를 매매할 수 있는 반면,
ㅇ 투자매매?중개부서는 전단채 인수는 가능하지만 기업어음 인수는 차이니즈월 규제의
예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한 상황임
- 전자단기사채는 양 부서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어음의 매매는 기업
금융업무 부서에서 인수가능하게 하고 기업어음의 인수를 투자매매?중개부서에서 하
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는 전단채 매매?중개는 투자매매?중개부서에서만 가능했으며 전단채 인수는
양부서에서 모두 가능했지만, 최근 규정개정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전단채에
대한 매매?중개가 허용됨에 따라 양부서에서 전단채 매매?중개?인수업무를 모두 수행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가2), 금융투자업규정 §4-6③4)

□ (건의사항) 투자매매?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기업어음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가2), §50①2다 금융투자업규정
§4-6③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업무만을 구분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사유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불투명한 기업어음(CP)증권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증권
의 종류로서,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투자매매ㆍ중개부서와 기업금융
부서 양자가 모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그러한 정책적 지원
의 필요성이 없는 증권이며, 인수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어 기업금융부서
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따르게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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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3

부동산에 대한 사외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사내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 집합투자업과 투자매매업 등 기타 업무간의
정보교류차단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에 국한되며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ㅇ 그러나,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를 규제하고 있는 사외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는
부동산을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에 따라 계열사 등과 업무협의 등에
있어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계열회사 등과 부동산
에 대한 업무협의는 필수적임
□ (건의사항) 사내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 부동산은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듯이 사외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도 정보
교류차단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 동법시행령 §50, §5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불수용
□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교
류차단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 또는 계열회사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자
본시장법 제45조제2항)
ㅇ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범위, 목적,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사유

□ 건의하신 부동산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사내에서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정보교
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조차도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재산운용부문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외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으로서의 부동산 관련
정보는 해당 재산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목적, 정보범위,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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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4

자사 공모펀드 투자 시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면제

건의내용

□ (건의배경)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고유자산을 주로 국채나 예금 등에 국한하여
투자해 왔기 때문에 고유재산운영업무와 집합투자업간에 정보교류차단 이슈가
없었으나,
ㅇ 최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예정)하고 있어 고유재산운영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사무공간 설치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금융위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투
자기간이 3년이고 환매 시 수익자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환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재에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상에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있어 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고유자산 운용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의 부서를 마련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실익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후선부서에서 특정 직
원이 후선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유자산을 예금 등에 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층 만을 사용하고, 건물 구조상 출입문
을 달리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실제 차단장치 설치에 애로가 존재
□ (건의사항) 중소형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대상이 예금, 국공채에 국한되어 있
을 경우 자사 공모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가 면제되도록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ʻ16.4.27)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추가검토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내부 정보교류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 대해서
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다만 향후 자사 공모펀드 투자의무화 행정지도 마련 시 운용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의무투자기간, 환매절차, 공시 등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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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
습니다.
□ 참고로 성과보수 적용펀드의 경우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가 제외됨을 알려드
립니다.

향후계획

투자의무화 행정지도 마련 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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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5

기업금융업무 범위의 포괄적 규정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는 인수업무, M&A 중개, 주선 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ㅇ 상기의 기업금융업무 범위 설정은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
보수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에도 적용됨
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수행시 필요한 여타 업무 수행*, 기업금융부서의 주요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지원**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인수물에 대한 적시 헤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구조의 기업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매매, 중개 업무 등
** 전통적인 기업금융부서 고객들은 복잡한 기업금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자문 과정에는 미공개정보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거래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증권부서에서 담당하는 투자매매, 중개 거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
도 이를 미공개정보를 주로 다루는 기업금융부서와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가 협소하게 정의됨으로 인해 기업금융부서가 단독
으로 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증권부서 직원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업금융부서 고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미공
개정보를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각종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음
특히, 해당 거래에 개입하여 미공개정보에 노출되는 증권부서 직원은 해당 미공개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투자매매, 중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금융투
자회사는 해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기업금융업무 범위를 상기의 열거방식에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미공개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는 법령 등에서 기업금융업무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인력, 부서 등에 대해 엄격한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1, 동법 시행령 §50①2, §68②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 업무(법 시행령 §68②)>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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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
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
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
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건의내용
현장점검반
대응

--------------------------------------------------------------------------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기업금융업무는 미공개 정보 취득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
류차단 규제의 주요 골자를 이루는 정의 조항으로서, 이를 포괄 조항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해석 여하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조직ㆍ부서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등 현재보다 금융투자업자들의 영업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업금융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기업금융업무를 열거
식으로 정의하되, 정보교류차단장치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만큼, 정보교류차단 장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예외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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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6

국공채 특화 전문사모운용사 출현을 위한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건의내용

□ 토러스투자증권(이하 ʻ토러스)은 우수한 채권운용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국공채운용에 특화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함
ㅇ 자본금 규모(380억원)가 작은 토러스는 이를 수익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① 투자자의
이해와 토러스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이익극대화,
② 고유재산 운용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토러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운용코자 함
* 동일한 운용역이 사모펀드와 고유재산을 동시에 운용 및 배분하며 이를 사모펀드와
고유재산 투자비율만큼 손익을 귀속(Cherry Picking 방지) →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완전하게 일치시킴으로서 이해상충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
- 이는 투자자와 토러스간 이해상충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운용구조임에도 불구하
고 정보교류차단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국공채운용 특화 전문운
용사 등 아이디어 기반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존립기반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유재산업무와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가 차단되어 동일한 운용역이 고유재산과 사모
펀드를 동시에 운용이 불가(자본시장법 시행령 §50)
□ (건의사항) (1안) 증권사 고유계정을 사모펀드의 이해와 100%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2안) (1안)의 방법
으로 운용하되 운용대상을 국공채에 국한할 경우 정보교류 차단규제 적용 제외**

* 동일한 운용역이 사모펀드와 고유재산을 운용하되, 시스템적으로 투자자산을 동시에 매매
하고 이를 사전에 정해진 투자비율만큼 자산배분 및 손익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공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상 자본시장법 §172조 이하의 불공정거래(선행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매매, 시세조종)관련 Issue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①, 동법 시행령 제50조 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장치를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특히 고유재산운용업무는 금융투자업자 자신의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인데 반해,
집합투자업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이므로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발생가능
성이 높아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 따라서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이러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대한 예외는 이해상
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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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한다
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국공채운용이라고 해도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해상충방치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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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7

계열사간 운용관련정보 공유금지의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소재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및 운용관련 정보의 공유가 금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ㅇ 운용시너지 확보 어려움 : 글로벌 투자 플랫폼 (각종 시스템 및 운용통제 조직
포함)과 국내소재 현지법인 자산운용사의 보유 종목 운용관련 정보* 교류 단절
* 글로벌 투자전략, 산업별 전망, 시장 전망, 의결권 행사, 의견 조율 등
ㅇ 국내소재 운용사가 글로벌 투자 플랫폼에서 소외 :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국내
소재 자산운용사의 운용현황을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하기 어려움
ㅇ 국내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기회 축소 : 글로벌 운용시스템과 관리 노하우를 국내
운용에 접목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해외 본사와 국내소재 자산운용사간 포트폴리오 운용시에는 완화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할 필요
ㅇ 순수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적인 경우에는 계열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확인으로 가능토록 하고,
ㅇ 운용 시스템 사용, 수익률 제고 등 운용관련 목적인 경우에는 내부적인 이해상
충 방지장치(wall crossing)를 통해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51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1

불수용
[추가답변]
□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유

□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
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이러한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외국계라고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답변]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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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보유명세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제2항, 영 제51조제4항제2호)
□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는 점과, 현재까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등이 충분하게 정착되
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정보교류 차단 제도의 목
적, 회사별 업무 현황, 국내외 운용사 간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규제 개선여부를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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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5-1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의무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취약계층*과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보
험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함**
*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17
ㅇ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설명에서 ʻ우선ʼ의 의미가 최소한 금융상품가입 이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판매프로세스에 적용할 경우 사실상 2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내*한바 있음
*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예금보험공사, ʻ16.5.31)
- 그러나, 금융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많은 고객들이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을
중복하여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으며,
* 65세 이상 고객, 은퇴자, 주부 등은 본인들이 금융정보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것 자체
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보호여부, 보호한도 등 예금자보험관
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해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영업점 직원과
마찰을 빚는 사례 다수 발생
- 일선 직원들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우선적으로 하되 설명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17, 예금보험관
계 설명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예금보험공사, ʻ16.5.3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구조개선지원과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4

소관부서
검토의견

수용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다른 정보보다 우선해서 설명하면 됨(동일 내용
2회 설명은 불필요)

사유

ㅇ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2016.5.13.)?에서 사실상 2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로 금융회사에 안내 하였던 내용은 내용을 정정하여 재안내할
계획임(1회 안내도 가능, 다만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함)
* ʼ2회 설명이 불필요하다ʼ는 내용 안내 예정(향후 계획 참조)

향후계획

□ ʻ2회 설명은 불필요하다ʼ는 내용을 예보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안내(9.30)하고, 금년
10~12월중 관련 실무매뉴얼(Q&A)을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293개 부보금융회사에 배포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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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5-2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 설명의무 강화 조치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었음**
*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개정 ʻ16.6.22, 시행 ʼ16.6.23)
ㅇ 그러나,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에 따라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별도 설명과 확인은 중복규제로 보이며
최근 금융당국의 서류간소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의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 상당수 고객은 자신이 투자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취약 금융소비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쾌감
을 표시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예금자보호 관련 규정, 고령자조력 제도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약 금융소비자임을 확인 받는 것에 대해서도 컴플레인 제기
□ (건의사항)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의무를 기존 금융소비
자 모범규준에 따른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확인의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17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구조개선지원과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4

소관부서
검토의견

수용
□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의무는 기 시행 중인 ｢금융소비
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에 따른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설명․확인과 통합
운영 가능*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배포(ʼ16.5.10 공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ʼ16.5.18～20)를 통해 공지함

사유

ㅇ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서류간소화 정책사항이 반영된 ｢표준투자권유준칙
(금투협회)｣ 상 ʻ설명내용 고객 확인란 양식ʼ을 통해 확인받는 것으로 금융정보취약계
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 이행을 인정*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및 추가 안내(ʼ16.5.31 공문 발송)를
통해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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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확인 이행을 위하여 별도 절차를 추가하지 않아도 됨(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기존 시행사항으로 갈음)

향후계획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앞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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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5-3

예금자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개선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이하 ʻ예보ʼ)
의 규정* 개정이 예고(ʻ16.6.23 시행 예정)되었으나
* ① 예금자보험 성립여부 및 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해여부 확인 의무화, ② 금융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문맹자, 이주민, 주부, 은퇴자
등)에 대해 예금자보호 설명을 강화(표준문안에 따른 금융정보취약계층의 별도 확인
의무화)
ㅇ 증권업계에서는 상기의 개정안이 사실상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 (첨부) ʻ예금자 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주요 내용ʼ 참조

□ (문제점) 상기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
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금융
당국과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류간소화 추세에도 역행
ㅇ (예금자보호 설명확인) 예금자 보험 성립여부?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예보가 마련한
표준문안에 따라 확인*을 의무화
* (예보의 설명확인 서면 표준 문안)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그러나,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설명의무 이행 확인 양식상에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연 설명 및 확인은 불필요*
*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예금자 보호 관련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 초래
ㅇ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강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다른 정보에 비해 우선 설명
및 이에 대한 별도 확인 의무화
- 그러나, 예금자 보호 이슈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취약계층일수록 설명내용이
간단?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신규 양식이 오히려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높일 우려*
* 예금자보호와 관련하여 우선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므로 기존 양식 이외에 별도 확인은 불필요
※ 예보 규정(§7②)상 금융회사가 예보의 사전확인을 받아 예금자보호안내문을 변경할
수 있으나,
- 본 건 관련 이슈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개별회사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업권의 특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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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 상기의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현행 방법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구조개선지원과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2

소관부서
검토의견

일부수용
□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의무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개정(제29조 제③항 및 제④항, ʻ15.12.22)에 따라 도입된 것임
□ 건의사항에서 우려하고 있는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오인가능성과 관련하여,
ㅇ 예금보험관계 ʻ설명을 위한 문구ʼ(제1종 예금자보호안내문, 첨부1 참고)는 보호/비보
호 상품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바, 각 경우에 맞게 적용하면 소비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사유

ㅇ 다만, ʻ설명에 대한 확인 시 사용하는 표준문안ʻ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문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안으로
제시한 것이나, 비보호상품이 대부분인 금융투자업계 현황을 감안하여 ʻ설명에 대한
확인 시 사용하는 표준문안ʻ도 보호/비보호 상품으로 분리하여 수정(첨부2 참고)할
계획
□ 또한, 설명제도 도입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 양식 추가가
아닌 기존 서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 아울러 건의내용대로 상기 사항들과 관련하여, 각 금융협회와 협의하여 금융업권별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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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5-4

예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및 증권금융 의무예치 비율 인하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경우 예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이 10.5/10,000*
로 은행(8/10,000)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보험료율은 15/10,000 이나 증권금융에 예치한 고객 예탁금
에 대해서는 요율을 30% 인하
ㅇ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경우 고객 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에 100% 예치를 하고
있어 지급 불능 및 파산하더라도 증권금융이 지급 가능
ㅇ 또한, 예치기관인 증권금융도 예금 보험료를 재차 납부하고 있어 이중 납부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
□ (건의사항) 은행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보험료율을 인하하
거나 증권금융 의무 예치 비율을 인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구조개선지원과 구조개선정책과

02-2156-9453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투자중개업자의 보험료율 인하 : 불수용 >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의 상대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회 논의를
거쳐 ʼ07년부터 이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30% 할인하는 등 금투사의 부담을 경감해주
고 있다는 점

사유

② 예금보험기금 금투계정의 목표규모 상한 초과로 해당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는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사들의 부담은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③ 금투사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부담키
로 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관련 금투업계의 부담을
타 업권 또는 국민(세금)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참고로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로부터 예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금융
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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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 의무예치비율 인하 : 불수용 >
□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는 고객자산인 예탁금을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또는 영업정지 시에도 투자자 예탁금이 안전에
게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객 예탁금의 일부가 아닌
전부(100%)를 예치하는 것이 투자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고객예탁금의 집중예치로 ʻ규모의 경제ʼ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동시
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적(公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행 전부 예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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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6-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관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
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그 대표자
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게시번호 89번, ʼ16.8.11.)
ㅇ 그러나, 상기의 답변에서 ʻ실질적 업무종사자ʼ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실
무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아야 하는 ʻ실질적 업무종사자ʼ를 정하
기가 어려운 상황임
ㅇ 다만, 질문의 ʻ2. 공무수행사인의 범위ʼ에서 질문자가 공무수행사인에 ʻ해당 업무
를 수행하는 특정 임직원(예. 국민연금의 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펀드 매니
저)ʼ이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으로 미루어 짐작했
을 때, ʻ실질적 업무종사자ʼ에 대한 범위가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임직원에 국한된다고 판단
ㅇ 당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등 법령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 자산운용총괄본부
․ 펀드매니저 : 위탁받은 기금 운용
․ 트레이더 : 기금 운용 시 매매 주문 체결
․ CIO(최고투자책임자) : 기금 운용 및 주문 체결업무 총괄
- 마케팅총괄본부 : 해당 기금을 위탁한 기관에 대한 마케팅 활동(정기적인 기금
운용보고, 수시적인 자료 제출 등)
- 경영관리실 : 신탁회계 설정, 운용지시 업무 담당자가 신탁회계 프로그램에 해당
기금의 설정내역 입력
- 컴플라이언스실 및 리스크관리부 : 위탁받은 기금의 위탁투자 지침 준수여부 확
인 및 운용 성과 모니터링
□ (건의사항) 상기 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실질적 업무종사자에 해당되
는 직원(부서)이 당사의 자산운용총괄본부의 펀드매니저에 국한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직원(부서)이 해당되는지 확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감사담당실

02-2100-2794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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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회
의를 진행(ʻ16.10.20)하고, 관련 금융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건의하신 ｢국
민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
사의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적용대상 범위는
확정된 유권해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안(관계 부처의 의견이 상이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완료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등 관련 가이드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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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6-2

미스터리쇼핑 평가 관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기준) 현 미스테리쇼핑 세부평가기준은 완전판매를 위한 실질적 내
용보다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되어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
간과 노력이 소요
ex) 펀드 명칭은 간이투자설명서 상 full-name 언급해야 만점, 어느 국가 어느 기
업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해도 감점

ㅇ (평가결과 공개) 피평가기관의 전반적인 평가등급만 공개되고 어떤 세부항목이
취약한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회사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
ㅇ (채권,랩,신탁 평가기준) 펀드나 ELS 관련 미스테리쇼핑은 결과 발표시 평가항
목과 배점이 제공되어 판매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채권, 랩, 신탁
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①(기준) 특정 단어나 설명 개수가 아닌 해당 세부항목의 의미전달이
잘 되었으면 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②(평가결과 공개) 미스테리쇼
핑 평가등급 공개시 취약한 세부항목에 대한 피드백 제공 ③(채권,랩,신탁 평가
기준) 미스테리쇼핑 평가표 공개
현장점검반
대응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
보호실 금융투자소비자보호2팀
검토의견

02-3145-5513

일부수용
□ (평가기준 개선 : 부분수용) 투자상품의 위험요소, 수수료?보수 등 투자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그 외의 항목은 의미전달에
초점을 맞추도록 평가기준 개선

사유

□ (평가결과 및 타상품 평가기준 공개 : 기반영) 2015년 펀드 및 ELS 미스터리 쇼
핑 결과 송부시 대상회사의 항목별 평가점수와 부족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ㅇ 2015년에는 채권, 랩, 신탁상품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가 공
개되지 않은 바, 추후 해당 상품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경우 결과 송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포함할 예정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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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6-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종합금융투자업자(이하 ʻ종금업자ʼ)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며 신용연계증권(CLN)으로 헷지된 기업신용공여는 동 한도 산정시 포함
되고 있음
ㅇ 그러나, CLN을 발행한 종금업자는 거래상대방(기업신용공여를 받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CLN 매수자에게 완전히 이전*시켰기 때문에 상기의 헷지된 기업신
용공여의 리스크는 전혀 없음
* CLN은 준거기업(상기 사례에서는 차입자)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지급이 중지되고 대출 손실금액만큼 차감한 금액만 CLN매수자에게 조기상환
(contingent obligation)되기 때문에 CLN발행자(종금업자)의 차입자 신용리스크가
CLN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임(일반 채권의 경우 준거기업의 신용사건 발생 여
부와 무관하게 채권발행자가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음)
※ (첨부) ʻCLN 발행구조ʼ 참조
- 이러한 헷지된 기업신용공여는 일반적으로 종금업자가 인수금융(대출) 주선시 투
자기관(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CLN발행이 이루어져 종금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금융이 제공*되는 것으로 대출주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투자기관이 종금업자의 인수주선으로 인수기관(차입자)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
으나 투자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증권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종함금융투자사업자는 CLN을 발행하여 해당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기관에 자금을 제공
□ (건의사항) 신용연계증권(CLN)으로 헷지된 기업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종금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7의3④2, 동법 시행령 §77의5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기업신용공여의 헤지(hedge)와 한도산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헤지는 법령
상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합
니다. 법령상 기업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100)를 두는 이유는 금융
투자회사가 자기자본 규모만큼만 대출할 수 있게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
고 당해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총량규
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 다만, 헤지를 한 기업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신용위험
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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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담
보징구의무, 엄격한 담보유지비율 적용 등으로 사실상 채무불이행(신용)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신용공여 한도에 산입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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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건의내용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의 위험관리기준 관련 규정 일원화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ʻ지침ʼ)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ʻ기준ʼ)
이 사실상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
* 자본시장법의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음
ㅇ 우선, ʻ지침ʼ과 ʻ기준ʼ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업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ʻ지침ʼ으로 정해야할지 ʻ기준ʼ으로 정해
야할지 혼란이 있으며, ʻ지침ʼ과 ʻ기준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임
- ʻ지침ʼ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반면 ʻ기준ʼ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을 일원화할
필요*
* 자본시장법에서는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위험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을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자본시장과

2652

수용
현재도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위험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
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유

다만, 일원화하여 운영하더라도 현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규정된 위험관리지침
제정ㆍ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보고 및 금감원장의 평가ㆍ개선요구권한은 그대로 유지됩
니다.
지침과 기준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향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수요가 있을 때 금융투자
업규정 상 위험관리지침의 명칭을 위험관리기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향후계획

ʻ17년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수요가 있을 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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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건의내용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NCR 규제 완화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흡수능력과
양호한 재무건전성을을 반영하여 과도하게 보유한 유휴자본을 적극적 위험투자
활동에 활용토록 체계가 개편*되었으나
* 신NCR[필요유지자본 대비 잉여자본(순자본-총위험액) 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잉
여자본이 클수록 NCR이 상승
ㅇ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ʻ장파금융투자회사ʼ)의 경우 여전히
구NCR 규제가 적용*되어 위험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신NCR규
제 도입 취지 퇴색
* 구NCR 기준으로 2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
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 가능)
** NH투자증권 ʻ16. 1월말 기준 구NCR 279.2%, 신NCR 1575.7%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위험액 4,324억원 증가 가정시 → 신NCR은 1,243.6%로 높은
수준임에도 구NCR 200.0%가 되어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중지해야함 (첨부
: ʻ구NCR 200% 대비 신NCR 수준 시뮬레이션ʼ 참조)
- 아울러, 장파금융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구NCR 규제 적
용은 과도함
□ (건의사항) (1안) 장파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구NCR 규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2
안) 장외파생상품 위험의 추가 통제를 위해 NCR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NCR 기
준이 아닌 위험흡수능력 지표인 신NCR 기준 100% 미만*으로 개선
* 신NCR 기준 100%는 은행 등 겸영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시
규제 기준인 BIS비율 8%(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

적용되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66의2①2,3 금융투자업규정 §5-49 ①,②,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위한 영업용순자본 요건을 폐지 또는 수정하여 달라는 건
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

ㅇ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서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
액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원금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
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대량 부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
액 규제와 동시 적용된다고 하여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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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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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건의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NCR규제 개선
□ (건의배경)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업자에 대해 별도 NCR 체계 마련을 추진*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금융위, ʻ15. 10월)
ㅇ 우선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경감
하고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정성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정
- 그러나, 기업신용공여는 만기 1년 초과가 대부분이며 1년 초과 신용공여는 거래상대방
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만기 1년 초과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정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일부수용
□ ʻ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ʼ(금융위, ʻ15.10월)과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1년 미만의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부담 완화(위험값
하향조정)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ʻ16.2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1년 초과 기업대출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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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건의내용

운영위험에 대한 NCR 산정방식 완화
□ (건의배경) 운영위험 산정시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이 ʻ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영업
이익ʼ에서 ʻ판매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ʼ 으로 변경되어 부담으로 작용
ㅇ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회사재무나 여타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운영위험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큰 부담
* 당사의 경우 1년간 운영위험액이 기존 65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3년간
누적반영시에는 2배이상 증가할 예정
ㅇ 신 NCR제도 도입이후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위험액에 대한 영향이
다소 감소중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적은 자기자본으로 인해 순자본비율에서 위
험액 영향이 더욱 커짐
- 따라서 중소형사들은 순자본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상대적 열세 및 위험액 증가
등 이중고를 겪게됨
□ (건의사항) 회사재무나 상황의 변동이 없으므로 급격한 위험액의 증가로 인한
중소형사들의 부담 축소 차원에서 영업별 위험값을 완화(12～18% → 6～9%)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3조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

02-3145-7016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순자본비율 계산시 운영위험이 회사의 영업규모 및 영업특성에 비례하는 것으
로 보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운영위험액으로 측정
ㅇ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영업수익 변동에 직접적으
로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차감하
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위험액 산출기준을 판매관리비 차감 후 영업이익에
서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변경(ʼ14.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에도 운영리스크 측정시 총이익은 영업비용 차감 전을
기준으로 함
ㅇ 한편, 영업부문별 위험값(12%~18%)은 BIS 자기자본비율의 운영리스크 측정기
준을 참고
→ 영업이익 산출기준 합리화로 인해 운영위험액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형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험값을 완화하는 방안은 감독제
도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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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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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5

건의내용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ʻ채권 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ʼ 산정방식 개선
□ (건의배경) 금감원은 ʻ채권 등 자기매매시 교체매매로 인한 미수금 등을 레버리
지 비율 산정 제외ʼ에 대한 업계 건의에 대해 실제 자산증가가 있어 불수용 의
견으로 회신**한 바 있음
* 25주차, 금투-신한금투-20150011
** 자기매매관련 미결계정은 실제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증가시키고 차입을
통한 자산증가의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의 차감대상으로 포
함시킬 수 없음
ㅇ 그러나, 채권매매시 자산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채권 매도시에는 채
권잔고는 감소하나 미수금을 계상함으로써 자산이 불변하지만,
- 채권 매수시에는 매수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지급금을 차감하지 않음으로
써 자산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채권보유금액이 줄어도(매수금액 < 매
도금액)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예) 첨부참조
ㅇ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단지 채권 매매대금의 T+1일 결제제도 에서 비롯되는 자
금의 결제금액을 회계상 처리하는 부분이지 투자자산의 증감의 문제는 아닌 것
으로 보임
- 결국, 자산의 증감은 미수금으로 미지급금을 상계후의 남은 현금의 증가를 반영
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결제를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미수
금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실질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채권매매 관련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자산증감분에 미수금과 미지급
금의 상계처리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
* (총자산-차감항목-미수금) + (미수금-미지급금), 단 (미수금-미지급금) 값이 음수
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9의2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

02-3145-7016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채권의 장외 중개거래는 매수ㆍ매도거래가 동일자에 함께 이루어지며

사유

ㅇ 증권회사 투자자산의 변동없이 미수금(자산)과 미지급금(부채)을 동시에 발생시
키므로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예외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총자산에서 매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자산)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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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채권의 자기매매의 경우 매수․매도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지며
ㅇ 이중 매수거래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부채항목으로서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의
분자)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정하기는 어려움
* 건의한 방식은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경우(예: 매수 1,000억원,매도 100
억원)에는 매수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총자산
차감액(100억원)이 계산되는 문제점이 존재
→ 旣접수된 건의사항(금투-신한금투-20150011)과 유사한 건으로 검토의견(불수용)
에 변동 없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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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6

건의내용

거래소 손해배상 공동기금 위험값 인하
□ (건의배경) 손해배상 공동기금(이하 손배기금)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NCR상
위험값 32%가 적용되고 있으나,
ㅇ 32%는 거래상대방 위험값 중 최고수준*으로 신용등급 B 이하의 해외현지 역
외금융회사 또는 원리금 지급정지에 대한 위험값과 동일 수준
* 예탁금(증거금)의 거래소에 대한 위험값 0.8%～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ㅇ 손배기금은 국채. 지방채. 통안채 매수, 은행 예치금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손실위험이 현저히 낮음
ㅇ 결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해 불이행 회원의 손배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거
래소 재산 중 일부, 다른 회원의 손배기금 순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기금 적
립에 다른 위험이 제한적
ㅇ 증권 선물사 위험값 보다 높은 위험값(원리금 정지에 해당)을 적용중
* 증권.선물사는 적격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0.8%～12%(무등급은
6%) 위험값을 적용
□ (건의사항) 손해배상 공동기금은 증권, 선물사 적용 위험값을 준용하여 6%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

02-3145-7015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사유

손해배상공동기금은 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ʼ에 따라 증권시장 또
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금융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ㅇ 순자본비율은 유동성을 고려한 자기자본 규제비율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에도, 금투업자가 법으로 정한 의무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
적으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동 자산에 대한 위험값을 완화하는 것은 순자본비율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수
용할 수 없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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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7

건의내용

최소영업자본액에 관한 반기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최소영업자본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 NCR
시스템과 동일하게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 반기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중
ㅇ 최소영업자본액은 산정기준과 계산항목이 단순화*되어 누락이나 오류의 위험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최소영업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기존 NCR 시스템과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건의사항) 최소영업자본액 산정에 대한 반기 보고서 제출시 외부감사인 검토보
고서 첨부 의무를 삭제하거나 연간 결산서류 제출시에 첨부하도록 하여 업계 부담
을 축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조 제7항, 제3-67조

[규정개정안, 첨부참조]
(현행)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
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
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개정안)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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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건의내용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 (외
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포함)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9

불수용
□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제출 시 반기별로 자기
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제7항)

사유

* 예외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첨부(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제7항
단서)
□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재무건전성이 담보 및 운용의 투
명성 유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투자재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외부 감
사인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의무는 집합투자업자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담보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 삭제 및 제출 횟수의 단축에 대한 의견은 수
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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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8

건의내용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 (건의배경) 10년 국고채를 매수(매도)하고 10년 국채선물을 매도(매수)하는 차익
거래를 실시할 경우,
ㅇ 금리 일반위험액 산출시 10년 국고채(금리 3% 미만)는 만기 구간이 5.7˜7.3년으
로 위험값*이 산정되는 반면, 10년 국채선물(금리 5%)는 10˜15년으로 산정
* 표면금리 3%를 기준으로 구분
ㅇ 그러나, 국채선물의 경우 차익거래로서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보다 많은 위험값이 산정되는 문제점
ㅇ 이에 따라 10년 국채선물 차익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동성과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시 10년 국채선물과 10년 국고채는 동일한 만
기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해설 (금리위험액산정) 만기
사다리표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

02-3145-7591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금리 일반위험액은 시장이자율의 변화로부터 오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
로 ʻ만기법ʼ에 따라 산출하며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별로 만기표에 미리 정해진
위험값을 적용

사유

ㅇ 동 만기표는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시장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손실이
다르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표금리 구간을 나누어 서
로 다른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임
- 참고로 동 만기표는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
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금리관련 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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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건의내용

선급법인세를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
□ (건의배경) 보유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으로 발생한 선급법인세는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됨
ㅇ 그런데, 대규모 손실 등으로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기납부한 법인세
는 정부로부터 환급이 가능하므로 여타 선급금 및 선급비용 등과는 달리 취급
할 필요가 있음
※ NCR은 청산을 염두에 두고 현금화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선급법인세는
청산시 환급(현금화)이 가능함
□ (건의사항) 기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4조

현장점검반
대응

금감원 소관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NCR이 청산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때 현금화
의 의미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자산 등을 팔아 유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 국세청에 납부하여 이미 처분된 자산(현금)에 대해서 추후 결산을 통해 환
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또한, 흑자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급법인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적자청산을 염두에 두고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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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0

건의내용

인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경우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 (건의배경)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등 보유시 해당 금액은 전액 영업용순자
본에서 차감됨
ㅇ 그런데, 정상적인 인수영업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 등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100% 차감하는 경우)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시
행령 37조, 금투업규정 3-71조 2항), 이러한 취지에서 인수부서에서 일시 보유하
는 특수관계인 증권을 NCR 산정시에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인수?매출 등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증권을 일시(예 : 1
개월 이내)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수부서에서 인수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트레이딩부서에서 보유하는 증권과
구분이 가능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4조
현장점검반
대응

금감원 소관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적격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합니다(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5호).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과도한 거래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의 재무불안이 금융투자업자의 재무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
기 위함입니다.

사유

ㅇ 인수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미매각물량을 떠안는 경우에도 이
러한 재무불안의 전이(轉移)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급하신 시행령(§37) 및 감독규정(§3-71) 역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의 미매각물량을 장기보유하는 형태를 통해 탈법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매각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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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1
건의내용

미국 국채선물의 위험액 산정
□ (건의배경) 미국 국채선물과 한국 국채선물은 결제방식 등이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위험액을 산정중
ㅇ 미국 국채선물은 인도가능한 채권 pool 중에서 매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실물인도결제 방식을 채택중이나,
* 매도자는 일정 만기의 채권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채권(최유리 인도채권, Cheapest
to Deliver)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ㅇ 한국 국채선물은 만기일(매 3월)에 발행되는 5% 이표의 가상채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현금결제 방식을 채택
ㅇ 이에 따라 두 개의 상품이 금리, 만기*, 변환계수**가 모두 상이해짐에 따라 다른
위험값을 적용할 필요
* 10년만기 국채선물의 경우 미국 국채선물은 잔존만기 6.5년까지도 실제 인도 대상인
반면 한국 국채선물은 10년 가상채권으로 고정
** 미국의 경우는 개별 인도대상 채권 가격 = (선물결제금액 × 변환계수) + 경과이자인
반면 국내의 경우는 변환계수 미적용
□ (건의사항) 미국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인도채권의 만기, 이표, 변환계수 등을 고려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해설 (금리위험액산정) 만기사다리표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

02-3145-7591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금리 일반위험액은 시장이자율의 변화로부터 오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ʻ만기법ʼ에 따라 산출하며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별로 만기표에 미리 정해진 위험값을
적용
ㅇ 동 만기표는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모든 금리관련 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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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2
건의내용

옵션 포지션의 위험액 산정시 금리위험액 산정
□ (건의배경)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위험산정시 개별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금리위험(일반위험)을 추가로 산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옵션 및 옵션관련 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선물과 동일하게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하지 않고 있음*
* ① 옵션 포지션도 선물과 동일하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위험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콜/풋 옵션 합성 포지션으로 선물과 동일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금리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후자는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문제점 발생
⇒ 옵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옵션 포지션에 대한 금리
위험액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시 반대포지션에 대한 상계가
되지 않게 되어 금리위험액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옵션 및 옵션관련 상품인 파생결합증권 위험액 산정시 금리위험액 산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ʻ14. 12월) P48, P49, P120*
* 개별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로부터 발생하는 금리위험을 산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
며 예시에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옵션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금리위험 산출
언급이 없음

현장점검반
대응

□ 금감원 소관부서에 건의내용 전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

02-3145-7591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개별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의 유입 또는 유출이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 만기의 무이표 국채를 매입 또는 매도한 포지션이 되나

사유

ㅇ 옵션은 행사여부에 따라 현금흐름의 유입 또는 유출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동 행사가
능성은 옵션가격에 반영됨
- 즉, 선물과 옵션은 성격이 서로 다른 파생상품으로 각 성격에 맞도록 위험액을
산정하는 바, 옵션에 대하여 선물과 같이 금리 일반위험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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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

건의내용

투자자문․일임회사의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매월,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ㅇ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문?일임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보고서 작성에 따른 업
무 부담이 큰 편이며 경영상태나 영업환경의 변화도 크지 않아* 업무보고서 공
시의 실익도 크지 않은 편임
* 특히, 재무제표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기계적으로 작성하
여 보고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을 분기보고서 제출
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2안) 불가피하게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ʻ재무제표ʼ는 분기별로 제
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④, 동법 시행령 §36③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8

불수용
□ 업무보고서 제출의 목적은 해당 회사에 대해 시장참가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 기능을 통하여 개별금융
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며, 특히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등 공시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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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건의내용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집합투자업자의 공시의무 개선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배당, 증자, 감자에 관한 결정 등은 집합투자
업자의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서 제외*
* ʻ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 법령 등 입법예고ʼ (ʻ15.3.9, 금융위) 후속조
치에 따라 ʼ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ʻ 개정(ʼ16.1.27)
ㅇ 그러나, 현재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공시 제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공시규제 완화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음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과(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제외 항목은 지배구조법상 공시의무에
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 동법 시행령 §36, 금융투자업규정 §3-7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9, 동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1, 동법 시행령 §3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책과

02-2100-2833

불수용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집합투자업자의 배당, 증자, 감자에 관한 결정 등 사항의 공시 여부는 기본적
으로 지배구조법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사유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시
또한 해당 체계 내의 사항으로 국한되며,
ㅇ 법 제41조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공시 또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지배구
조(주주총회)의 활동에 관한 공시로서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배구조법에 세부 안건과 관련한 공시 제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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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3

자산운용회사의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의무 및 관련 제재금 부과 규정 개선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회사는 ｢신용정보감독규정｣에 따라 기업신용공여정보(대상
기업체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종합신용집중기관)에
등록(§26)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상기의 자산운용회사 등록정
보와 동일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에 등록*하고 있어 업무상 중복이 발생
하고 있음
*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확인된 기업신
용공여정보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으로 등록
- 아울러, 이미 동일한 정보를 신탁업자가 등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
사가 동 정보 등록을 누락할 경우 제재금 부과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6
□ (건의사항) (1안)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신용공여정보의 등록의무를 폐지
ㅇ (2안)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기업신용공여정보 제공 누락할 경우 제재금 부과
조항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6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신용정보팀

2100-2621

불수용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신탁업자와 자산운용사가 중복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ㅇ 해당 기업 신용공여정보는 자산운용사만 등록하는 것으로 중복 등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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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4

건의내용

신용정보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보고서 보고․제출의무 부담 완화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상 자산운용사는 신용정보제공자에 해당되어 신용정보관
리?보호인 선임 등* 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의사항 안내를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받은바 있음**
* 신용정보보호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
위원회에 제출
** 자산운용업계의 신용정보법 적용대상 여부 관련 유의사항 안내(자검리-00017,
2014.11.12.) : (펀드운용) 회사채 및 CP투자내역, 특별자산펀드 등의 대출채권
편입현황 등을 은행연합회 등에 제공 (일임?자문) 일임?자문 계약내용 또는 자
산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내역을 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업무처리 위
탁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ʻ신용정보제공?이용자ʼ에 해당되어 신용
정보법 적용대상이 됨
ㅇ 그러나, 당사는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나 직접적으로 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
고 있어* 신용정보법상 상기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보고의 실익이 없는
반면 업무부담만 가중
* 회사채, CD, CP, 단기사채등의 거래시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plus시스템을 통
해 해당 거래내역(회사명, 잔존기간별 잔고내역)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
회에 자동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용정보를 직접 취급하고 있지 않는 신용정보제공자의 경우 신용정
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대한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및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
를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④, ⑤, 신용정
보업감독규정 §22의2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신용정보팀

02-2100-2621

불수용
신용정보법 제2조제7호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ʼ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
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ʼ로 정의하고 있
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회사채, CD, CP, 단기사채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처리
(수집, 이용, 제공 등) 하고 있으며 거래에 따른 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합
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삭제 등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신용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모집인 교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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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신용정보 관리보
호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이사회, 금융위) 하여야
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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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5
건의내용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개선
□ (건의배경)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특수관계인도 동일인
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현황도 보고해야 함
* 동일인(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포함)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시 1% 이상 지분이 변동될 경우 금융
위원회에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함
ㅇ 특수관계인 중 자연인 등 非회사의 경우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
인 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
열회사의 현황을 보고해야 함
- 특히, 회사 보고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회사는 해외 계열회사가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업종,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등) 기재, 비
금융주력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
- 당사는 상기의 보고의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은행지주회사 주
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제약 발생
ㅇ 은행지주회사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량주식 보유 현황
과 그 변동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는 있지만
- 보유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인,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계열회사에 대한
현황까지 보고하는 것은 보고된 자료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 실익에
비해 보고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2제7호, §8②, 동법 시행령 §3①, §6
의2②, 은행법 시행령 §1의4①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1의9, 동 감독규정시
행세칙§3의5①, 동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 (건의사항)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
고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대상 범위를 조정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제도팀

2100-2841

불수용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2항은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하여 은행주식 보
유를 제한하는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은행지주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10%)을 초
과하는 동일인의 주식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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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한도 내의 주식 보유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4%)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의 지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은행지주의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자산총액, 자본총액 등) 보고가 필요
한 바, 요청하신 건의과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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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6

건의내용

CPC를 통한 자료 제출 요청 관련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해당부서에서 CPC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자료제출에 애로가 있음
ㅇ 전산화면과 별첨자료에 있는 제출일자가 상이하거나 작성기준(기준일자, 기간,
요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ㅇ 요청자료의 양식이 바뀐 경우 Q&A란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Q&A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CPC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 시 ①CPC 전산화면과 별첨자료의 제출
일자를 통일시키고, ②자료의 작성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기 바라며, ③요청자
료 양식이 바뀔 때 다른 문서번호로 재요청하여 주기 바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02-3145-7574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일부수용
ㅇ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절차를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료작성의 편의성 제고

□ 금융투자 부문 각부서에 ʻ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절차ʼ를 준수할 것을 안내
향후계획

ㅇ 단, 작성양식 변경의 경우, Q&A란 등재후 SMS 발송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
율적이며 금융회사도 주기적으로 Q&A를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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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7

건의내용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보고 개선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은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가능*
* 이용자 권익확대, 금감원장에게 기보고된 약관,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에 사후보고 가능(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ㅇ 금감원이 제정, 변경 권한이 있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HTS 이용약관 등)의
변경사항 반영의 경우 이미 금감원에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보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금융투자회사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자본시장법 §56)
□ (건의사항)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변경내역을 약관에 단순 반영한 경우 사후
약관변경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41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전자금융과

2100-2973

기조치(수용)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권 공동으로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전자금
융감독규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약
관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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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8

건의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주요사항 보고기한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임원 선임?해임, 최대주주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ㅇ 그러나, 보고기한이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월력 기준이기 때문에 연휴기간이 포
함되어 있는 등의 사유발생시 불가피하게 보고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기한을 영업일 기준(7일 → 7영업일)으
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18, 동법 시행령 §371①, 금융투자업규정
§2-16①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418) 사유별로 그 보고기한이
각각 다른데, 지점신설 등의 단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

ㅇ 상호변경 등 주요사항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월력(calendar)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 가령 2017년 10월 2일 상호가 변경되어 10월 9
일까지 보고해야 하나 동 기간이 계속 공휴일인 경우에 그 보고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사전에 미리 예견되어 회피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보고지연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보고사항은 ʻ지체 없이ʼ 신고하여야 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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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9

건의내용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 제도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을 거래한 경우 해당 채권의
거래 내역을 협회에 보고*
*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당일 17시 30분까지 보고하며 17시30분 이후에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는 익일까지 보고
ㅇ 그러나,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주요 기관과의 거래
내역은 제외되어 있어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 채권관련 거래내역을 기관별, 거래유형별로 분류하여 상기 기관(한국은행 등)들과의
거래내역 및 외화RP 거래 등 직접적인 채권 매매․중개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 보고하
고 있어 업무부담 발생
□ (건의사항) (1안) 보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기 보고 기한을 연장(예. 익일
보고) (2안) 협회에 기보고 하고 있는 장외채권거래내역을 월간보고로 대체 (3안)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보고제도 폐지*
* 상기 보고의 실효성을 검토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8, §5-1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1의2, 동 규정 세칙 §55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3

불수용
□ 상기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제외하면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화채권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거래내역 보고는 필요합니다.
□ 다만, 보고기한 연장, 거래내역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5-8 ②)으로

사유

ㅇ 현재 당일보고 기한 규정은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성*, 국내발행
채권거래에 대한 보고 기한(거래 후 15분 이내 보고)에 비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이
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외화채권은 국채수익률과 외환 변동성에 동시에 투자하는 고위험상품으로 브라질
채권 손실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자가 손절매 타이밍 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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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0

건의내용

업무보고서 시스템의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 유지 요청
□ (건의배경) 업무보고서 내용의 신규 추가 또는 개정 시 금감원 담당자에게 작성
요령 등을 문의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ㅇ 금감원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자 연락처의 업데이트가 늦어져 문의가 어려운 경
우 발생
□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시스템의 업무문의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 유지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거시감독국 금융통계팀

02-3145-8591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조치(수용)
□ 업무보고서의 담당부서의 목록은 ʼ보고서작성기ʼ 및 ʼ감독업무시행세칙ʼ 등으로 각
업무보고서 양식별 담당부서가 업데이트 유지 중입니다.

사유

ㅇ 다만, 지난 ʼ16년 2월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대규모로 실시되어 3월 중에 업무보
고서 담당부서의 변경사항 업데이트가 완료됨에 따라 업무보고서 이용에 일시적인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도 업무보고서 양식별 담당부서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나 지연되는 경우 업권별 담당 감독부서 또는 ʼ보고서작성기ʼ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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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1

건의내용

집행임원의 선․해임 현황 보고 개선

□ (건의배경) 상법상 집행임원의 선․해임 현황에 대한 감독원 보고시 임원의 범위
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고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애로가 발생
ㅇ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일반 팀원으로
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에도 보고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됨
ㅇ 이와 관련된 첨부 서류에서 등록기준지의 비위행위 조회 기록*,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포함되는 이력서의 별도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 해당자의 비위행위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 동.읍.면사무소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동 양식을 회신 받아야 하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
** 고등학교 등 학력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 등을 이유로 작성을 거부
하는 사례가 증가
□ (건의사항) 보고대상을 실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임원으로 한정하고 등록
기준지 비위행위 조회 삭제, 이력서의 별도 작성 양식(고교이상 학력) 등을 삭
제하여 간소화할 필요
ㅇ 금융투자협회의 비위행위 조회기록과 기존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371조 제3
항 제12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현행 지배구조 법령상 임원 선임 보고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는 감독당
국이 임원 결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임
□ 건의내용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의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ʻ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ʼ(이하 ʻ지배구조법ʼ)에 규정됨

사유

- 건의내용의 보고대상은 ʻ지배구조법ʼ에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별도로
확하게 규정되게 되으며,

더욱 명

- 한편, 현재에도 고등학교 이상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력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
지 않고 있어, 이력서 부분과 관련된 건의는 재확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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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투협 비위행위 조회는 과거 증권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사항도 회사 내부 징계,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의
제재현황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의 결격사유 회보를 대체하기 어려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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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2

건의내용

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월간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건의배경)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ʻ중개회사ʼ)는 금융위원회에 월간 및
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그러나, 전업 중개회사의 경우 규모가 영세(등록 자기자본 요건 5억원)하여,
-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제한된 인력 대비 과도한 업무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중개회사의 월간 재무상황이나 영업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
유지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 등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자
본시장법시행령 §118의6)을 고려하면 매월 업무보고할 실익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전업 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을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로 일원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시행
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8486

수용
□ 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보고서 항목은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 수수료 등)에만 해당하는 항목과 금투업자 공통항목
(조직, 인력, 재무현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유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ʻ16.1.25)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
무 특성을 고려하여 ʼ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목록ʻ을 기 개정하였으며,(금융
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기 개정) 이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만 해당하는
항목은 이미 모두 분기 제출로 규정하였음
ㅇ 다만 중개업자 부담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에 공동으로 제출해야하는 항목
중 월별 제출 사항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주기를 분기 단위로 완화하
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음(예: 중개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현황 등, 시행
세칙 개정)
* 단, 현재 전업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도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중인만
큼, 재무사항 등 일부필수 항목은 월별 제출을 유지

향후계획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별책서식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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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건의내용

공모펀드의 연금클래스 환매수수료 차등 부과 허용
□ (건의배경) 동일펀드 내에서 클래스별 환매수수료 차등 부과는 자본시장법상 수
수료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불가
*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
별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58②)
ㅇ 그러나, 연금펀드 클래스 투자자와 일반펀드 클래스 투자자는 투자목적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연금자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자금이고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인 특성상 기본적으
로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있어 환매수수료 부과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 연금시장 내 대부분 연금펀드 클래스는 연금펀드간 전환의 용이성을 위해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연금펀드는 상대적으로
상품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일반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이 장
기투자 운용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매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결국, 모든 클래스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연금클래스 출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의 연금펀드 선택권이 제약
* 일반클래스와 동일하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투자자는 연금클래스를 외면
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매수수료 차등을 위해 별도 연금 전용 펀드를 설정할 경
우 운용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 펀드 수익률 제고가 불리하며 불필요
한 소규모 펀드를 양산할 수 있음
□ (건의사항) 공모펀드의 연금클래스에 환매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
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8, §23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특
히 동일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연금클래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매수수료를 차등부
과하는 행위는 동일펀드의 타 클래스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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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

건의내용

투자광고 내 QR코드 표기 관련 개선 요청
□ (건의배경) 금감원,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투자
광고에 QR코드를 표기토록 하고 있음
* ʻ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 관행 쇄신ʼ(ʻ15.6.30,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ㅇ 이는 광고물에 QR코드를 표기하여 투자광고 대상 상품의 세부정보를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 실제, 투자자의 QR코드 활용도는 높지 않은데 비해 현업에서는 광고물 제작시마다
QR코드를 생성하고 검토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 내 QR코드 생성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4

소관부서

검토의견

일부수용

□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한 것은｢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ʻ
15.6.30.)｣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규에 근거한 강제사항은 아님
사유

ㅇ 다만, 각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제
활용도 및 고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QR 코드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
품의 세부내역을 제공할 수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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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3

건의내용

주식 종목에 대한 단순 정보 안내 관련 금융투자광고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정보, 관련 뉴스 등의 단순한 정보 안내(메일,
SMS 등)는 투자광고에 해당*이 되어 금융투자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투자광고
승인을 받고 있음
* 시황․업황의 전망 등 단순한 정보제공은 투자광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주식 종목 관련한 정보는 금융투자광고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ㅇ 상기 정보 전달시 광고 승인 절차로 인해 정보 전달의 적시성이 현저히 떨어져
고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공시정보, 관련 뉴스 등 단순 정보 안내는
투자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특정 주식종목에 대한 공시정보 및 뉴스 등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유인 효과
가 존재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을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인 투자광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곤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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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건의내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광고 규제 완화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광고는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ʻ중개
회사ʼ)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는 금지
ㅇ 상기 규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투자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 일인당 200만원 투자 한도, 발행회사 등 연간 7억원 이하의 발행 한도, 모집예정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는 발행 취소 등의 다양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도입
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이며,
-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포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
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토록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 발행회사가 직접 온라인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중개
회사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미리 신고한 매체(SNS, 온라인 포털 등)를 통해 투
자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9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수용

□ 투자자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을 ʻ16.11.7일 발표된 ʼ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ʻ에 포함하여 발표
※ (주요내용)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추진

□ 광고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동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계획에도 기 반영

- 344 -

Ⅶ-5

건의내용

투자광고에 금융투자회사 소속직원의 연락처 기재 허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에 해당 금융투자회사 직원(해당 상품에 대
한 판매자격 보유)의 이름, 연락처 등의 기재를 불허*
*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투자권유에 해당되면 투자권유시 수반되는 적
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을 준수해야된다는 입장
ㅇ 소속직원의 연락처 기재는 투자자가 투자광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상담처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직접 상담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자는 대표전화 등 몇 차례
전화교환 후에 해당 상담직원과 통화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상기의 투자광고가 불허된다면,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투자광고를 다수의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될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이 심각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음
- 연락처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투자광고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
하는 경우 투자권유 관련 각종 준수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
기의 규제는 과도하다는 판단임
□ (건의사항) 투자광고에 해당 금융투자회사 소속 직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5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증권의 발행에 관한 광고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사
실의 광고 및 안내를 할 수 있음

사유

ㅇ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시 발행인으로 회사 명칭 및
대표전화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 특정지점명, 직원이름 등의 기재는
단순 광고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용하기 곤란
*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문서번호 : 기제기-00009, ʻ10.7.20.)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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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6

건의내용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투자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광고로 인정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의 색상, 크기, 전화번호 변경, 추가 등 경
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음
ㅇ 상기 변경 사항들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서 준법감시인 사전확
인 등 광고심의의 실익이 없는 반면에 불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 발생
□ (건의사항)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투자광고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
존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광고로 인정
* 크기, 색상 또는 배경 변경,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일부수용

□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투자광고(유효기간 이내)의 단순사
실(전화번호, 주소, 영업점 명칭 등) 변경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재심사가 없도
록 향후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예정
ㅇ 다만, 투자광고의 크기, 색상 또는 배열 변경은 위험고지 등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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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7
건의내용

투자광고 사전승인자 범위 확대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확인)을 하여야 함
ㅇ 그러나, 대형사의 경우 투자광고 건수가 일평균 10여건으로 시차를 달리하여 승
인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일일이 준법감시인이 승인하는데 큰 업무부담 발생하
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부재시 적시에 수행해야할 투자광고 업무가 지연
□ (건의사항) 투자광고에 대한 사전 승인자 범위를 (1안)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
시인이 위임하는 자(준법감시부서 직원)로 확대하거나* (2안) 준법감시업무 담당
부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 별도의 규정개정이 없더라도 회사내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위임
하는 직원이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1③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에 관한 규정 §2-42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일부수용
□ 자본시장법시행령(§60③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4-12①3호)에 따라 금융투자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투자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광
고는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 영업의 첫 단계로서, 투자
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 광범위한 투자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투자광고의 사전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유

ㅇ 투자광고 심사절차를 살펴보면, 준법감시인 심사 이후 협회심사를 받은 것이
원칙이나, 일부 광고물은 협회심사 없이 준법감시인 심사 만으로 시행되고 있
습니다. 투자광고의 충실한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인 준법감시
인의 최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준법감시인 이외의 자를 사전승인자로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여기서의 ʻ준법감시인의 확인ʼ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광고물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심사한다는 의미라기 보다, 승인의 최종의
사결정 권한을 내부통제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
며, 준법감시인 부재 시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대결(代決) 등 내부적으로 해결
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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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1

건의내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검사결과 제재내역 조회화면 개선
□ (건의배경) 종전 증권회사의 건의*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내 검사결과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ʻ15.6.30.)
*

제재내역 공시 화면에 검색조건을 추가하여 금융업종별 구분 및 위반행위 유형
별 검색 등을 추가하고, 엑셀 내려받기 기능을 추가해 주기 바람(제재내역 공시
검색기능 보완 등, 금투-NH-20150002)

ㅇ 그러나, 제재내역 화면이 검사결과제재 첫째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둘째
화면에 배치되어 있어 찾는데 어렵고 조회하는데 번거로움
□ (건의사항) 검사결과 제재내역 조회화면을 검사결과제재 첫째 화면에 배치하여
주기 바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02-3145-7822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수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ʻ검사결과제재ʼ 코너의 자료검색 조회기능을 건의내용대로 ʻ
검사결과제재ʼ 첫 번째 화면에 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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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2

건의내용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중복 제재처분 해소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시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라 중복 제재를 받는 사례 발생
ㅇ 그러나, 회계법인 등 일반법인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외감법상 제재만을 받
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외감법에 따른 조치를 면제하
거나, 회계처리 위반건에 대해서는 외감법에 의한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3

기조치(수용)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동 사는 과거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종합검
사(ʻ13.8.26.~ʼ13.9.11.) 결과로 금융위원회(ʻ14.2.19.)에서 행위자인 대표이사가 ʻ퇴
직자 위법사실(주의 상당)ʼ 조치를 받았을 뿐 회사는 기관경고․주의 등의 기관
제재를 부과 받지 아니하였으며,
ㅇ 2016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ʻ16.6.15.)에서는 외감법상 회계처리위반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없이 회사만 ʼ경고ʻ 조치를 부과 받아 대표이사와 회사
각각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른 제재만 받았을 뿐 중복제재를 부과 받지 아
니하였습니다.

사유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두 차례 제재조치는 근거법령과 제재대상이 상
이*하며,
* 검사국 검사결과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임직원을 제재하고 특정 요건 해당시 기관 제재를 병과하는 것
임. 반면 감리결과 조치는 외감법에 의거 부과(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
ㅇ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ʻ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ʼ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제2항*에 따라 감독원
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라 기조치를 받은 경우
*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
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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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른 기조치 사항이 외감법상 조치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생략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자본시장
법과 외감법에 따른 중복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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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3

건의내용

제재 소멸시효 도입
□ (건의배경)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일괄적
인 제재를 부과중
ㅇ 오랜 시일이 지난 건을 조치하는 경우 입증자료 및 관련 진술확보 등이 곤란하
여 항변 등 대응이 곤란
ㅇ 특히,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충분한 소명이 어려운 경
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제재 소멸시효를 도입하여(위반사항별 5년 혹은 10년)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제도팀

02-2156-9683

기조치(수용)
□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금융기
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기 실시(ʼ15.10월)

사유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소송 등으로 징계 보
류시 시효 정지, 절차상 흠․징계양정 과다에 따라 징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가능
□ 제재시효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 개
정을 추진중

향후계획

-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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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4

건의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 (건의배경) 현행 과태료 부과 체계는 건별 과태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은 해당 건별 과태료의 가중․감면 사유로만 적용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경한 위반행위가 여러 건 발생한 회사가 중한 위반행위 1건이 발생
한 회사보다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현상 발생
□ (건의사항) 위반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가 커지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보다
는 행위의 성격,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 종합․전체적인 차원에서 과태료 금액
수준이 결정되었으면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제도팀

2156-9683

기조치(수용)
□ 현행 제도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
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있음
ㅇ 건별 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
비하여 과태료 감경사유를 추가하여 시행중

사유

* ①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분 이
내에서 감경
②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
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③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자(법인 제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0% 이내에서 감경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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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5

건의내용

실질적 검사처리 기간 연장 관행 개선 필요
□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면서 건
전성 검사는 60일,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검사서 통보까지 완료하는 원칙
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하지만 그간 검사 후속조치를 보면 관행적으로 검사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보
통 3개월 초과)되어, 피검 직원들이 검사결과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
고 업무 진행에도 애로점이 발생
□ (건의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정한 회신 기일 이내에 검사결과
회신 요청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지연시에는 그 사유와 회신 기한을 피검회사
에 회신토록 제도 운영

현장점검반
대응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

02-3145-7017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수용
□ 검사종료후 검사결과에 대한 단계별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진행상황 통지 및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을 활용하여 검
사진행상황을 알릴 예정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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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1
건의내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재산 지급 절차 개선 요청
□ (건의배경)
ㅇ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절차 관련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매뉴얼(금융감독원, ʻ16.9.)에서는 상속인 금융거
래 조회 신청은 우편접수로는 불가능하며, 상속인이 직접 신청접수창구에 방문하
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법률상
명의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유무를 확인
후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동 권한의 유무
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서류(사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실명확인 증표 등)를 우편으로 접
수한 후 화상통화를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통하면 법률상 명의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권한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비대면방식에
의한 상속인 재산 조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우
편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우편의 경우에는 분실위험 등 유출
가능성이 있어 조회결과를 직접 금융기관에서 비밀번호 확인 후 홈페이지 등으
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암호화 수단 등을 통해 타인이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하면 유출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상속재산 지급절차 관련
- ｢증권사 상속재산 지급절차 표준화․간소화 추진방안(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ʻ15.10.27.)｣에 따르면 지급절차 간소화는 징구서류와 소액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징구서류에 대한 가이드는 있으나 소액 여부에 대한 기준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 소액의 판단기준이 회사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폭이 넓고 심지어 소액
기준이 없는 회사도 있음
□ (건의사항)
ㅇ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절차 관련
- 인터넷 또는 우편 등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상속인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ㅇ 상속재산 지급절차 관련
- 상속재산 표준화․간소화 추진과 관련하여 소액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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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를 정하여 지도하여 주기 바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
팀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검토의견

02-3145-8685
02-3145-7585

불수용
- 비대면방식에 의한 조회신청 제도개선의견에 대해

사유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 자의 권한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각 접수처 모두 화상통화나 공인인
증을 통한 상속인 지위 확인의 법적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 또한 우리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
는 안심상속서비스도 비대면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여야 하나 지자체도
현재 비대면방식에 의한 상속인 지위확인을 하기 위한 최종 방법은 각 주민센터
공무원에 의한 직접 확인방법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신청인이 직접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암호화수단 등을 통해 전자우편 등 수단을 통하여도 결과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견에 대해
결과제공 안내 문자제공도 각 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암호화
수단을 갖춘 전자우편발송을 위한 솔루션 구입이 필요한 각 협회나 금융회사에 시
스템 구축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임. 또한 안심상속서비스도 동일하게
구축을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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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2

건의내용

연계신용(스탁론) 담보관리업체 관리, 감독 강화

□ (건의배경) 최근 스탁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스탁론 담보관리업체*에 대한 관
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스탁론 담보관리업체(팍스넷 등)들은 스탁론에 대한 광고, 이용안내, 대출중개,
담보관리(반대매매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
ㅇ 스탁론 담보관리업체는 스탁론과 관련하여 투자자 유치, 대출중개, 담보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규제 근거 미비에 따른 관리감독 부재로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 담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 실제 해당 업체들에 대한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들은
금감원의 민원접수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 반대매매가 사전에 계약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담보관리 문제 발생
□ (건의사항) (1안) 금융당국에서 스탁론 담보관리업체 들에 대한 감독,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규제 마련 (2안) 해당 업체들을 금감원의 민원접수 대상 회사에 포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가검토
□ 증권사로부터 스탁론 담보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스탁론 담보
관리업체의 업무와 재산상황은 현재에도 검사 대상임
(자본시장법 제43조 제1항)

사유

□ 다만, 담보관리업체에 직접 기관제재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투자
자 보호를 위해 담보관리업체를 직접 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됨
? 향후 담보관리업체에 대한 감독․규제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

향후계획

향후 담보관리업체에 대한 감독, 규제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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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3

건의내용

유가증권 착오 대체입출고 시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건의배경) 최근 증권사에서 고객 유가증권을 출고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 대체출고된 사례가 발생*
*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유가증권이 타사 계좌로 착오 대체출고되었으나 수취인의
연락 거부로 반환이 어렵게 되어 소(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한 상태임
ㅇ 현재, 착오송금의 경우 ʻ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증권의 타사 대체입출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ʻ15.5.19. 금융감독원)
□ (건의사항) 착오로 인한 타사 대체입출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착오송금의 경우와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2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ʻ15.5.19)｣는
련한 프로세스 개선 등*의 방안으로,

사유

금융소비자의 착오송금과 관

*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콜센터에서 반환청구 접수, 진행경과 통보 등
ㅇ 대부분 내부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인 유가증권 출고시스템에 적용할 실익은 낮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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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4

건의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
ㅇ 상기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정안 내용 중 ʻ금융회사
의 입증책임 강화(§47)ʼ, ʻ투자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51)ʻ, ʼ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50)ʻ은 규제의 실익에 비해 금융투자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현재도 금융회사들은 민원 또는 소송제기시 적정한
판매 행위가 있었음을 별도의 법제가 없더라고 입증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이 법제화될 경우 책임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소송 제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회사
의 대응 부담이 가중될 우려
*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는 비용을 들여 이에 대한 입증을 완료하더
라도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음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배경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
사에 충분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자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5년 내에 계약을 해지 가능
?그러나,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766)을 감안할 때 상기의 5년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소멸시효가

3년임

- (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 제정안에서는 대출계약은 14일, 금융상품 자문계약은 7
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일반 금융소비자 대출은 증권관련 신용공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철회권이 보장될 경우 단기 신용을 활용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상품 자문계약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문계약 체결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받고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음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ʻ금융회사 입증책임 강화ʼ 조항은
금융소비자의 정보요구권을 보장하도록 변경,
ㅇ ʻ투자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ʼ 조항에서 5년 내에 계약 해지권을 3년으로 축소,
ㅇ ʻ대출 등 계약의 철회권ʼ 조항은 투자자보호 측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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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철회권은 제외될 수 있도
록 제정안을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47, §50, §5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소비자과

02-2100-2631

일부수용
ㅇ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
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
하는 내용을 규정(§28)하고 있음.
- 다만, 자료 접근권 보장만으로 소송수행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일부를 제한적*으로 금융회사가 지
도록 규정하는 것임.
* 고의?과실 요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로 한정)
ㅇ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음.

사유

- 다만, 위법계약 해지권의 기간은 금융상품의 특성, 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계
약기간이 짧은 상품 유형의 경우 해지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상대
적으로 짧게 규정할 예정
ㅇ (대출 등 계약철회권) 현재 금융업권에서는 법 제정 이전에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 철회권을 우선 도입할 계획(12월중)이나,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철회권을 적
용하지 않을 예정*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신용도에 영향 미치는 대출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적용할 실익이 낮음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철회권 적용 대상 상품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예정
- 한편, 자문 관련 철회권은 자본시장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
호기본법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
*자본시장법 제59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대하여 7일 이
내 계약 해제 가능

향후계획

ㅇ 해지요구권 기간은 상품의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5년 내에서 차별화하여 시
행령에 규정
ㅇ 철회권 대상 대출성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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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5

건의내용

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 폐지
□ (건의배경) ʻ15.11.24.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
안｣을 보도하고 관련 제도를 협회의 자율규제사항으로 정하여 ʼ16.4.1.부터 시행
ㅇ 이에 따라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고
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조력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① 개인 자산공개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도의 실효성 의문
- 고령투자자에게 사전 조력자(가족 등)를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처, 자녀)에게 재산 공개를 꺼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경우 상속 이슈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아울러, 고령투자자에게 안내를 한다 하여도 조력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 많으며, 제도상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력자 정보를 파악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② 추가적인 서류 업무에 따른 투자자 불만 초래
- 고령자의 경우 취약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따라 사전 위험고지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확인과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방안이
추가되어 업무처리상 조력자 정보를 제공 또는 미제공하였다는 확인과 서명을 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서류 업무로 인해 투자자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 (건의사항) 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서류 업무를
발생시키고 있어 폐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ʻ표준투자권유준칙ʼ [참고 5]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
품 판매시 보호 기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5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고령투자자의 특성, 과거 피해사례 및 보호수준을 감안하면 고령투자자에게 종
합적인 보호방안을 적용할 필요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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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6

건의내용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 (건의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의 고충 및 보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이 필요
한 상황임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실태평가매뉴얼｣에서는 욕설 및 폭언 등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문제행동 민원으로 분류, 민원건수 산정 시 제외하고 있으나
- 영업현장에서는 1회라도 투자자들의 도가 넘어선 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많은 고
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기준에 따라 문제행동 민원으로 분류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음
□ (건의사항) 문제행동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감독원 및 금융회사에서
민원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ㅇ ｢금융소비자실태평가매뉴얼｣에서 민원건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행동 민원을
단순히 횟수기준이 아닌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 언급 등 구체적인 기준(과도한
폭언의 경우 1회라도 문제행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제시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실
태평가팀
검토의견

02-3145-5708

추가검토

사유

□ ｢금융소비자실태평가매뉴얼｣에서 민원건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행동 민원기
준 등은 특별민원대응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재정비할 예정

향후계획

□ 특별민원대응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문제행동 민원의 제외기준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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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7

건의내용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요청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면고객(지점 내점 고객)인 경우에만 상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고
객 신분증 진위확인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비
대면 계좌개설 고객으로 확대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02-2100-2676

수용
□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가 행정자치
부에 직접 신청한 후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이용가능
□ 따라서, 위 프로세스에 따라 귀사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후 비대면 계좌개설시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향후계획

- 362 -

Ⅸ-8

건의내용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와 관련한 기존 건의에서 금융위
는 개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또는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32주차, 금투-금융소비자-20150010
ㅇ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분쟁 관련 부서에서는 분쟁발생시 녹취없이는 판매과정과
관련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라도 녹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과정 녹취가 비용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
화하지 않으면 이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ㅇ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해지고 진화해가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해당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정확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녹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판매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매 전과정에 대한 녹취 필요
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 (2안)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 녹취 의무화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금융투자회
사의 판매과정 녹취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
투자회사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더
라도 회사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되면, 개별회사 또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공통의 협약을 통해 판매과정의 녹취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불완전판매 및 분쟁감소시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평가시 유리, 불필요한 소송
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신뢰회복 등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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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9

건의내용

취약금융소비자 설명강화 프로세스 폐지의 건
□ (건의배경) ʻ16.4월부터 70세이상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가입 프로세스가
강화될 예정*이나,
*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ʻ15. 11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ㅇ 이미 ʻ14.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
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 여
부를 확인중
* 65세 이상 고령자, 퇴직자, 주부 등
- 이에 따라 취약 투자자임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고객과 직원간의 불편한 민원이
다수 발생
ㅇ 따라서, 양 규정이 병행하여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중복 규정으로 추가 민원 초래 가능성
□ (건의사항) 최약금융소비자 설명강화 프로세스를 고령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시
행(16.4월) 이전에 폐지하여 불합리한 확인 관행을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02-3145-5683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가검토
ㅁ 고령자는 금융거래에서 보호가 필요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는 전
권역에 있어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강화된 설명의무와 적합성 적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 저금리, 고령화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고령자의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ʼ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ʼ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라는 취지로
강화된 권유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사유

- 양자는 적용 대상 금융권역과 내용이 상이하여 중복규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참고로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른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의 덧쓰기 문구를 삭제하고 상품가입신청서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하
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권유절차를 이미 간소화한 바 있음
ㅁ 또한 ʼ15.12.16 발표한 ʼ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ʼ에 따라 고령자를 종합
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업권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고령 금
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
정으로
- 동 가이드라인 마련시 동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자 관련 보호체계가 중복되
지 않도록 검토하겠음
- 364 -

향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시 동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자 관련 보호체계가 중복되지 않
도록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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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10

건의내용

계좌명 일괄변경 서비스
□ (건의배경) 개인의 개명, 법인의 상호명 변경시 금융회사별로 방문하여 계좌명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 가중
ㅇ 계좌명 변경 신청중에 일시적으로 금융회사 간 계좌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자금
이체 등에 애로가 발생
ㅇ 반면, 주소 변경의 경우 ʻ금융주소 한번에ʼ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를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전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 가능*
*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금융감독원)
□ (건의사항) 거래중인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방문신청만으로 보유중인 전 금융회
사의 계좌명이 일괄 변경* 될 수 있도록 허용
* 일괄변경 신청대상 금융회사별 처리 결과를 각 금융회사가 신청인에게 SMS 통보
⇒ 금감원의 ʻ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혁신국 금융혁신1팀

02-3145-8635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우리원은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
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 일괄변경하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유

주소 이외에 개인의 성명 및 법인의 상호명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
사고 예방책 마련 및 금융권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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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11

건의내용

지역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 (건의배경) 지역 금융소비자는 재경지역 대비 정보 불균형 심화 및 금융 취약계
층(노인, 주부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
ㅇ 교육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금융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증가중
*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온라인 접근성도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ㅇ 지역 금융교육, 민원 처리 등 지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음
*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를 활용하여 격오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교육 등을
연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중
□ (건의사항)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역 금융소비자 및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02-3145-5959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조치(수용)
□ 금감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금감
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 지역)에서 금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
시**

사유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군장병 등 맞춤형 교재를 개발
**`16년 상반기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75회(37,427명) 금융교육 실시
ㅇ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지역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정 등 금융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홍보를 강화

향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를 입지 않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매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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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12

건의내용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신청내역의 집중․전파방식 개선
□ (건의배경) ʻ16.1.18부터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금융
정보교환망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어느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
환망(FINES)｣을 활용하여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 변경
ㅇ 그러나, 주소 신청변경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있어 업
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주소 신청변경내역을 전문*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
선 요청
* 전산시스템간의 자료 유통을 위한 규약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혁신국 금융혁신1팀

02-3145-8635

소관부서

검토의견

일부수용

사유

□ 전문 송수신을 위해 개별회사(현재 197개 회사)와의 전용선 설치는 별도 예산
소요 및 타당성 검토 필요로 즉시 반영은 곤란

향후계획

□ 향후 협회를 통한 송수신 또는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상기 문
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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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

건의내용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계약시 고객확인의무(CDD) 완화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ʻ투자일임업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 제외ʼ 건
의에 대해 불수용 답변을 한 바 있음*
*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위임받
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 의심거래 정황 등을 포착할 가능성
이 있어 투자일임업자를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
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12주차, 금투-자문사등-20150014)
ㅇ 그러나, 일임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위한 계좌계설시 또는 자금 입금시 이미 증권
사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
- 투자일임업자와 일임계약시 동일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납
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빈번히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시 증권사를 통하여 고객확인이 이루어
진 투자자에 대해서 (1안) 고객확인의무(CDD)를 면제하거나 (2안) 투자일임업자
가 기 확인된 CDD 확인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

*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사로부터 해당 투자자의 CDD확인서를 받아 이를 일임투자
자에게 확인토록 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투자자 서명 등으로 증빙기록을
남김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28

불수용
□ 투자일임업자의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제외는 불가(12주차, 금투-자문사 등
-20150014)

사유

□ CDD 확인서(증권사가 CDD를 수행하였다는 결과서류를 의미하는 경우)로 갈음
할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실질적으로 CDD를 수행하지 않고 증권회사가 수행한
CDD 결과만 전달받아 보관만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
금법의 의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방식의 CDD 간소화는 불가능

향후계획

- 369 -

Ⅹ-2

건의내용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 적용 제외
□ (건의배경) 당사는 펀드 간접판매(판매사를 통한 판매) 및 기관 대상 일임만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ㅇ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금융회사의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이사회 보고 등의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음
- 또한,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실사에서 투자일임 고객에
대한 고객알기제도 절차 준수 등 추가적인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수행*을 권고
* 1.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개정,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
영업부서 담당, 부서장 등의 직무기술서 구비, 3.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고객
알기제도 절차 준수, 4. FATA테러방지조달 위험국가 등의 주의대상 리스트를
상용DB화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 관련 조사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자산운용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펀드를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
지 관련 법규 적용을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28

불수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마에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
무가 존재

사유

ㅇ FATF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도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엄격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특히, 고객확인제도(CDD)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추가적인 업무가 아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펀드 간접판매 등의 경우 제3자(판매사)를 통한 고
객확인이행 활용 가능(업무규정 제52조)
ㅇ 다만,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 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일정 의무를 면제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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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3

건의내용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방법 등 변경
요청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ʻ16년부터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도 자
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됨을 통보*
* ʼ16년 금융회사 AML제도이행 종합평가 실시계획통보(금융위원회, ʼ16.7.19)
ㅇ 그러나, 모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지표가 일괄 적용되고 있어
- 대고객접점이 없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관련 지표는 모두 0점으로
처리되어 전체 합계 점수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라 하더라도 판매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수행
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 적합한 별도의 평
가지표 및 배점기준 마련*
* (예) 펀드판매시 고객확인의무 등과 같이 직판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적용할 수
없는 평가지표를 배제하거나 별도의 배점을 부여 등
ㅇ (2안) 영, 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에는 판매회사에 대한 AML Due Diligence(자금세탁방지 관련 적격성심사)를 수
행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직판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게 적용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FATF 정식회원인 한국도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56-9432

수용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제도운영 실
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ㅇ 업권별 제도이행 수준을 파악하여 검사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음
□ ʻ16년 평가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는 개선계획 제출을 면
제할 예정이며
ㅇ 관련지표의 개선은 ʻ17년 평가 시 검토해 보겠음
□ ʻ17년 평가 시 지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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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4

건의내용

고객확인제도(CDD) 이행시 관련 서류 작성절차 간소화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주민번호 등** 고객신원을 확인
* 계좌의 신규 개설,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ㅇ 그러나, 최초 고객확인 내용의 유효기간이 완료(저위험 고객은 3년, 고위험 고
객 1년)되거나 고객이 2천만원 이상을 일회성으로 거래할 경우 고객신원을 재
확인해야함
- 이때, 주민번호 등 상기 기재 내역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기존의 고객확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하여 고객 확인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동법 시행령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56-9846

수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에 있어서 기존 내용을 출력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등 단순한 고객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후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고객서명을 받는 것도
금융회사에서는 FATF 국제기준 및 특금법령 상 검증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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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5

건의내용

실명 미확인 소득에 대한 적용 소득세율 명확화 등
□ (건의배경)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실명법에 근
거하여 99%(주민세)의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고객민원이 발생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
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함(금융실명법 §5)

ㅇ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부과는 차명거래(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
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 상기의 사례는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로서 아직 차명거래로 판명되기 이전의 상
황이기 때문에 이를 차명거래로 단정하여 9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
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지명의(실명)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는 38%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정하고(§129②) 있기 때문에 상기의 사례는
38% 세율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차명거
래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38%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 ② 상기의 사례가 38% 세율 적용이 적합하다면 과다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는 환급해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소득세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국세청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02-2100-2676

불수용
□ 1993.8.12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
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추징세율을 적용
해 왔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함
-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 및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
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 실명전환이 늦어질 경우 더 높은 추징세율을 적용
해 왔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하며 정책목적에도 맞지 않음
□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동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
- 373 -

2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개
인 등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됨(국세청 질
의회신 재소득46073-75 등 참조)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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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6

건의내용

실명확인 계좌에서 파생된 온라인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고 허용
□ (건의배경) 실명확인 계좌를 근거로 하여 온라인상(HTS등) 투자자가 직접 개설
한 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 출고가 불가한 상황임*
* (사례) 실명확인된 계좌(예. 주식계좌)를 근거로 HTS상으로 신규계좌(예. 파생계
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계좌에서 파생계좌로 입금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파생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이 불가
(제한근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은행 41207, ʻ00.8.28)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내에
서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동 근거계좌를 연결하여 신
규계좌(연결계좌)를 개설 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
쳐야 함
ㅇ 연결계좌가 허용된 상황에서 동 계좌의 출금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
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 취지에도 맞
지 않는다는 주장임
□ (건의사항) (1안) 연결계좌에 대해 출금고를 허용 (2안)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고
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02-2100-2676

수용

□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면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연결계좌에 대
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하였다면 실명확인된 계좌로 보아 출금거래가 가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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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7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CDD) 허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ʻ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ʼ을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해야 함
ㅇ 그러나, 고객이 비대면계좌 개설을 하고자할 때 상기의 금융거래 목적 등에 대
한 확인이 비대면으로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내방을 안
내하고 있어 고객불편 초래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등 고객확인의무를 비대면*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선,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 후 녹취, 전자서명 등으로 기록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56-9846

수용
□ 금융위원회(은행과, 전자금융과)는 유권해석(ʼ15.12.1.)을 통해 계좌개설 시 ｢금융
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ʻ복수의 비대면방식*ʼ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
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사유

*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
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ㅇ 실제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로 고객확인
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
-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
하는 정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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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8

건의내용

FIU의 실제소유자 확인면제대상 명확화
□ (건의배경) 최근 FIU는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기관을 외국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금융회사로 확대
* [면제확대기관] (1) FATF, FSRB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극세탁방지 시스
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
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 국
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 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의 금융회사
□ (건의사항) 다음 외국 법인, 단체도 면제 대상 기관에 추가포함
(1) 해외상장회사
(2)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소속 공공단체
(3)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소속 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예시: 모간스탠리 인도네
시아 지점)

현장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검토의견

일부수용
① 해외상장회사 : 수용*
* FATF 회원국으로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금융회사가 해외상장
회사의 지분구조 파악가능성을 증빙시 면제(cf. 미국 : 면제x, 홍콩 : 면제,
싱가포르 : 금융회사가 증빙)
② 해외 공공단체 : 불수용

사유

* 공공단체의 범위, 관리․감독 체계, 지배구조 등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므로 면제 대상 포함이 어려움(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 공공
단체의 증빙부담 발생하므로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③ 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 수용
* 해외계열사가 외국금융회사(본사)가 위치한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받는다는 사실
증빙시 면제 대상 포함 가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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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9

건의내용

의심거래 보고(STR)후 보고기관 피드백 마련
□ (건의배경)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이후 관련 보고 자료(제공기관 및 사용 목적
등)의 활용결과에 대한 피드백 필요
ㅇ 보고했던 내용의 활용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한다면 의심거래 적출이나
보고업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건의사항) 의심거래 보고후 관련 자료 활용 결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FIU)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2156-9941

일부수용
ㅇ 금융회사의 STR은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관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사유

- 따라서, 금융회사의 STR이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STR에
대한 피드백은 곤란
ㅇ 다만, 우수한 STR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3건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에서 유의미한 STR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작성하여 금융
회사에 제공하고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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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0

건의내용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요주의 인물(Watch List) 관리방법 개선
□ (건의배경)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요주의 인물(Watch List) 목록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외부업체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이러한 방식은 금융회사에 따라 관리 대상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시간 및 비용
이 중복 지출되는 문제가 있음
* 관련 정보 제공업체 별로 정보 제공 건수가 차이가 있어 어떤 업체의 정보를 선
택해야할지 혼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서 요주의인물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게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43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56-9431

불수용
금융정보분석원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
자 명단을 고시로 지정하여 FIU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FATF 권고
사항 비협조국가 및 이행취약국가 명단도 공문으로 각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있으
며 외국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문의 : 기획행정실 : 02-2156-9414)

사유

그러나 요주의 인물 목록(Watch List)은 이러한 정부가 발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
자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제재 대상자(OFAC 등)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등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나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수준
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각국 정부가 배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은행과 같이 고위
험국가 또는 고위험 인물들과 거래할 개연성이 많은 금융회사는 각국의 제재 위험
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상용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각 은행별로 최적화하
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FATF 국제
기준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주요인물 정보 또는 특정인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자료 정보 등은 민간영역에서 판매하는 상품(매일 실시간 업데
이트 됨)으로 정부가 일괄 구입하여 배포해드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수적인 요주의 인물 목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고, 그 외의 항목은 각 금융회사별로 위험도에 따라 자체 관리하거
나 외부업체를 통해 관리하시면 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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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1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공공단체 목록 제공 방법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공공단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1년)하고 있으나
ㅇ 정보의 내용이 요약정보*임에 따라 실무적으로 제외대상 공공단체 여부를 확인
하는데 상당한 애로 발생
*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단체 등의 인터넷 주소, 산하기관 수 등의 정보만을
제공
- 은행의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제외대상 공공단체 정
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여타 금융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각 회사별로 확인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외대상 공공단체의 상세정보(단체명, 사
업자번호* 등)를 제공하거나
* 전산시스템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번호 필요
ㅇ (2안) 특정기관(은행연합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외대상 공공단체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각 업권별로 개별적으로 상기 정보를 취득한다면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02-2156-9846

추가검토
□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2015년 4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외기관 리스트 배포 요청을
수용하여 현재 목록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 게시
후 주기적(분기별)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
ㅇ 관계기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
위에서 효과적인 자료 제공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사유

□ 다만 특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외대상 공공단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경우,
ㅇ 은행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ʼ14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결론이 나와 현재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공공단
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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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은행에서 실무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외기관을 확인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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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2

건의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상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적용 완화
□ (건의배경)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방인 위탁자 및 위임인으로부터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중
* 신탁업자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
사로 지정
ㅇ 그러나,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는 금전에 대한 여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
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은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고려할 때* 업
무 중복이 되고 있음
*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절차가 수행중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
기관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 마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정보분석원

2156-9846

일부수용
□ 고객확인제도(CDD)는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를 확
인하는 제도로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각기 자신의 고객을 확인함으로써 자금
세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

사유

ㅇ 따라서 여수신업무의 수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신탁회사 역시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측면
에서 부동산신탁사를 ｢특정금융정보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수행해야하
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다만 중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
한 업무규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을 통
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ㅇ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고객이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
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저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간소화된 고객확인제도(SDD)를 통해 의무의 일정 부분 완화가 가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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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3

건의내용

미성년자 본인 계좌 이외에 약정은행 등록 허용
□ (건의배경)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유선으로 이체 출금 업무 시 미성년
자 본인 계좌 이외에는 약정은행 등록이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ㅇ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는 통상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등이 관리하고 있
어 부모님 계좌로 이체 출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사항) 미성년자에 한하여 약정은행 계좌를 법정대리인(부모님) 계좌도 등록
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법 §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9813

자본시장과

9874

기조치(수용)
<<은행과>>

사유

향후계획

□ 금융실명법은 증권계좌상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상대계좌를 제한하고 있지 않
습니다.

<<은행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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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4

건의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
□ (건의배경) 금융거래 등 실명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
어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
ㅇ ʻ12년도 금융거래부터 가족대리에 의한 실명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중이나,
- 가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
서 제출만을 강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중
ㅇ 또한, 시중은행 등이 활용하고 있는 행자부의 등본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
* 15개 은행과 수협중앙회, 서울보증보험에 한정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
□ (건의사항) 가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
로 연장하거나 금융투자회사도 행자부의 등본조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156-9874

은행과

2156-9813

일부수용
<<유효기간 연장 : 불수용>>
□ 실명확인서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
장하여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유

ㅇ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의 변동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반해 최근들어 가족관계
가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어 가족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
히 세제혜택 등을 목적으로 가족대리를 이용하여 사망한 가족의 계좌를 개설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조회시스템 활용 : 수용>>
□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후, 증권업계가 등본조회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향후계획

- 384 -

Ⅹ-15

건의내용

기존 실명확인된 고객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요건 완화
□ (건의배경) 현재 당사에서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체크카드 발
급이 가능
ㅇ 유선 통화를 통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나 유선 발급에 따른 확인사항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음
- 당사의 경우 기존 실명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만 체크카드 발급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체크카드 유선발급시 완화된 실명확인 방법 등이 필요
※ 유선발급 타사현황
- (체크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은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등록
된 개인정보 확인(녹취) 및 ARS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유선발급 시행
- (신용카드)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시 등록된 개인정보 확인(녹취) 후 발급
(상품교체 발급 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추가적
으로 확인)
□ (건의사항) 기존 실명확인된 고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절차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가능한지 확인요청

구 분
실명확인

신규 발급
등록된 개인정보 3가지 이상 확인

재발급
좌 동

및 계좌비밀번호(ARS 호전환으로 고객 직접 입력) 확인

개인(신용)정보 동의 필수적 동의 사항 축약본을 안내하여 유선상으로 생 략
선동의를 받은 후 전자교부방식(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전체내용을 확인토록 함
동의철회 요청시 당일에 한해 카드발급신청 취소
가능하며 익일 이후 요청시 카드해지 가능
* 모든 유선업무 처리 내용은 녹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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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신용정보팀

2156-9606

전자금융과

2156-9931

일부수용
(전자금융과)
□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직불업자로 등록한 경우 직불전자지
급수단(CMA체크카드)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체크카드는 동법 제2조제10항가
목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분실 등으로 체크카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유

* 본인확인 시 이용자가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팀)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은 신
용정보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
□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면방식의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유무선 통신을 통한
동의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 결정권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동
의 내용 등을 축약하여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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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16

건의내용

실명법상 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의무 관련
□ (건의배경) 실명법상 금융회사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한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ㅇ 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별도로 증명할 필요
* 금융위의 검수를 거친 협회 Q&A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서명, 기
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
ㅇ 그러나, 설명의무가 설명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의무를 반드시 수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설명의무의 이행여부는 의무 있는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확인서 징구 등은 이중
의 법적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
* 시장은 이러한 법적의무는 법적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현
실적으로도 계좌개설을 위임받은 상임대리인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위임범위를 벗
어난다는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내용은 매우 단순한 법적금지사항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고객
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성도 현저히 낮음*
□ (건의사항) 법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확인서 징구를 강제하기 보다는 고객
에게 설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항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02-2100-2676

수용

□ 실명법 관련하여 불법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8월)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시행 중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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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1

건의내용

OTP 사고등록 해지절차 편의성 제고
□ (건의배경) OTP 분실에 따른 사고신고 후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급
받았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ㅇ 이후, OTP가 등록된 다른 금융기관에도 온라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별도로
모두 해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 분실후 사고신고는 등록 금융기관이면 가능하며, 사고신고 후 모든 등록 금융기
관에서 해당 OTP 이용이 정지됨
□ (건의사항) OTP 사고등록 해지를 OTP 등록금융 기관 한곳에서(최초 발급 여부
와 무관) 온라인의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결제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전자금융과

2100-2971

추가검토
□ 사고등록 해지 시 기존에 OTP가 등록되었던 전 금융기관의 OTP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OTP의 보안성 약화 및 금융기관 간 책임소재 등의 이슈가 존재하므로,
현재는 참가기관 간 협약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OTP를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고등록 해지 방법의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OTP업무 참가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OTP업무 참가기관 간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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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2

건의내용

고객 동의 없이 상시 구동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제한 요청
□ (건의배경) ʻ15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EXE 형식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함
ㅇ 이중 Ahnlap Safe Transaction이나 nprotect online security 같은 신종 프로그
램은 PC부팅시 컴퓨터에 상주하여 메모리, 네트워크 등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
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때에도 중저사양 PC의 경우 심각한 성능 저하 초래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임의로 비활성화하거나 종료할
수 없고, 프로그램 삭제는 가능하나 금융거래 시마다 번거롭게 해당 프로그램
을 재설치해야 함
□ (건의사항) 고객의 동의없이 상시 구동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제한하여 주기
바람*
* 현재, 국세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속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적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IT․금융정보보호단 IT감독팀

02-3145-7416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조치(수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ʼ15.2.3. 시행)되
었음에도 여전히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
른 PC성능 저하 등 불편함이 있어,

사유

ㅇ ʼ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ʼ 과제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시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금융회사가 감축토록
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을 개선중입니다.
□ 이에 따라 반기별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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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3

건의내용

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IT업무 관련 규제 적용 완화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회사의 IT업무 관련 규제가 대형사 기준으
로 정해져 선물사 등 소형사의 경우 준수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아래의 규제들은 소형사의 인력, 자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개선 필요
① IT부문에서의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시자의 분리 등의 직무분리(전자금융감독규정
§26)
- 소수로 운용되고 있는 선물사의 인력구조상 별도의 내부감시자 등을 두기가 어
려움
② 백업자료 안전지역 소산(전자금융감독규정 §14)
- 선물사는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백업자료 소산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음(재해복구센터를 백업자료 소산센터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감독원은 분리하
여 운영토록 권유한바 있음)
③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인터넷(무선통신망) 등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전자금융감독
규정 §15)
- 망분리를 위한 솔루션 및 방안들이 각 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지고 있어 소형
사의 경우 솔루션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바, 검증된 솔루션등을 선택할 수 있도
록 ʻ16년 말로 되어 있는 망분리 시점 유예 필요
④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에 관리요원 상주(전자금융감독규정 §23)
- 재해복구센터는 원격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요원 상주
를 의무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건의사항)
① 일정 규모 이하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소형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건, 규제편익 등을 감안하여 직무겸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다만,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 분리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IT부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허용할 필요
② 백업자료 소산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원격 안전지역에 있는 재해복구센터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③ ʻ16년말까지 되어 있는 망분리시점을 일정 규모 이하 소형사의 경우 ʼ17년말까
지로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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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의 불필요한 인력이 상주하지 않도록 원격 운영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14, §15, §23, §26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전자금융과

2100-2975

일부수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안전성 확보 의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ㅇ 다만, 건의하신 4가지 사항 중 일부의 경우 규제 적용방식에 있어 다르게 이해
하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①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자 분리 완화 또는 감사부서에서 IT부문 감사 수행 허용
- 내부감사자의 경우 업무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로 업무 운영자와 겸임하여 운영
할 경우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운
영자와 내부감사자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 현행 감독규정 상 감사부서에서 IT부문 감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백업자료 소산센터 구축 시 재해복구센터 활용 허용

사유

- 현행 감독규정상 백업자료 소산센터 위치는 원격 안전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
해복구센터와 분리?운영토록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각 금융회사에서 재해복
구센터와 백업자료 소산센터의 역할 등을 판단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③ 망분리 시점 유예
-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ʼ13.12.3일 도입되었으며, 당시 은행업권은 ʼ15년말 까지
그 외 업권은 ʼ16년 말까지 망분리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규정 제정 시기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준비기간(3년)이 있었고, 은행업권은 기 구축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정 시행 시기 유예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④ 재해복구센터 원격운영 허용
- 현행 감독규정은 원격운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복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인력을 구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어 운영하면 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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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4

건의내용

외국계 증권사 단말기 망분리 관련 규제 완화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
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망분리*를 해야함
* 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
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
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다만,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ʻ특정 외부기관ʼ*은 망분리의 예외로 인
정되고 있으나,
* 정부, 예탁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 업무상 연결이 필요한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 다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탈이나 블로그 등은 포함되지 않
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 15. 9월)
-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탈이나 블로그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
아 리서치 등의 업무 수행 등에 애로 발생
ㅇ 아울러, 상기 망분리의 취지가 거래내역 등 고객정보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고객원장 등 고객관련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리서치 부서 등의
단말기까지 망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①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하여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특정 웹
사이트 및 ② 고객원장 등 고객관련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리서치 부서 등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망분리 적용을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감독규정 §15①3,5 동규정 시행세칙 §2의2①, ②, 전
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IT․금융정보보호단 IT감독팀

02-3145-7422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
하기 위하여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
지하여야 합니다. 망분리는 개인정보 유출예방 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망으로 악
성코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대책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유무로 망분
리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계획

- 392 -

Ⅺ-5

건의내용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운영체계별 접속 문제점 해소 요청
□ (건의배경) 최근 PC에 탑재되어 있는 윈도우10 OS에서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EDES Agent 프로그램 기동 후 약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
운될 뿐만 아니라 Agent 프로그램과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바로가기로 들어가
는 URL 접속에 문제* 발생
* URL : http://edes.fss.or.kr/welcome.jsp
** Agent에서 URL에 로그인 정보를 넘겨주지 못해 계속 로그인 하라는 문구 생성
ㅇ 또한, 윈도우7의 IE11에서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타은행권 프로
그램 보안 모듈과 충돌이 발생하여 시스템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설치된 모든 보안모듈을 PC에서 제거 후 IE11을 IE10으로 다운그레이드한 후 다
시 재구성을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① OS(윈도우7, 윈도우10, 멀티브라우저(크롬, 오페라 등)와 상관없이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요청, ② ①이 단기적
으로 어려울 경우 PC부팅시 Agent 프로그램 실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
스템 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기획조정국 정보화전략실 감독정보
시스템1팀
검토의견

02-3145-5467

추가검토

사유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의 Agent 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추가 검토 작업이 필요.

향후계획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의 Agent 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추가 검토 후 수정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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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

건의내용

전문투자자 관련 간주모집 규제 완화
□ (건의배경) 간주모집 규제에 따라 증권(지분증권 제외)은 50매 이상으로 발행될
경우*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이루어지더라도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포함
** 전문투자자는 증권의 모집 및 매출 판단시 합산대상이 되는 청약권유자에서 제외
ㅇ 그러나, 전문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투자판단과 리스
크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기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시 투자자가 50명 이상(증권 50매 이상 발행)이
될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건의사항)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
행할 경우 해당 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더라도* 간주모집에 해당되지 않
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다만,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전매제한 조치는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⑦,⑨, 동법 시행령 §11①,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2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2

불수용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
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모규제의 개선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유

ㅇ 전문투자자에게만 50매 이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문투자자가 일
반투자자에게 매수대로 분매함으로써 50인 이상의 자에게 증권을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발공 규정 제2-2조는 1년간 예탁원에 보호예수 조치를 하거나 분할금지 조
치를 취하는 등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없는 경
우에 간주모집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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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

건의내용

코넥스 이전 상장기업에 기 투자한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건의배경) 최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
락하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 발생
ㅇ 주가하락은 기존에 증자 등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등의 물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에, 벤처금융,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의무보호예수*가 되지 않는 주식
에 대해서는 수량과 평균 취득단가를 투자자가 보기 쉽게 투자설명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 필요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은상장일부터 1월간 의무보
호예수 됨
** ʻ투자설명서ʼ상 자본금 변동 사항에 증자내역(수량, 발행가액)이 나오지만 코넥스
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일반투자자가
전환가격 파악이 쉽지 않아(전환비율 등 전환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전문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확한 취득단가 파악이 어려움
□ (건의사항) 벤처금융,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의무보호예수가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량과 평균 취득단가를 별도 기재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투
자설명서 서식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감독원 투자설명서 공시서식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 증권발
행제도팀
검토의견

02-3145-8442

불수용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사유

- 벤처금융 등이 보유한 주식 수량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수준(5% 이
상)일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여 증권신고서, 5% 보고 등을 통해 보유수량 및
취득단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조치가 불필요한 점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각 투자자의 투자정보 및
투자전략 등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취득원가, 생산원가 등을 영업비밀로 인
정하여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리 보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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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장내파생상품 매매제한 규제 완화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장
내파생상품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76의2⑦)
ㅇ 일부 임직원은 자산증식의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 투자를 선호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 특히, 선물회사의 임직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이를 제한없이 허용시 빈번한 매매로 인해 업무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 제한, 일간?월간 거래 횟수 제한 등 주식 매매제한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 매매제한 규제에 준하는 장내파
생상품 매매제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
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7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2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 매매제한의 취지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및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직무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ㅇ 향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외장내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여부를 검
토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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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

건의내용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 구체화
□ (건의배경)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보유목적을 기재해야하며 경영참가목적일 경우
①보고정보량이 많고, ②보고기한은 짧으며*, ③냉각기간 적용 등 매매 및 의결
권행사도 제한됨
* 단순투자목적에 비해 주요계약내용, 변동사유, 보유형태, 취득에 필요한 자금내역
등을 추가로 보고해야하며,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단순투
자목적은 다음달 10일) 해야함
** 보고사유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등의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냉각기간을 위반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등은 처분명
령 대상에 해당됨
ㅇ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가 회사의 배당의 결정 등에 대
해 회사나 그 임원에게 ʻ사실상 영향력을 행사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
가 지나치게 광범위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상기의 공시부담 또는 매매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영
향력 행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극히 자제*할 수 밖에 없음
* 예) 자산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보유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직
후 자신이 반대한 안건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 등을 발송하고자
하지만 ʻ사실상 영향력을 행사ʼ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행하고 있지
않음.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서한 발송은 단순투자목적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는 최근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추진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ʻ사실상 영향력을 행사ʼ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예. 상기의 서한 발
송 사례)에 대한 예시를 들거나 업계가 이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요청
하도록 안내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
도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2

추가검토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란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회사의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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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관변경, 회사의 배당의 결정 등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게 ʻ사실상
영향력을 행사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ㅇ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는 주주와 발행사간 관계, 발행사의 의사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향
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ʻ사실상 영향력을 ｣행사ʼ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에 대한 예시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2017년 1분기 중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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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5

건의내용

대량보유상황 연명보고 관련 개선
□ (건의배경) 5%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연명보고가 가능하며* 연명보고 후 특별관
계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 합산보유비율이 1% 미만으로 변동되더라도 보고 의
무가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거나 대량보유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
고가 가능함
**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모두 처분하여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새로운
특별관계자가 추가되는 경우(기업공시 실무안내 Q&A 3-05)
ㅇ 그러나, 이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취지가 상장기업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보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특별
관계자 구성 변동시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ㅇ 아울러, 상기의 특별관계자 구성 변동 보고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
는 규제임
- 글로벌 자산운용사 같은 외국기관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보고의무 사항을 확인하
고 준수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의도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동 규제는 정보 공시를 통해 얻어지는 실익에 비해 보고 부담이 과도하며 의도
치 않은 또는 인지하지 못한 공시의무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건의사항) 대량보유보고를 연명으로 하게 되는 경우 합산변동비율이 1% 이상인
경우만 보고를 하고 연명보고자 구성원 이 바뀌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동법 시행령 제153조, 기업공시 실무
안내 Q&A 3-05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2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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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한 경우, 연명보고자 구성원이 변경됨으로써 합산 변
동비율이 1%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여
야 합니다.

사유

ㅇ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호 특별관계에 있다면, 1%미만을 보유한 특별관계자가 본
인에게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특별관계자는 자신의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것이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연명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한 경우라면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를 대리하여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 내
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함에 따
라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예시) 상호 특별관계에 있는 甲(5%), 乙(0.5%)이 甲을 대표보고자로 연명보고
를 해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 전부(0.5%)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비율은
5.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乙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기업공시 실무안내 Q&A 3-13 참조). 만
일, 乙을 기준으로 甲이 특별관계자가 아니라면 乙의 합산 변동비율은 0.5%에
서 0%로 1%미만이 변동된 것이므로 乙 및 대표보고자 甲은 보고의무 없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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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6

건의내용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건의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출범이후 80여건의 펀딩 성공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내
고 있지만 추가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한도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ㅇ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일반투자자의 동일발행인 투자한도를 연간 200만원(전체
누적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 모집 시 소액주주가 크게 증가*하여 관리 인력이 소수인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주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활용 유인이 반감
* 통상 1˜2억원 모집을 위하여 50명 내외의 많은 소액주주가 생겨나고 있음
- 아울러, 해당 기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적극적인 투자성향의 투자자들은 상
기의 투자한도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없어 컴플레인 제기
ㅇ (정책자금 지원확대) K-크라우드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원프로그램 숫자가 많지 않으며 정책자금의 규모, 실제 지원실적이 크지 않아
이에 대한 확대 필요
* K-크라우드펀드(245억),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100억원), IBK매칭투자조합 조성
(100억원), IBK희망펀딩대출 조성(1,000억원) 등
-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시점
을 K-크라우드펀드와 같이 모집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방법 변화에 대한 검
토 필요
* 전문적인 투자기관인 정책펀드에서 크라우드펀딩 모집시점에 투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의 시그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모집 성공률
도 높일 수 있음
□ (건의사항) ① 일반투자자의 동일발행인 투자한도를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정책자금 규모
도 현재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 정책자금 규모 확대시 실제 지원규모도 비례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정책자금 투자를 크라우드펀딩 모집 시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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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일부수용
①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상향 : 불수용
-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모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투자위험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투자한도를 상향할 경우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 및 집단지성의 활용을 통해 기
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잃고 사실상 사모로 운영될 우
려가 있음
* 해외에서도 동일 취지로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
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임(미국 일반투자자 : 소득에 따라 약 200~500만원
(2,000$~5,000%))

사유

- 소액주주의 관리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투자
자명부관리기관(예탁결제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을 통해 효율
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할 것
②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수용
- 건의하신 펀딩 진행 단계(자금 모집 시점) 및 펀딩 이후 단계(펀딩 성공 기업)
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을 추진 중에 있음
1) 펀딩 진행 단계 : 추가적인 초기 투자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2) 펀딩 이후 단계 : 펀딩성공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요건
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펀딩 참여 인센티브를 제고하도록 하겠
음(예:보증료율 추가우대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ʻ16.11.7일 발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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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7

건의내용

한국거래소 지수정보 유료화 정책 개선
□ (건의배경) ʻ16. 10월부터 한국거래소는 지수정보를 유료화함으로써 지수이용자
들에게 지수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ㅇ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증권시장을 운영하며 그에 따라
생성되는 정보인 KOSPI, KOSPI200 등의 지수를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
음
- 상기 지수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동 정보 이용에 대한 비용
을 부과할 경우, 해당 정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또한, 이미 시장참가자들은 주식 등을 매매시 거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별도의 정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임
ㅇ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지수정보 유료화 정책은 결국 펀드 수익률 저하
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이에 따라 펀드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음을 우려*
*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
었으나, 상기 유료화 정책은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운용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시장 활성화가 둔화될 수 있음
- 또한, 지수관련 상품(ETF 등) 운용 등 직접적인 펀드운용에 활용하지 않고 단순
히 벤치마크(BM) 지수로 종가정보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
과*하고 있어 업계 불만 고조
* 지수구성정보는 개별 지수 계약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3～4개(약 5천만원)의
지수만 계약 하더라도 전체 지수 계약 비용(3천 3백만원)보다 비싸지는 구조로,
자산운용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운용사에서 패키지 계약(3천3백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자유권이 없는 상황임
-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종 종가 지수만 활용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지수정보 이
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반 경제신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지수정보 사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건의사항) 한국거래소의 지수정보 유료화 정책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자산운용업계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벤치마크(BM) 지수로 종가정보만을 활용
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이용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료화정책 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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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지수구성정보*는 펀드 등 전문투자자가 코스피200 등 지수를 추적할 때 필요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로서,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수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생산자인 한국거래소와 정보이용자인 기관투자자 간 상업적 측
면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
만, 최종 종가지수만 활용하는 지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수구성정보는 지수값, 지수시총, 구성종목, 지수편입비중, 유동비율, 지수조
치 등 지수 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로 구성되며, ʻ16.10월 이후 지금까지 60여
개의 국내외 이용사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중
ㅇ 참고로,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수구성정보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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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8

건의내용

종가관여 과대주문 적출기준 완화
□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 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종가관여 과대주문 기
준은 직전가 대비 주가 변동율 1% 이상일 때 적출

ㅇ 그러나, 1% 기준은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협
소한 기준이며
- 시장에서도 1% 정도의 변동성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1% 기준을 확대할 필요
□ (건의사항) 종가관여 과대주문 적출기준을 1%에서 3%이상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조사단

2156-3334

불수용
□ 종가관여 과대주문은 직전가 대비 주가변동률 1% 이상 이라는 하나의 조건으
로 적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체결관여율, 계좌 체결수량, 계좌 종가변
동관여율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출되는 구조이므로 단순 주가변동률
변경만으로 적출 유효성을 제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종가는 주식대용가격, 주식형 펀드 기준가 등 공정시세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증권시장의 중요한 시장지표이므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종가
관여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
이 있어 엄격한 규제 필요합니다.

□ 종가관여 과대주문의 다양한 적출 기준들을 검토하여 과대 적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출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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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9

건의내용

채권평가회사의 장외 채권거래내역 정보 요청 권한 부여
□ (건의배경) 채권평가회사는 채권 등 각종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 여러 기관에 제공하는 중요한 자본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
* 채권평가회사는 20억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
는 자본시장법상 유관기관임(자본시장법 §263)
ㅇ 따라서, 각 기관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채권평가회사는 해당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
- 특히,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거래 주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
해 거래의 성격 등을 파악해야지만 정확한 가격 평가가 가능*
*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채 등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거래를
실제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를 거래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 필요
- 장외채권 관련 거래정보는 장외채권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실명법 이슈 등으로 인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채권평가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채권평가에 필요한 장외채권 거
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관련 근거 마련 필요*
* 채권평가 목적 이외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엄수 조항 및 이를
위반시 제재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02-2100-2668

은행과

02-2100-2676

불수용
[은행과]

사유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에 속하지 않아 금융실
명법상 직접적인 비밀보장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에 해당
□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는 취득한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공시)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도 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금융추자협회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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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컨대, 금융투자협회가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각 거래주체의 동의 없이
장외채권 거래정보를 제3자인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
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현재도 금융투자
협회가 실시간으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중개거
래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음
*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정보는 미국의 유사기관인 FINRA의 장외채권거래
정보시스템(TRACE)보다 자세한 수준
ㅇ 다른 채권평가회사와 달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또는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자산운용과]
□ 현재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채권거래 관련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
으며,
ㅇ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당사자인 기관들의 포지션, 거래패턴 등이 파악
될 수 있어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 유통시 시장 거래질서를 왜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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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0

거래소 모니터링 적출기준 제공

건의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
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중
* 주가상승률 및 계좌 체결 관여율 등 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출
ㅇ 그러나, 거래소 예방조치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
* 거래소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적출 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투
자자에게 통보하는 증권사 또한 그 사유를 알지 못해 투자자와의 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 불공정거래의 적절한 조치 및 예방, 시장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하기 위
해서 회원사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일부 공개할 필요
□ (건의사항) 거래소에서 회원사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일부 불공정거래적출기준
을 회원사의 내부통제 부서에 국한하여 제공할 필요
ㅇ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사의 고의나 과실
로 공개될 경우 해당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조사단

2156-3334

불수용
□ 불공정거래적출기준(예방조치요구)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회피하여 각종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으며, 예방조치요구는 매매양
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계좌를 선정하므로 일률적인 계량기준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 현행 회원사 모니터링 기준의 경우 회원사 내부통제부서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
나, 비공식적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방조치요구 기
준을 회원사 특정부서에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준 공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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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1

매매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점심 휴장시간 신설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은 ʻ16. 8월부터 30분씩 연장
되어 운영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거래량 증대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시장참여자 및 금융투자
회사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주문실수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 우려
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한국거래소 시장 매매시간 중에 점심 휴장시간을 신설*
* 아시아의 대표적인 증권시장인 일본은 30분, 홍콩은 1시간 점심 휴장시간을 운영
하고 있으며, 밥과 국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의 식문화와 샌드위치로 대변되는 서
구의 식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점심시간 휴장은 연속적인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
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나라는 ʼ00년에
점심 휴장시간을 폐지하였습니다.

사유

ㅇ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 있는 아시아권의 거래소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점
심시간 휴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왔습니다.
(일본: 1시간30분→1시간, 홍콩: 2시간→1시간, 싱가포르: 1시간30분→폐지)
□ 전세계적으로 점심시간 휴장을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하여 점심시간 휴장이 부활된다면, 우리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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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2

상장 집합투자기구 증권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에서 제외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ㅇ 동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상장법인의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법인의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집합투자기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운용회사가 전적으로 운용권
한을 행사하고 주주(수익자)는 운용권한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동 기구 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상장 집합투자기구․선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증권은 대량보
유상황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681

기조치(수용)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ETF)의 주식을 대량보유보고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은 ʼ16.3.28.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사유

ㅇ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고 대량보유
자의 주식매매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ETF는 경영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주가는 특정지수에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대량보유자의
매매정보를 공시할 실익이 없기에 투자회사형 ETF를 대량보유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증권에 대한 대량보유보고 여부는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근거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
니다.
* 공모방식으로 모집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제1항)은 동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의 일부를 적용제
외토록 특칙을 두고 있으나, 대량보유보고의무는 부여하고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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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3

미공개중요정보의 정보공개 시점에 대한 기준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적절하게 공개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공
개매체 및 시점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나,
ㅇ 정보공개 이후 대기시간(waiting period)*이 지나치게 길어 각종 전자매체의 발
달, 접근성 증대에 따른 정보의 확산 속도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
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경과해야 하며 기타 뉴스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6˜12시간 경과해야 함
ㅇ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 방식을 채택중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산매체를 이
용할 경우 별도 대기시간 없이 즉시 공개*
* 일본의 경우 신문을 통한 공개의 경우에는 12시간 경과를 요구하는 반면, 거래
소 공시 platform인 TDnet 및 감독당국 공시 platform인 ED-Net 등 전자적 매
체를 통한 공개는 별도의 시간경과 요건 없이 즉시 공개
상기 관련 규정들은 최초 도입 시점 (신문 및 ED-Net을 통한 공개의 경우는
1988년, TDnet를 통한 공개의 경우는 2003년)에도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도입
□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자 전달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현행 3시간 경과 → 즉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2

일부수용
주지기간에 대해 관련 유관기관 등과 추가적인 협의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지기간을 단축을 고려하겠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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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이월공제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
해 22%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ㅇ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로 몇 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또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해외 직접투자 여건이 불리한 상황임
□ (건의사항)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간 손익을 통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건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판단할 사
항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식에
대한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 전환
등과 병행하여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주요국에서 손실발생시 이월
공제를 허용 중

향후계획

- 412 -

Ⅻ-1-15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대상범위 명확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임원은 임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
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선위와 거
래소에 보고해야 함
ㅇ 보고대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
을 말하지만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사실상 임원의 해당 여부는 회사의 직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 임원의 확대로 인한 보고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 사실상 임원은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상무보, 고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인 경우 업무집행 여부는 ① 내부직
제, ② 담당업무 및 전결권 범위, ③ 급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기업공시실무안내 349p, 금융감독원, 2015.12월)

□ (건의사항) (1안) 보고대상에서 사실상 임원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을 제외
하거나
(2안) 업무집행지시자등의 개념 대신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
임자*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고대상 임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기 바람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업무책임자(상법상 사실상 임원과
동일) 중에서 이사회에서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의결된 자를 말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73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1

불수용
□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의 범위는 미공개 정보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
하여 기업의 중요정보 접근이 용이한 자를 포함하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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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집행지시자는 기업내에서 실질적으로 상법상 이사와 동일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을 보고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유
상황보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주요업무집행책임
자는 업무집행지시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로 제한되므로 기업내부의
결정에 따라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규상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합리적이라
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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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6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건의내용

□ (건의배경)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지분 외에도 특수관계
인 보유지분도 합산하여 보고
ㅇ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 핵가족화의 진전 등으로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는 친족의 보유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량보유상황 보고 부담이 가중
- 해외사례에서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제한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
* (일본) 대량보유보고 : 부부관계로 한정(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제6항 및 동
법시행령 제14조의7)
(미국)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손자, 형제자매․부모 등의 배우자(SEC Regulation
S-K의 Item 404(a))
□ (건의사항)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합산보고 대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 등으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02-2100-2681

불수용
□ 대량보유상황 보고자의 범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도모, 보고의무자의
공시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유

ㅇ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권 취득 및 이에 따른 투자자피해*가 상존하는 현실
에서 현행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편
법적으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
구됩니다
* ʼ12~ʻ14년중 무자본 M&A 관련 부당이득 금액은 약 1,300억원이며, 대량보유보
고 등 공시위반 조치건수는 13건
ㅇ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1조제3항)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0주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인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의 공시부담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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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규상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합리적이라
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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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7

투자설명서 사전교부 의무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자본 조달을 위한 모집․매출을 하기 위하여는 투자자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함
ㅇ 특히, 유상증자시 주주배정이나 주주우선 공모의 경우 청약일 전에 주주에게 투
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있지만,
- 실물발송 방법인 우편발송의 경우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
명서 교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 큰 비용부담이 발생
-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교부가 가능하지만 개별 주주로부터 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동의 획득이 어려워 현재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임
□ (건의사항) 투자설명서를 금감원 및 거래소에 공시하고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
관에 비치․열람토록 하며 교부를 원하는 자에 한해 교부토록 제도 개선*
* (1) 전자공시 방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가 크며 (2) 우편발송
이 교부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며 (3)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점,
명의개서대리인 등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교부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만
교부하였음을 고려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681

수용
□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위도 현행 투자설명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유

ㅇ 향후, 현행 투자설명서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제도 개선방안 마련예정(ʼ16.하반기중)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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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8

K-OTC시장 기업의 매출신고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협회 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서 매도시 자본시장법상 ʻ매출ʼ에 해
당되어 매도시마다 발행공시의무* 발생
*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10억원 미만) 제출. 다만, 소액
주주(지분 1% 해당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소유자)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행공시 갈음
ㅇ K-OTC시장은 순수 장외시장과 달리 거래투명성 및 공시제도 등 투자자보호 장
치 등이 마련된 제도화․조직화된 시장*으로서 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상장시
장과 동일하지만,
* 자본시장법(법§286, 시행령 §178)에 따라 개설?운영되는 시장으로 재무요건 등
등록요건, 거래방법(상대매매) 등이 정해져 있으며 K-OTC기업은 정기공시, 수시
공시 등의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
- 상기의 매출규제로 인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
임에도 불구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
- 아울러, K-OTC 기업은 일반주주(1% 또는 3억원이상 소유자)가 본인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더라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기의
공시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
□ (건의사항) 투자자보호와 원활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하여 상장시장과 동일하게
협회 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매출개념에서 적용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20조, 제137조,｢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18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 K-OTC시장에서 주식 매도시 매출신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사유

ㅇ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시 재무요건 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고, 상
장 이후에도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비상장주식
과 차이가 있으며, 가격발견기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점을 감안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 매출신고에 있어 차등을 두
는 현행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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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19

기술보증기금 재창업 자금 지원 요건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관련 자금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
ㅇ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3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ㅇ 또한,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후 탈락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재신
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탈락 사유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재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
금조달 기간 공백 등으로 재창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①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3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
할 필요 ② 심사후 탈락시에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유롭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산업금융과

2100-2862

기조치(수용)
관련법 개정 완료(ʼ16.9.30일시행)

사유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전
-신보 및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을 할 수 없음
즉, 3년의 보증금지 기간이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후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
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즉, 3년의 법상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지사유를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게 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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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0

K-크라우드펀드 성장자금 투자기간 제한

건의내용

□ (건의배경) ʻ16년 제1차 성장사다리 펀드(K-크라우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크
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여부를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
과한 업체로 제한
ㅇ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한정된 성장사다리 펀드 재원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나,
- 현실적으로 해당 기업에는 연구 투자개발 등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
로 작용
ㅇ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위탁운용사가 기업평가 등 자체검
증과 판단을 통해서 시기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시기의 제한을 폐
지 또는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ʻ16년 제1차 성장사다리 펀드(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00-2672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조치(수용)
□ 당초 제한 취지는 펀딩 시점과 후속투자 시점까지 최소 기간을 두어 기업가치
변화를 판단하고, GP에게 최소한의 투자심사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

사유

ㅇ 그러나, 결성 후 2개월간 운용한 결과 성공 기업 대부분이 초기 단계 기업인
관계로 기업가치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나고, 투자심사 기간 증가로 GP
의 투자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 K-크라우드펀드 3개 GP의 요청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
자 시 6개월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ʻ16.5.1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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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1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기술금융보증 지원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신용․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보증업무 취급 시 기업의 기술력 이외
에 기업의 재무상태나 대표이사의 신용등급 등 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함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사례) △△회사는 창업 후 개발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사
업화를 시작하였으며 창업 초기 기업으로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자
체의 벤처창업 융자 배정서를 받아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금융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장실사까지 완료하였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사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음(신청 초기에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증서 발
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주었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
ㅇ 또한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내부규정에 보증사고율이 담당자 및 영업점 인사평가
의 주요 항목임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창업초기기
업에 대한 보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신용․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보증업무 취급 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는 기술력 평가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 업무관행 등 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산업금융과

2100-2862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추가검토

신보 및 기보의 입보 요건과 관련한 사안이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

신기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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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2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범위 및 대상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이하 ʻ엔젤투
자ʼ)에 대하여 조특법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
* 소득 공제 비율 :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이하 50%, 5,000만
원 초과는 30%
ㅇ그러나, 최근 벤처기업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10% → 20% 확
대되는 등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소득공제 금액 확대 등을
대책마련이 필요
- 또한, 창업후 4~7년 기업들은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 힘든 사각지대(Death
Valley)에 있기 때문에 상기의 소득공제 혜택을 이들 기업에 대해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바이
오?제약 등의 업종은 업계에서 통상 10년 이내의 기업을 초기 기업으로 보고 있
는 점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조특법상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00%까지 확대하며,
* 2000년 엔젤투자규모 5,493억원 도달 시까지
ㅇ 기술우수기업에서 대해서는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00-2672

추가검토
□ 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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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3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금액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가 최소폭으로 제한
*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동일기업 투자금액은 200만원,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한정
ㅇ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수종목 분산 투자 보다는 잘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수 집중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음*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상당수는 벤처기업 임직원들로
투자금액 한도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ㅇ 아울러,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을 하는 코넥스 시장은 예탁금과 무관
하게 연간 3,000만원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도입
된 사례를 참조할 필요
□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를 동일기업 투자금
액은 200만원→500만원으로,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6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00-2672

추가검토
□ 투자 한도(금액)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필요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
여 정해진 사항
* 현재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금액으로 규정함
ㅇ 투자 한도의 상향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법률 개정절차가 필요하며,
ㅇ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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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4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KDB산업은행은 담보력이 열악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IP담보대출(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그러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 이외
에 별도의 여신심사(재무상태 평가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상담조차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사례) ○○기업은 IP담보대출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2,000만원 이상의 비용
을 들여 신용 등록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사업성 : 11억원, 기술성 : 5억원)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는 별도의 여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견
기업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다고 답변받은 사례가 있음
** 지방에는 IP금융대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행 담당자도 없으며,
이에 대한 실제 대출실행 경험자도 부족한 상황임
□ (건의사항) IP담보대출제도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기술에 집중하여 담
보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관행이 개선될 필요
ㅇ 아울러, 산업은행은 IP담보대출제도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ㅇ IP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응대체계
(신청-상담-실행-사후관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산업금융과

2100-2864

수용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IP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IP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IP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등으로 일반 금융 제도와 비
교하여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

□ 금융위원회는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것처럼 IP 담보대출, 기술가치 투자펀드 등
우수 기술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특화 금융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이 IP 담보대출
등 다양한 특화 금융상품을 상담할 수 있도록,
ㅇ 파이낸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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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기업금융나들목을 개편하여 온라인으로 다양한 금
융제도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6월 중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과 기업금융나들목을 통해 IP담보대
출 등 다양한 금융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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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5

벤처투자 관련 통합정보 파악 필요

건의내용

□ (건의배경) 벤처투자 지원정책과 규제완화 등에 따라 관리부처가 상이한 투자기
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벤처정책 수립과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
ㅇ 중기청 소관 투자기구의 통계만 집계, 발표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벤처투자 통
계 확보 및 현황 파악이 곤란
- 각 관리기관이 자조합 및 법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
유 등이 원활하지 않음
* (금감원) 신기술사, 조합 및 PEF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펀드 (산자부) 산은,
기은 출자 및 고유투자
ㅇ 또한, 법령에 통합 정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
정에 불과
□ (건의사항) 정부 부처간 협의, 법령개정 등을 통해 중소.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00-2627

추가검토
ㅇ 해당
근거
- 이는
과는

기관별 출자 및 고유투자 내역을 대외제공하거나 공표하는 부분은, 법령상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감독목적 등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그 목적이 상이함

ㅇ 향후 통합정보 관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벤처투자 관련 통합정보 관리(대외제공 가능범위 등) 등을
논의하겠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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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6

개인 벤처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한도 철폐 또는 확대

건의내용

□ (건의배경) 개인이 벤처펀드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0%에 대하여 종합소득금
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총 2,50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여 투자에
제약
ㅇ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는 반면 벤처펀드
에 출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
ㅇ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을 지니는 벤처투자의 경우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 운용
등의 장점이 있는 벤처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바람직
□ (건의사항)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한도 철폐 또는 확대를 요청
* 소득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개인고액 자산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출자금액이 1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00-2672

추가검토
ㅇ 금융위는 시장 자생적인 벤처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ʻ중소 벤처기업 투
자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마련(ʻ15.7)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ㅇ 건의하신 사항 등 초기 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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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7

SPC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적용 배제

건의내용

□ (건의배경) SPC(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상근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없는
도관에 불과하나,
ㅇ 주식회사 형태인 SPC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른 연결제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이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완비 의무 등
이 부과
□ (건의사항) 외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SPC의 경우 상기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00-2683

일부수용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하 ʻSPCʼ)이
외감법 적용대상이고 지배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야 하는 것으로, SPC에 한해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
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ㅇ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모펀드의 특성상 지배기
업과 그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이해관계
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됨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면제

사유

□ 건의배경과 같이 SPC의 경우 대부분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관련 업무는 외
부에 위탁하게 되어있는 명목상의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특수목적법인 중 명목상의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
안이 현재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ㅇ 다만, 현재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SPC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0조제9항*1
및 외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旣면
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1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및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는 투
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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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8

전자단기사채 최소 매매가능금액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행 전자단기사채의 최소 매매가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투자자의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ㅇ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재산 증식의 일환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투자상
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회사채는 최소 매매가능금액 제한이 없지만 우량한 회사채의 경우 기관투
자자가 독식하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투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자단기사채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만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A등급 이상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신용위험이 크지 않으며 금리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높음
□ (건의사항)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며 만
기가 짧은 경우*에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상기의 매매금액 규제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이며 만기가 3개월 이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3

불수용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의 신속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발행요건을
완화(만기 3개월 이내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하는 대신 정보수집능력과 투
자에 따른 리스크 감당 능력이 충분한 기관투자자들 위주로 전단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소 매매가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여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소액참여
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소액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보호 측면
에서 수용 곤란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전단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발행금액을 설정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1억이상, 미국 ＄10만 이상, 영국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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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29

대차거래시 양도담보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대차거래시 담보관리는 현재 질권설정 방식으로만 가능하여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담보 활용(RP매도, 대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도 제약
○ 이에, 금융위는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예탁원에 시스템 마련 예정)을
통해 담보증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가능 담보의
제약,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성에 의문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ʻ15.10월, 금융위)
** (1) 담보 대상 증권이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 (2)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대차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탁원 시스템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우려
(3) 예탁원의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방식은 대차거래자 간에 거래원 관리가 되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애로
- 증권사가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업무를 수행*하고 담보를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양도담보를 허용하면 상기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나 양도담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업계에서는 양도담보 방식의 대차거래를 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임
* 증권사는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 가능(자본
시장법 시행령 §43⑤5)
□ (건의사항) 대차거래시 담보제공을 양도담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상
근거 마련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최근 ʻ08년 금융위기 이후 FSB, BCBS, IOSCO등을 중심으로 증권의 담보 및 파생상품
증거금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담보증권의 재활용을 원칙
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및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거래에 한정하여 담보로 징구된 증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도
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 설계과정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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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0

임직원 자기매매 회전율 기준 초과시 매도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재 월간 매매회전율(500%)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익월 또
는 10%이상 손실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매도주문을 제한
ㅇ 그러나, 불가피한 손실회피 목적의 경우에도 매도를 제한하는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ㅇ 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
존 보유 잔고의 정리도 제한되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
□ (건의사항)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매수주문은 제한하되 손실회
피 목적의 보유 종목 매도는 가능하도록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4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상황에서 손실회피목적의 매도를 허용할 경우 사실
상 매매회전율 제한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를 제한없이 허
용하기는 곤란*
* 수익을 얻기 위해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는 매수 거래를 한 이후 손실 발
생시 손실회피목적임을 이유로 매도를 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사실상 월
간 매매회전율을 규제하는 목적을 상실함

향후계획

- 431 -

Ⅻ-1-31

사외이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도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금융상품 매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애로가 발생
ㅇ 사외이사의 경우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기존에 거래하던 타사의 친숙한
시스템과 상담사를 두고 당사의 계좌에서만 매매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ㅇ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과 달리 달성해야 하는 목표 약정액이 없고,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 회전율, 매수
제한*은 과도한 규제
* 총 투자금 5억원한도, 매매회전율 500%(월), 매수제한(일 3회 혹은 월 30회)
□ (건의사항)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① 1인 1계좌 규제는 유지하되 소속 증권회사
계좌 규제적용은 배제하며 ② 상기의 투자금, 회전율, 매수제한 관련 규제는 업
계현실,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기매매 내부통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4조, 금융투자회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 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6

불수용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사외이사일지라도 최소한의 내부 통제장치로서 1인1계좌
및 소속 회사 계좌개설 원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유

ㅇ 다만, 금융투자상품 투자한도, 회전율 등의 규제는 자율규제 사항으로서, 원칙
적으로 협회와 회원사간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동 자
율규제의 취지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과도한 자기매매 및 불건전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있는 만큼,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상근
임직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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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2

기관간 RP 담보비율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기관간 RP의 경우 담보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에서는 관행적으로 105% 담보를 징구
ㅇ 그러나, 국고채나 통안채 등의 무위험자산에 대해서는 105%의 담보비율을 적용
하는 것은 과도함
* 현재 증권금융은 대차거래 중개시 채권을 담보로 징구할 경우 담보비율을 100%
로 적용하고 있음
- RP 담보비율이 완화될 경우 주 자금수요기관인 증권사 등은 증거금 부담 완화로
확보된 담보 여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
□ (건의사항) 업계의 자율적인 RP담보비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금융 RP중
개시 국고채, 통안채 등의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담보비율을 100%로 제
시할 것을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증권금융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RP 담보비율은 시장거래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인위적
인 개입은 시장질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사유

ㅇ 특히, 국공채?통안채 등의 경우에도 담보가격 변동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무위험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담보비율을 100%로
강제하는 것은 거래안정성을 저해 소지가 있음
ㅇ 또한 RP거래에서 담보비율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증권금융은 단
순중개기관)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담보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
우, 시장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소지
* 담보물별로 담보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는 시장 내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될 사항

향후계획

- 433 -

Ⅻ-1-33

채권 이자락 종목에 대한 대차관련 계좌대체 제한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은 ʻ16. 2월부터 채권 이자락 종목에 대해 3영업일간* 대차관
련 계좌대체를 제한하였음
* 이자지급일 전 2영업일 ~ 이자지급일
ㅇ 이에 따라, 이자락 3영업일간은 대차거래가 불가능하여 업계에서 일반화된 롱숏
거래 등 대차를 통한 거래를 제약시킬뿐만 아니라
- 대차를 통해 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하여 채권거래 기관들
은 상시적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
* 예) 착오주문에 대해 대차를 통해 결제해야하거나 대차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대차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상황 등
ㅇ 증권시장에서 대차는 일상적인 거래 또는 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에
도 다른 대안 없이 결제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탁원의 계좌대체
제한으로 대차업무가 제약되는 것을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 아울러, 예탁원은 상기의 조치 결정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없이 예탁원 결제시스
템에 알림사항으로 공지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
는 상황임
□ (건의사항) 채권 이자락 기간 동안 대차관련 계좌대체 허용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채권이자지급일로부터 3영업일간 계좌대체를 제한한 것은 채권 원리금 산정 업무
의 안정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결제원은 채권이자지급일로부터 3영업일전 채권종목별, 계좌별 원리금지급 대
상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리금 계산을 하게 되며, 실무상 원리금산정에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대체 기간을 완화하게 되면 원리금산
정 대상 계좌정보 확정이 지연되므로 따라서 원리금산정 작업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좌대체 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채권 원리금산정 작업 지체로 채권원리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시장전체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
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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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4

발행기업 결산보고서 공시 집중

건의내용

□ (건의배경)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매년 온라인중개업체에 공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보가 각 중개업체로 분산되는 등 투자 정보 제공에 문제점 발생
ㅇ 결산보고서 정보가 각 온라인중개업체(현재 8개사)로 분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투자 판단에 애로
□ (건의사항)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의 크라우드넷 혹은 비상장주식
거래장* 등을 활용하여 공시를 집중하도록 개선할 필요
* 금융투자협회의 K-OTC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준비중인 KPM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②,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16③
-2호, 제137조 ①-5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추가검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6제3항제2호의 취지는 투자자가 본인이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했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게재되어 있던 중개업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해당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게재 하도록 함으로써 일
목요연하게 동 기업의 성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취지임
- 이에 따라 법에서는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중개업자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그 둘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다 동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공시대상, 법 제159조제1항) 등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게재의무를 면제

사유

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모집 당시 정보와 결산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개 중개업자만을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정보분산 우려도 없음)
ㅇ 다만, 건의하신대로 크라우드넷(중앙기록관리기관) 또는 K-OTC BB 등 비상장주
식 거래장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기업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
이트도 공시 정보를 같이 게재하여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한도 관리등 후선 인프라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비상장주식 매매거
래 시장을 제공할 금투협회 등은 기본적으로 공시기능을 부여할 대상은 아니
나,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요청기업의 경우 같이 올리는 방
안을 검토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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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5

음식점업(20인 이하)의 크라우드 펀딩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현재 법령상 20인 이하 음식점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불가능함
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 지원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수요 충
족에도 미흡
ㅇ 음직점업 관련 발행인 요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ʻ11년
법률 개정 당시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법 시
행령에서 20인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업체 Crowdcube*의 경우 음식점업이 펀
딩 주요 3대 업종에 속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음식점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수요가 있음
* ʻ11설립이후 최근까지 1억 4,200만 파운드(2,300억원)를 모집
ㅇ 특히, 크라우드펀딩 문의가 많은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있음
* 한국산업표준분류상 프랜차이즈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음식점의 프랜차이즈업
의 경우, 음식점업, 경영컨설팅업, 인테리어업, 식자재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는바, 매출이 가장 높은 업을 주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음식점
업으로 판단되어 크라우드펀딩이 금지됨
□ (건의사항) 고시 등을 통해 (1안)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을 포
함하거나 (2안) 프랜차이즈를 위한 음식점업을 포함 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5제1항
제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수용
□ (음식점업 허용여부) 현재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요건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의 입법 취지와 지원 대상을 준용하고 있으며, 음식점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상 대상에서 과거 제외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사유

ㅇ 다만 건의자의 의견처럼 소규모 인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기준(근로자 20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음(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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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프랜차이즈 음식점업 허용여부) ※ 건의내용 요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
부의 크라우드펀딩 허용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매출액 유형 및 비중에 따라 도매업(가맹매출, 가맹상품매출), 음식
점업(커피, 제과 등 직영상품매출), 임대업(로열티매출)으로 구분할 수 있음(출
처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기업청, 2015)
- 이 경우 음식점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도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고
있음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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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6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준 완화 등

건의내용

□ (건의배경)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전체를 취소
하고 100% 초과시에도 100% 까지만 발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펀딩에 제약
이 발생
ㅇ 성공기준이 높을 경우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목표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과 차이가 발생
ㅇ 금융당국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애로, 투자자들의 수요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금액 부분은 발행인 계좌정보(펀딩금액, IR, 사업계획, 금액) 자체의 변경을 수반
하므로 가급적 변경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게재정보의
정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 일정이 최소한 7일 연장되어야 함
□ (건의사항) ① 성공기준(80%)을 소폭 하향하여 더 많은 기업이 펀딩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선 ② 투자금액 100% 초과시 120% 수준까지는 일정 변경없이 펀
딩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다만, 120% 수준으로 투자 금액을 인정할 경우라도 성공기준(80%)은 100%를 기
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③, 동법 시행령 118조의 15⑥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불수용
ㅇ (성공기준 완화) 목표도달형 도입의 취지는 발행인이 모집하고자 하는 모집예정금액
(또는 동 금액의 일정비율)에 도달한 경우에만 청약이 유효하도록 하는 장치임
- 목표금액(또는 비율)의 도달로 투자자들이 해당 발행인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동의했다는 의미를 가짐

사유

- 이에 따라, 상대적이긴 하나 성공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 조건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 및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자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수
준(80%)의 기준을 설정한 것임
*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2달이 경과하였으나, 50-79% 수준에서 실패한
케이스는 없음
** 미국(JOBS)의 경우 성공기준을 우리보다 엄격한 ʻ모집예정금액의 100%ʼ로 설정함
=> 성공기준의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적절한 목표모집금액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도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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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과청약에 따른 자동증액 허용) 목표모집금액 설정은 해당 발행인의 사업계획
에 충실하여 발행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금 만큼을 지원하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중개업자로 하여금 크라우드펀딩에 따른 자금모집시 발행인의 사업
계획, 모집자금의 사용계획 등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예 : 해당사업을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한데, 단순히 3.6억이 모였다고 해서 그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
- 한편, 법 제117조의10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16제6항제1호에 따라 ʻ모
집예정금액ʼ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 및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발행인의 게재정보(모집예정금액) 정정 => 필요시 재무서류 기재단계 변경 =>
정정게재 정보(모집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실 확인 => 필요시
청약기간 연장
※ 최초 게재된 정보의 변경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보를 토대로 충분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모두 갖
추어야 함(반드시 모집금액 증액이 투자의 긍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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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7

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K-IFRS기준 적용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ʻ중개회사ʼ)는 자금조달을 주로
상환전환우선주에 의존하고 있음*
*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개회사는 은행대출 또는 일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거나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전업 중개회사*는 자본시장
법상 자기자본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 전업 중개회사는 현재 설립 초기이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전환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유지 요건(3.5억원 :
최저자기자본(5억원)의 70%)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전업 중개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K-IFRS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거나 (2안) 전업 중개회사의 등록유지요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이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공정시장과

2156-9923

불수용
□ K-IFRS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며 부채요소(현금상
환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
여야 함

사유

ㅇ K-IFRS의 근거가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예
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의사항(1안)을 적용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적 회계신뢰도가 하락할 우려 존재
ㅇ 또한, 등록유지조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금액에 대해 투자중개회사에만
K-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2안)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
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1안과 동일한 문제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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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업 중개회사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외에 다양한 자금조달방식
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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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8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중개 증권 취득 금지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ʻ중개회사ʼ)는 자신이 중개를 하는 증
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
ㅇ 상기 규제는 중개회사와 발행회사, 중개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 중개회사가 자신이 중개하는 특정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는 투자자에게 투
자 시그널로 작용하여 해당 투자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으며, 우수한 발행
회사에 대해서는 중개회사가 투자를 선점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우려 등
- 중개회사가 기술력과 창조성이 우수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발행회사에 대해 직접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 이는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어 중개회사, 발행회사, 투자자 모두가 윈윈 가능
-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전업 중개회사의 수입원이 중개수수료로만 제한되어 있으
며 다른 경쟁회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발행회사에 대한 직접투자가 필요
※ 해외의 아워크라우드(ourcrowd)* 등은 중개하는 기업에 리드투자자로 투자하여
기업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 누적 모집금액이 2억달러인 이스라엘의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서 펀딩하는 모든 기업들에 자기자본으로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VC-크라우드펀
딩(하이브리드 형태) 서비스를 제공
□ (건의사항) (1안) 중개회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3% 한도로 허용하거
나 (2안) 중개수수료를 발행회사로부터 발행증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이며, 이를 반영하여 미국도 발행기업의 크라우드펀
딩을 통해 모집하는 증권과 동일한 조건의 증권을 서비스의 보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연구원,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와 시사
점, 67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7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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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취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의 역할은 정보 제공 등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약을 권유하는 수
단도 법에서 열거한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ㅇ 만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
득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의 매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
는등 각종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우려됨

사유

* 예) 자신이 중개하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해 취득할 경우 이를 이용
한 내부거래 가능성 및 조건성취형 방식으로 자금이 모집되는 상황에서
펀딩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청약할 가능성 등 부정적
인 측면이 존재
⇒ 이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증권 수취 등을 포함
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직접 취득(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할 필요
ㅇ 건의사항의 중개수수료 명분의 증권취득 역시, 금지된 증권 취득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
ㅇ 다만, 자신이 중개하지 않는 증권의 취득(투자)나 별도의 투자매매업 인가(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과 구분될 필요)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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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39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자문금지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ʻ중개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문과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이 금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
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됨( 자본시장법
§117의7)
ㅇ 기업가치는 발행지분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 및 추정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되지만,
*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온라인 소액투자증권 발행인 게재사항 작성기준 가-2에 따
르면 모집가액 결정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발행기업은 그 가치를 산출할 능력이 부족하여 중개회사에 대하여 조
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허용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발행회사는 펀딩 완료 이후 중개회사에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상기의 자문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관련 업무 지원이 어려운 상
황임
□ (건의사항) ① 중개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중개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중개회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컨설팅(매칭투자, 발행기업 홍보, 기업분석보고서**)등 영업행위 허용***
* 매수, 매도 등의 투자의견 등은 기재하지 않고 관련 산업동향, 해당 기업의 사업
현황, 재무현황, 기업가치 산정근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및 발행기업의 성장을 위
하여 해당 기업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투자자 및
기업에 이를 제공하는 행위 등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 금지는 크라우드 펀딩 중에 발행회
사들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규제로 보이며 펀딩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7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798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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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하는 취지) 발행인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한
것은, 발행인에 대하여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
ㅇ 발행인에 대한 자문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으며, 또한 경영 자문을 마케팅으로 활용
하여 경영자문을 통해 발행인의 펀딩을 유도하여 시장을 혼탁하게 하거나, 중
개수수료의 일부를 경영 자문 수수료로 대신 받는 우회 행위 등을 우려한 결
과에서 제정된 취지로 판단됨
ㅇ 즉, 현재 중개중인 발행인 뿐 아니라, 잠재적 발행인에 대한 자문도 금지되며,
이는 금전적 이익의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사유

□ (금지되는 자문의 범위) 법률 문언상 금지되는 자문의 대상은 발행인의 경영
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사항 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
과 관련되는 일정한 범위의 자문행위는 제공 할 수 있음
* 참고 : 미국 JOBS법에서도 발행인의 모집서류 준비를 보조하는 행위를 포함
하여, 발행인의 모집에 대한 구조와 내용에 관해 발행인에게 자문하는 행위
를 펀딩포털의 면책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 (결론) 크라우드펀딩 모집 전, 모집 중, 모집 이후의 일련의 단계에서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경영자문의 범위에 포
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이에 따라, 건의 내용 중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할 자료(게재사항)의 작성 등을 보조하는 수준은
가능하나, 건의사항 (①,②) 중 다만 크라우드펀딩과 무관하게 기업의 분석보
고서 등을 유상으로 작성?제공하는 행위 등은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어렵다
고 판단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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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0

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전문회사(SPC) 설립 기준 마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영화제작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회사(SPC) 설립이
필수적임
ㅇ 그러나, 금융업은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이 불가하며 투자목적의 SPC는 금융
업에 해당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SPC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어려운 것으
로 인식
- 한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공
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 또는 자본
시장법상 SPC설립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 사업관리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프로젝트의 사업관리자는 영화제작사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제작사는 대부분 규
모가 영세하여 주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자기자본 1억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사업과 자금관리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자(사업총괄 및 운영관리, 자금의 조달과 성공적인 흥행을
위한 홍보 등 수행)와 자산관리자(자금 및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 등 수행)를 두
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해 설립된 SPC의 경우 증권 발
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②-1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시 사업관리자
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거나 ②-2자본시장법상 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목
적의 SPC설립 기준을 마련**

* 크라우드펀딩에 국한하여 자기자본 요건 면제(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가 7억
원에 불과하며 제작사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안임)
**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산관리자(신탁업
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제도 도입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4의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8487

일부수용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문화부와 협의하여 ʻ16.11.7일 발표된 ʻ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ʼ에 포함
※ (주요내용)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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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1

성년 후견인 제도 기준 마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민법에 따라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하였으
나 허용되는 업무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객 민원이 발생
ㅇ 치매 등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내점하였으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에 ʻ금융업무ʼ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등의 매매를
요청
- 이에 따라 기존 계좌 정리 및 입출금, 원금보장상품에 대한 가입만 안내하자 고
객 민원이 발생*
*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업무를 일반적인 입출금 업무 또는 원금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원금비보장 상품 투자는 법원의 세부 판결이 없
이는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성년후견인 지정시 법원에서 허용한 ʻ금융거래ʼ 또는 ʻ금융업무ʼ에 대
한 가이드(원금비보장 상품 투자 여부 등)를 제공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9조, 제10조(성년후견인제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6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동 사항은 민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원 소관사항 아님.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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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2

seeding 목적 투자시 회계처리 용이성 제고 (금감원)

건의내용

□ (건의배경) seeding 목적 투자시에도 펀드 지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법
이 적용*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
* 매월 재무제표 작성시 손익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받는 부담
** 펀드의 투자종목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부담
ㅇ 그러나, seeding 목적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
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펀드규모를 유지하여 track record를 쌓기 위한 기
초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므로,
- seeding 목적 투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사 손익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또한, 운용사 고유자금으로 투자하는 seeding class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여타
펀드와의 구분도 명확
□ (건의사항) seeding 목적의 투자인 경우에는 K-IFRS상 지분법 적용과 연결재무
제표 작성 의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K-IFRS 제 1110호, 기업회계기준 제8장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회계심사국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
준팀
검토의견

02-3145-7982

불수용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유

투자목적에 불구하고 해당 펀드의 관련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
고,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드에 대하여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펀드를 지배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분율이 50%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배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기준서
상 지배력 요건과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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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3

건의내용

우리사주와의 손실보전거래후 헤지목적 거래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을 단기매매
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건의배경) 증권회사가 특정 기업과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기
업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근로복지기준법 43조의2에서 허용)가 구조적
으로 불가하므로 개선이 필요
*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예: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후 헤지를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동 매매차익에 대해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가
적용되어 헤지가 곤란
ㅇ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증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는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대상이 됨
(법 172조)
ㅇ 동 규제는 투자매매업자가 상장법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동
상장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준용(시행령 199조)
*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법 172
조 1항 1호), 증권예탁증권(2호), 교환사채권(3호), 이들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4호)임
* 채무증권(영 196조 1호), 수익증권(2호), 파생결합증권(3호)은 단차반환 대상이 되
지 않음(단, 17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단차반환 대상
이 됨)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ʻ표준내부통제기준ʼ 70조에서도 금융회사가 특정
회사에 대해 인수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업무, 주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
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제한
ㅇ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간 손실보전거래*를 허용
하고 있는데, 손실보전거래(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후 헤지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 주식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이 자본시장법령에 의거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
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를 허용한 근로복지기본법(43조의2)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매매차익을 단기매매
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 (건의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시행 취지에 맞게 자본시장법령 및 협회 ʻ
표준내부통제기준ʼ을 개정
ㅇ 즉,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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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동 주식 매매차익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72조, 자본시장법시행령 196조 및 199조, 근로
복지기본법 43조의2, 금투협회의 ʻ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ʼ 70조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9914

불수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이 6월 이내 단기간에 주식 등
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ㅇ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
하고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여, 내부자등의 미공개정
보 이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임(대법원 2010다84420 등)
ㅇ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準내부자(자본시장법 §174①4.)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은 인수계약 체결
후 해당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을 3월이내 매수(매도) 후 그로부터 6월 이내
매도(매수)함으로써 인수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172⑦, 영 §199)
건의사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상장법인과 인수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
자복지기본법 제43조의2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과 예탁된 우
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손실보전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유

ㅇ 금융투자업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인수업무와 무
관한 우리사주조합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헤지거래의 목적
으로 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것임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규정에 따라 인수업무 담당부서와 헤지
거래 당당부서간 정보교류가 차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법 §45①, 영 §50①
2.), 헤지거래 담당부서의 정보이용 개연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법원도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점
을 감안할 때(대법원 2014도11280 등),
ㅇ 상장법인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헤지거래 담당부서에서, 근로
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손실보전거래의 헤지목적으로 거래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대상
에서 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자본시장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예외규정 중 하나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ㅇ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매매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자
의적인 매매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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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를 매수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ㅇ 본 사안과 같이 상장법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인 금융투자업자
가 해당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과 손실보전거래를 체결함에 따라 손실보전
거래의 헤지목적으로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단기매매차
익 반환의 예외로서 규정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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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4

예탁원의 대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①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예탁원은 동일 예탁자내에서 자기분과 투
자자분간 대체시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
* 당사의 경우 연간 2천만원˜5천만원의 관련 추가비용을 부담중
- 그러나, 타 예탁자로의 대체가 아닌 동일 예탁자내에서 이뤄지는 대체에 대해서
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②한편, 자본시장이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했으므로, 증권 예탁
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현 예탁원 수수료 부과 체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①동일 예탁자내 자기보유분과 투자자분간 대체시 대체수수료 면제
-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독점기관임에도 예탁원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은 증권시장발전을 저해
②증권 예탁 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예탁수수료 폐지(또는 개편)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 부서를 통해 예탁원과 협의토록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1.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일 예탁자의 자기분과 투자자분이라고 하
더라도, ʻ자기분계좌ʼ와 ʻ투자자분계좌ʼ는 별도의 법적 계좌이고 예탁된 증권의 소
유자도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두 계좌간의 증권대체는 엄연히 법상의 계좌
간 대체에 해당하므로 계좌대체 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무상 동일 예탁자내 자기분/투자자분 사이의 계좌대체와 일반적인 예탁
자간의 계좌대체는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만큼 비용측면에서도 특별히 달
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향후 주식전자등록제도 시행(`20년 3월 예정)에 따라 실물형태의 증권이 전자적
형태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현재의 예탁수량 기반의 예탁수수료 체계를 개편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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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5

채권장외결제시스템 결제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 및 채권의 결제는 채권장외결제시스템*을 통
해 건별 및 총량 결제방식으로 처리되고, 동일채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연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쇄거래 지정** 제도를 이용하여 결제중
* 자금 및 증권의 동시결제시스템(한국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 연계시스템)
** 동일채권의 다수 거래 건에 대하여 최초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 자금과 증권
이 한건의 거래인 것처럼 동시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형식으로 처리(다수거래의
중간위치의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자는 결제자금을 차액결제 처리함)
ㅇ 하지만, 연쇄거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 매수
증권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 채권 매수결제 당일 미 매도분이 발생한 경우와 채권 매도시 손실 발생의 경우
및 수량이 나누어져 다수 건의 매도거래로 분리되는 매도의 경우(수탁사가 다수
인 운용사로의 매도 포함) 등
⇒ 채권 매매에 따른 결제를 결제대리인 제도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증권사의 일시
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채권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최근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 조치로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난이 매우 심화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①연쇄거래의 최종매수자인 증권사가 채권 결제자금을 지원받기 위
해 결제대리인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
② 연쇄거래 최초 매도자인 증권사가 결제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 매도(결제
자금 지원분 상환)가 가능토록 개선
※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 협의결과(ʼ16. 1. 19)
- 한국증권금융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제도 수용시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사 의견 수렴,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금년 사
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여부 판단

*** 결제대리인 지정 프로세스 도해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 부서를 통해 예탁원과 협의토록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수용
건의하신 대로 결제대리인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현재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7년 2분기 중에 도입 예정입니다.

- 454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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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6

예탁결제원 사고증권 관리제도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이 사고가 발생하여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할 원리금에서 이를 공제하며,

ㅇ 예탁자가 부족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할 배당금 및
원리금 등을 공제하여 임의 충당함에 따라 증권사의 과실여부와 부관하게 증권
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
--------------------------------------------------------------------------------------------------------------------------------------<사고증권 처리 관련 사례>
- 2009년 9월 22일 국민은행2904 채권 현물입고
- 2009년 10월 13일 타사대체 출고처리
- 2012년 8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서 국민은행으로 해당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 조치
- 2014년 10월 17일 해당 종목의 만기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고내용 인지 후
증권사들에게 전달
- 2014년 10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당사가 지급받을 원리금에서 사고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공제함
※ 해당 증권사의 경우 상기 사례의 종목이 사고유가증권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
이 없으며 실제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증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임의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발생
------------------------------------------------------------------------□ (건의사항) 사고증권 발생시 원리금 지급 부담을 증권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
키지 않고 1)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적립금을 활용하거나 2) 예탁결제원과 증
권사가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필요
* 예탁증권등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렬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예탁증권
등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함(자본시장법 §313, 동법 시행령 §315②)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등예탁업무규정 §76, 동규정시행세칙 §5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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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적립금은 예탁결제과정에서 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를 보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시스템 리스크 방지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인 만큼 사고
발생 증권이라는 이유로 결제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유

향후계획

다만, 사고증권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3월 ｢주식,사채
등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ʻ주식전자등록법ʼ) ｣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시행예정인 주식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만큼, 말씀하신 사고증권 관련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주식전자등록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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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7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건의

건의내용

□ (건의배경) 시장효율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비상설위원회로서 유관
기관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
ㅇ 유관기관은 자본시장 및 관련 인프라 운영에 대해 법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독점력 남용 방지 및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유
관기관 수수료 심의기구인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최근 예탁원의 채권 결제수수료 징수 사례에서와 같이 시장효율화위원회
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용구조 개선방안을 건의
* 업계는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예탁원의 채권 결제수수료 징수(안)에 대한 반론 기
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함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용구조 개선 방안>

1. 인적구성 개선: 업계인사를 위원에 포함
□ (현황)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 7인 이내로 금융위원장이 위촉
토록 하고 있고(영 §368)
ㅇ 현재 위원 중에는 업계 등 실제 수수료 부담주체인 인프라 이용기관 인사가 없
는 상황
* 현재 시효위는 학계, 법조계 등 7인의 공익인사로 구성
□ (문제점) 인프라 공급자인 유관기관의 경우, 안건설명 등을 통해 시효위 심의시
충분히 입장전달을 하고 있으나
ㅇ 인프라 이용자인 업계의 경우, 주요 수수료 부담주체임에도 반론기회가 보장되
어 있지 못함
→ 시효위에 유관기관 의사가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 (개선) 시효위에 각 이해당사자의 균형 있는 의견반영을 위해 업계인사(수수료
부담주체 대표)를 위원에 포함
2. 서류요건 강화: 원가내역 등 의무제출서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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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시효위 심의시 원가내역 제출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원가에
관한 면밀한 검토 곤란
□ (문제점) 유관기관이 법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 수수료 책정시 원가 수준보다
높은 과도한 독점이윤을 추구할 가능성
ㅇ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제고를 위해 독점을 인정한 입
법취지에도 반함
□ (개선) 2개 이상의 회계법인 검토서류* 제출 의무화
* 원가내역서, 당기순이익ㆍ이익잉여금 추산(향후 5년간) 등 필수 포함
건의내용
3. 기한부 승인제도 도입: 일정 기한경과 후 재심의 의무화
□ (현황) 현재 시장상황 기준으로 요율이 책정되고 있어 향후 거래규모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재조정 곤란
□ (문제점) 유관기관의 자발적 요율 인하 유인부족 및 IT 인프라의 규모수익체증
*(IRS) 특성으로 인해 향후 시장 확대시 유관기관이 과도한 독점이익을 취할
우려
*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 감소
□ (개선) 일정 기한(5년 이내) 경과시 재심의토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14, 동법 시행령§368, 시장효율화위원회 운
영규정
□ (건의사항) 상기의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용구조 개선방안을 건의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업계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의견 표명을 위하여 금융ㆍ법률ㆍ회계ㆍ전산분
야의 전문가 등 공익인사로 구성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시 수수료율 산정 심사 전 업계가 공식적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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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검토서류의 경우에도 해당 증권유관기관이 회계법인에 검토의견을 요
청하게 되는 만큼, 수수료 수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만 활용될 뿐, 업계가 기대
하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부 승인제도의 경우 최초 수수료율 심사시점에 유관기관의 독점이익이 과도하
게 취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심사하면 해당 제도 도입 없이도 적정 수수
료율 결정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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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8

예탁결제원 채권결제수수료 징수 재논의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은 기존 유예해왔던 채권시장 결제업무 수수료 징수를 확정*
하고 ʻ16년 상반기 중 징수개시할 예정임을 통보
* 매매거래대금에 0.001646bp(100억당 1,646원)(장내 시장조성자 등에 대해서 수수
료 면제, 전단채 초단기물(3일물 이하)의 경우 50% 할인)
ㅇ 그러나, 업계에서는 예탁원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수수료 추가징수 등
의 이유로 상기 수수료 징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 특히, 수수료 징수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탁결
제원(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고 주장**
* 예탁원의 수수료 부과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업계의견이 제
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임
** 예탁원은 방문설명회(20개사)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업계의 의견
을 수렴하였하고 하지만 업계는 예탁원이 업계의견 수렴보다는 예탁원(안)을 주
로 설명하는데 치중하였으며 방문 또한 이해관계 부서인 매매, 중개업무 부서보
다는 결제업부 부서 등 후선부서를 주로 방문하였다고 함
※ (첨부) 1. 채권결제수수료 징수 확정 및 납무에 관한 안내(예탁원)
2. 업계의 예탁원 채권 결제업무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입장
□ (건의사항) 예탁원 채권결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논의*할 것을 건의
* 시장효율위원화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예탁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예탁결제원은 채권시장 개설 이래 채권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간 채권결제수
수료를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2000년도에 비해 장내․외 시장이 30
배~50배로 성장하는 등 채권시장 활성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바, 이에
따라 채권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 ʻ15년 국정감사에서도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수료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음에
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적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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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시장참가기관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탁결제원) 측면에서도 최
소한의 서비스운영경비의 보전이 필요하므로 수수료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동 수수료 징수 사항은 기재부 협의,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ʻ
15.12월)을 거치는 등 금융당국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수수료 징수 재개과정에서 ʻ15.6월부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협의회(약 50개사 80
여명 참석)를 통해 수수료 징수방침을 설명하였으며, 채권시장을 움직이는 기관
약 20 개사(채권시장의 90% 시장점유)를 개별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
니다. 그밖에 기관참가자 설명회 개최, 소액채권자협의회 참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업계의견 수렴 세부 경과는 하단 참조), 논의과정에서 업
계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기존에 산정한 수준에 비해 대비 약 90%까
지 대폭 할인(0.0171bp→0.001646bp)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업계 의견수렴 경과>
- (ʻ15.10.26~11.4) 채권시장 수수료 상위 20여개 증권사 개별방문 및 설명
- (ʻ15.11.10) 개별방문 20여개 증권사 대상으로 수수료 협의회 개최
- (ʻ15.11.17) 전체 예탁자 대상으로 수수료 관련 설명회 개최
- (ʻ15.11.25)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해 금융위, 기재부, 거래소 및 금투협회 방문 설명
- (ʻ15.11.26) 증권결제협의회 개최 및 수수료 관련 설명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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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49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조속한 시행

건의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ʻ15년 상반기중 독자신용등
급제도*의 시행을 추진
* 정부나 모기업,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
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ㅇ 그러나, 후속조치가 미비한 가운데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독자신
용등급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 부각
□ (건의사항)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조속한 시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ʻ15년 경제정책방향(회사채시장 활성화, 계열그룹 등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 추진)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9914

수용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을 통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사유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7.1.1.부터 민간금융회사의 자체신용도가 우선 공개되도록 하였고, `18년부터는
금융회사 外 일반기업의 자체신용도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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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50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최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지분증권에 대한 매매횟수가 일간 3회,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됨
ㅇ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시 복수의 투자종목에 대한 충분한 분할매수가 어려
워 리스크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일괄매수시 시
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회전율 및 투자금액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횟수 규제까지 적
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분증권 매매횟수 규제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6의2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7583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불수용

□ 월간 회전율로만 규제할 경우 특정 일자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매매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일별 매수횟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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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1-51

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관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분/반기 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제출 직전 시점에 증권신고서 접수
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공시감독국 담당 팀/ 심사자별로 편차가 있어서 애로사
항이 있음
ㅇ 예를 들어 주관증권사로서 발행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해당월(5월
/8월/11월)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후 이를 반영한 증권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 일부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 해당월, 해당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 증권신고서를
접수하여 발행사로부터 주관회사들이 complain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기보고서 제출(예정일)일 어느 시점 전까지 제
출해야 하는지 통일된 가이드 제공
ex) 1분기보고서 보고기한(5.15)이 임박한 5월 이후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는 증
권신고서 접수 불가

현장점검반
대응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02-3145-8465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조치(수용)
□ 증권신고서 제출은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와 무관하게 언제
든지 제출가능함이 원칙
ㅇ 다만, 발행사는 스스로의 결산 상황에 대한 투자위험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필요
- 자체결산이 완료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자체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결산상의 중대한 변화요인, 관련 위험, 자체
결산 완료 및 정정예정시점을 기재

사유

* 자체 결산이 완료되어 정정신고서 제출시 새로 기재된 재무정보사항이 당
초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비교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효력재기산이 될 수 있음
□ 청약일 전일까지 정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발행사는 정정신고로서 이를 반
영해야 하고(자본시장법 §122, 영 §130②ⅲ가)
ㅇ 청약 납입절차 직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증권신고서 결산기재내용이 정
기보고서 결산기재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해
당될 수 있음
※ 동 사항은 현장점검반 현장방문 건의사항(금융투자업권 2주차[ʼ15.4.6.˜4.10.] 2
번)에 대해 기 답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금융규제개선활동>현장점검반 활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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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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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

건의내용

기업공개시 주관사 풋백옵션 제도 전면적 도입
□ (건의배경) 최근 일부 상장기업에서 공모가 과대산정 이슈가 발생하는 등 주관
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ㅇ 이에, 주관사의 객관적인 공모가 산정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성장성 평가 특

례상장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풋백옵션*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들
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
* 상장주관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를 보
장
□ (건의사항) 기업공개시 모든 상장기업들에 대해 풋백옵션 제도가 적용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100-2652

불수용
ʻ17.1.1일부터 시행되는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에 의해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
등 상장 주관사의 자율성과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상장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을 상장시키는 경우에는 상장 주관사가 풋백옵션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
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모든 기업 상장시에 풋백옵션을 도입할 경우 주관사들의 과도한 공모가 산정을 제

사유

한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로 인한 주관사
들의 책임성 증가로 오히려 혁신ㆍ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상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풋백옵션을 모든 기
업의 상장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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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
건의내용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 연장 요청
□ (건의배경) 거래소 시장이 ʻ16년 8월부터 15시에서 15시 30분으로 연장되었지만,
ㅇ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은 종전과 같이 16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있어, 마감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미처리시 비용부담 또
는 자산운용의 제약 발생** 우려가 있음
* 예) #400084(상환신청), #400023(담보설정말소-현금부분)의 경우 16시에 마감을
하기 위하여 장 종료후 10˜20분만에 입력을 하여야 하며, 급하게 업무 처리
를 할 경우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상기 예시 업무를 16시에 미처리시 대차상환을 대차만기일에 처리하지 못할 경
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담보가 설정된 증권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해당 증
권을 적시에 매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e-safe) 종료 시간을 16시에서 16
시 30분으로 연장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추가검토
예탁결제시스템 기본 마감시간(디폴트)이 16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증권대차시장
전체 참가기관의 업무마감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사유

건의대로 예탁결제시스템 기본 마감시간을 늦추게 되면 다른 대차시장참가자의 업
무마감도 연쇄적으로 늦춰지는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시장참가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

17년 중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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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3

건의내용

장중 투자자별 매매현황 공지
□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 시장 마감시간 이후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별(개
인, 외국인, 기관) 매매현황이 공지되고 있으나,

ㅇ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정보 획득 능력(특히, 투자자 매매 동향)이 현
저히 열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중에 투자자별 매매현황을
거래소가 공지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거래소 정규 거래 시간 동안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투자자별 매
매현황을 거래소에서 공지(파생상품시장 제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ㅇ 거래소는 투자자 참고사항으로서 시장 전체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실
시간으로 공지하고 있으나, 개별 종목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에 대해서는 실시
간이 아닌 당일 장종료 이후 공지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개별종목에 대해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실시간으로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개
인투자자의 비합리적 추종매매에 따른 가격쏠림 현상으로 인한 가격급변 및 가
격발견기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ㅇ 참고로, 해외 주요 선진시장(美, 英, 日 등)에서도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
체별 매매현황을 실시간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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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4

건의내용

증권사의 거래소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최근 금융위는 합병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 증액 방
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거래소 주식은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금융위가 6개월 이
내에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명령 가능(자본시장법 §406)
** 금융투자업자간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위의 승
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
설 추진(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ʻ
16.8.2)
ㅇ 이는, 증권사간 M&A 활성화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책으로서 업계에서도 그간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거래소 지분처리에 대한 애로
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
- 다만, 업계에서는 상기 예외규정 신설이 증권사 M&A에 따른 문제점 해결 차원
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 적용시 기존에 합병으로 인해 한도를 초
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근본적으로는, 향후 증권사간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현재의 5% 한도를 최소 10% 이상(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건의사항) (1안) 상기 예외규정 적용시 한도를 초과한 기존 M&A증권사에도 소
급 적용 (2안) 거래소 소유주식 제한 한도를 5% → 10% 이상으로 확대(5% 초
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06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거래소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자본시장의 중요 인프라인 거래소의 경영이 특
정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

사유

에도 5%이상 대량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
래소와 같이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은 기관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를 제한하
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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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ʻ16.8.2.)에서는 초과지분 취득자가 초과지분을 매도하
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분의 저유동성 등으로 6개
월 내 처분이 곤란하게 되어 법 위반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
간 적법하게 초과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였으며, 지분보유 한
도를 높이거나 기존 M&A증권사까지 소급 적용하는 취지는 아니었음을 말씀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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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5

건의내용

리츠 상장예비심사 폐지 건의
□ (건의배경) ʻ11년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강화되면서 리츠에도 상장예비심사
절차가 적용
ㅇ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인 리츠 상장*이 어려워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처를 상실
* ʻ15년말 기준 125개 리츠 중 상장리츠는 3개에 불과함

- 또한,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는 규제 근거법상 차이가 있을뿐 실질적으로 동
일한 부동한 간접투자기구인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장예비심
사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형평성에도 위배
□ (건의사항) 리츠에 대해서 상장예비심사제도 적용을 배제*
*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편 제2장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일부수용
□ 건의하신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제도는 부실한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여 투
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 다만 2015.3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규상장

사유

시 요구되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조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
(비개발형 리츠)하는 등 일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ㅇ 특히, 말씀하신 위탁형 부동산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6년 10월, 위탁관리
ㆍ비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매출액 조건을 70억원으로 추가하향하는 등 리츠
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

- 472 -

Ⅻ-2-6

실기주 배당금의 지급 소멸시효 완성 후 처리 명확화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

건의내용

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이하 실기주) 관
리는 예탁원이 담당
ㅇ 이에, 예탁원은 실기주에 대한 배당금도 관리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과 완성된 배
당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속할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는 상황임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상법
§464의2②)
** 명부주주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 귀
속하고 있지만, 실기주의 배당금에 대해서 업계는 실기주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예탁원에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귀속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
□ (건의사항) 현재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에 대해 실
질주주에게 귀속할지 회사에 귀속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14조⑧, 동법 시행령 §317조의2③, 상법
§464의2②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수용
□ 실기주의 경우, 주주명부상 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발행회사가 상
법 제337조, 제353조, 제354조에 따라 배당금을 예탁원에 지급하게 되면 그 자
체로 해당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
라서 상법상 주주인 예탁원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재차 배당금 청구권의 소
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사유

※ 명부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실질투자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예탁원은
수령한 배당금을 소멸시효 완성 후 발행회사로 반환하고 있음
□ 참고로 예탁원은 민법에서 규정한 ʻ사무관리ʼ(민법 제734조) 의무에 따라 실기주
배당금을 관리하게 되며, 현재 실질투자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배
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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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7

섀도우 보팅을 위한 조건 완화 등
□ (건의배경) 상장회사가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섀도우 보팅을 요청하기 위해

건의내용

서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함께 실시해
야 하나,
* 전자위임장 권유는 예탁원 시스템 이용이 필수적
ㅇ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주주권 행사방법을 중복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발생
ㅇ 또한, 섀도우 보팅시 예탁원에서 보유지분의 80%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의결 정
족수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해당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이 예탁원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
□ (건의사항) 섀도우 보팅 요청시 중복적인 현행 주주권 행사방법을 단일화 하고
예탁원 명의 지분의 최대 한도까지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5항 및 부칙(제11845호, 2013.5.28)
제18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1

불수용
1. 의결권대리행사 관련사항 : 불수용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섀도우 보팅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며, 그 권
유의 방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5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이용은 5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무사항이 아닙니
다.(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이용은 시행령 제160조 5호의 방법에 해당) 통상적으
로 발행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5개의 방법 중 전자위임장을 주로 이용하

사유

고 있는바, 이는 발행사가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한 결과로 보여집
니다.
또한, 섀도우 보팅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자투표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를 하도록 한 것은 발행사의 주총업무 편의를 위해 섀도우 보팅 폐지를 유예해
주는 대신 발행사에게도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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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섀도우 보팅 이용시 예탁원 명의 지분 이용 한도 관련 : 불수용
섀도우 보팅 제도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섀도우 보팅 이용가능 지분을 늘
리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발행사는 향후 섀도
우 보팅 폐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스스로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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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8

건의내용

한국증권금융의 코넥스주식 담보대출 허용
□ (건의배경)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시 코넥스주식을 담보로한 대출을 허용
하지 않고 있음
ㅇ 코넥스주식 또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주식, 코스닥주식과 동일하게 상장주식
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제한함에 따라 코넥스주식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활용한 원할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건의사항) 한국증권금융의 코넥스주식 담보대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증권금융 대출업무규정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증권금융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기조치(수용)

증권금융의 대출업무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담보주식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사유

감안한 증권금융의 내부 신용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코넥스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을 불승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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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9

건의내용

코넥스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 개선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1
억원 이상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
* 개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예탁금이 1억원 이상(대
용증권 포함) 필요하며 우리사주조합계좌는 조합장 명의의 개인계좌로 개설되기
때문에 기본예탁금을 1억원 이상 예치해야 함
ㅇ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를 취득 후에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주 의무 예탁후 우리사주조합계좌(증권사 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발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2
-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계좌와 한국증권금융 계좌의 통합잔고가 1억원 이상이 되
더라도 기본예탁금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한 상황임
⇒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이 불가한 것은 제도적인 요인(근로복지기본법상 한
국증권금융 의무 예치)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 기본예탁
금 제도 적용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62, 동규정 시행세칙 §7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수용
□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
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나,
ㅇ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한국증권금융 의무 예치로 인해

사유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바,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

니다.
* ʻ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 개최ʼ(ʻ16.8.11, 보도자료)를 통해 동 과제에
대해서는 ʼ16.4분기중 제도개선 예정임을 발표
향후계획

□ ʻ16년 4분기 중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후 회원사시스템
변경을 거쳐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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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0

건의내용

K-OTC시장 소액주주 양도차익 소득세 면제
□ (건의배경) K-OTC시장에서 주식거래로 양도차익 발생 시 벤처기업 소액주주 외
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 소액주주가 K-OTC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의 10～20%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장주식(ATS 시장 포함)에 대해서는 비과세

ㅇ 이에 따라,

K-OTC시장 거래 시 상장시장에 비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이 과도하여 거래활성화 제약 및 K-OTC시장 기업의 정당한 주가 형성
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거래세는 K-OTC 시장은 0.5% 인데 반해 상장 주식시장은 0.3%(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15%+농특세 0.15%)임
- (상장?비상장법인 주주?기업간 차별) K-OTC시장도 자본시장법상 근거에 따른 제
도화된 시장임에도 상장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
제 존재*
* 상장주식 주주는 거래세 납부로 모든 의무가 완결되는 반면, 비상장주식 주주는
이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등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점도 K-OTC시장
거래 기피의 요인
- (사설사이트 거래대비 차별요소 상존) 현재 私設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직접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과 비
밀유지가 용이하여 증권거래 관련 세원포착이 어려운 실정*
* K-OTC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K-OTC 등록기업이
오히려 개인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K-OTC시장에서의 일반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장주식?ATS 거래
시 양도차익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94①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2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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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정책적 사항으로서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사유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유효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이며, 같은 이유로 K-OTC
시장에 등록된 법인 중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시 재무요건 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고, 상
장 이후에도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비상장주식
과 차이가 있으며, 가격발견기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는 현행방
식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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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1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법인 애로사항
□ (건의배경)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단계 이전에 투자

건의내용

자 피해 예방, 발행기업의 자구노력 기회 부여 등의 목적으로 ʻ투자주의 환기종
목 지정제도ʼ를 운영중*
* 지정방법은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이 있으며 2016.5.3 정기지정시 17개사가 지정되
었고, 이중 7개사는 2015년에 이어 연속지정
ㅇ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하락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관리종
목과 중복 지정되는 회사(17사중 12사)가 다수 존재
- 지정법인은 회사에 대한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관리종목보다 더욱 좋지 않은 기
업으로 인식되어 자금조달에 큰 애로
ㅇ 그러나, 정기지정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법인이 다음연도에 지정해제 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불투명
* 업계에서는 연속지정을 탈피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체적인 개선방향을 몰라 연속 지정된 경우 다수 존재
□ (건의사항) ① 용어의 순화로 관리종목 대비 적정한 평가를 유도 ② 정기지정의
경우 지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속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방향설
정을 제시 ③ 장기적으로는 관리종목과의 통합 또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일부수용
1. 용어의 순화 : 추가검토
ㅇ 구체적으로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건의해올 경우, 용어순화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실익과 투자자 혼란 야기 등 문제점에 대해 추가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유

2. 정기지정 운영관련 개선 : 수용
ㅇ 현재 거래소를 통해 정기지정된 기업이 문의할 경우 환기종목에 영향을 준 변
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며,
- 향후 ʻ17년부터는 정기지정된 법인들에 대해 지정변수 및 부실확률점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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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통보하여 해당기업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연속지정 방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장기적으로 관리종목과의 통합 또는 제도 폐지 : 불수용
ㅇ 동 제도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존치가 필요하며,
- 관리종목 제도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는 도입 목적 및 운영 방식이 상이
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ʻ17년 정기지정시부터 지정 법인에 대해 지정변수/부실확률점수 통보 및 기타 장기
적인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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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도 포함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인 반면 코

건의내용

스닥시장상 장법인은 부과대상이어서 SPAC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 등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
ㅇ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지방세법 제7조 :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비율만큼 과세물건(부동산, 차
량, 설비 등 10여종)을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코스닥시장상장법인도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제외 대상에 미반영*
* 업계에서는 ʻ96년 코스닥시장 개설이후 입법상의 불비에 따른 미반영으로 추정
ㅇ 특히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변동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 코스피, 코스닥 상장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불합리
□ (건의사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공개기업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까지 확대하여 세법상 차별을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기조치(수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이 이미 면제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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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3

건의내용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 개선
□ (건의배경)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반대매매일로부터 T+2일까지 매매 금지*
*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는 미수발생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위탁증거금
율이 100%가 적용(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되고 있
어 T+2일에 반대매매금액이 확정적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금 계정이 마
이너스이기 때문에 매매가 제한
ㅇ 이에, 반대매매 발생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2영업일간 투자기회가 제약되어
증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는 유지하되 반대매매금액 내에
서는 매매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①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⑤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미수발생계좌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수탁거부, 위탁증거금률 100%적용)하는 것
은 미수거래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증권시장의 매매거래는 결제가 종료되어야 최종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반
대매매로 미수가 해소되어 고객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반대매매일이

사유

아닌 반대매매분이 결제되는 T+2일입니다.
* (예) T일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주권 행사는 T+2일 결제이후 가능
ㅇ 따라서, 반대매매를 통해 T+2일에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미수발
생 상태인 반대매매일로부터 T+2일까지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미수해소 이전에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
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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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4

건의내용

위탁증거금 면제 고객에 대한 투자위험종목 등 매매제한 완화
□ (건의배경) 전문투자자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ʻ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ʼ의 경우 거래소규정에 따라 사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
ㅇ 거래소 규정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시세 급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가한 종목들에 대한 ʻ개인투자자ʼ들의 신용 및 미수거
래 등 레버리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사후적 확대 해석 등으로 ʻ전문투자자ʼ들도 애초의 위탁증거금 면제 취지와 달리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게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투자의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ʻ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ʼ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
면제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5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과거 회원이 징수하여야 할 최저 위탁증거금률 등을 거래소가 정하였으나, ʼ
98.4.1일부터 위탁증거금 제도를 전면 자율화하여 회원이 각사의 영업 및 리스
크관리 정책에 따라 위탁증거금 징수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종류(일반투
자자, 전문투자자)에 관계없이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도록 거래소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

사유
ㅇ 이는 투자경고․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갑작스런 주가 변동 등으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과도한 투기적 매매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고, 과도한 매매거
래를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 종목의 경우 전문투자자에게
도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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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5

건의내용

공모주 환불금 처리시 이체 한도 예외 허용
□ (건의배경) 공모주에 대한 환불금 처리시 당일 이체 출금 건수가 과도하여 고객
에 대한 서비스 지연 문제 발생
ㅇ 최근 공모주 청약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환불일에 대규모 출금이 발생되고 있
으나 유선을 통한 직원 자금 이체시에 한도가 적어* 고객 불만이 가중
* ʻ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 보안등급별 이용한도 차등화ʼ는 텔러뱅킹의 한도를 1회
0.5억원, 1일 2.5억원으로 제한
□ (건의사항)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공모주 환불금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간
의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전자금융과

2156-9491

기조치(수용)
□ 현행 법규상으로도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계약에 의해 공모주 환불금 처리시 이체
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3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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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6

건의내용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실물 입출고시 원거리 지역 불편 해소 요청
□ (건의배경) 한국예탁결제원 지원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고객의 주식 입출고 요
청시 이에 대한 처리에 애로 발생*
* 예) 전라도 지역의 경우 예탁결제원 지원이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외의 전라
도 소재 지점의 경우 주식 입출고를 위해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건의사항) 소액범위(예. 전일 또는 당일종가기준 1,000만원) 실물증권에 한해서
(1) 입고 시에는 우선 증권사와 예탁원간 전산시스템으로 입고등록 후 3일 이내
에 예탁원에 실물입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며
ㅇ (2) 원격지 증권사 영업점의 원거리 입출고 지원을 위하여 예탁원의 거점 사무
소 설치, 예탁원측의 실물입출고 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증권을 입고할 때에는 해당 증권이 위조 등 사고유가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절
차를 거쳐 계좌부에 기재해야하는 만큼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전산상에
먼저 입고처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실물증권 발행량 감소로 지원의 증권사무 업무량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
를 감안하여 지원의 운영 인력도 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지적(불필요한 지원의 폐쇄 및 업무의 본원이관 등 지원축소

사유

정비)에 따라 지원조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탁결제원의 거점사무소 추가 설치 및 원거리 입출고지
원 서비스는 그로 인한 편익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
니다.
□ 향후 주식전자등록제도가 시행(`20년 3월 예정)되면 전자적 형태에 기반하여 증
권이 발행?유통될 예정인 만큼

증권실물에 기반한 업무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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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7

국내 상장사 IR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등 정보비대칭 해소가 중요
ㅇ 이에, 상장기업의 I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인원과 시
간부족 등을 이유로 IR활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또는 애널리스트
의 등의 기업탐방도 받지 않고 있음
- IR은 법이나 규정상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책
무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결되
어야할 과제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IR활성화를 위해 1)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사항 경감 2) 상장기업 IR
등급 평가 및 게시 3) IR 인원, 장소 등이 부족한 상장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방안 마련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공정시장과

2156-9914

기조치(수용)
□ 금융위원회는 관련기관과 함께 기업공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ʻ15.6.1) 기업의 IR 지원을 강화하고 I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에 있음
① (불성실공시 제재 감경) 최근 3년간 IR과 관련한 수상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
로 지정되는 경우 부과벌점을 감경(△0.5~1점)

사유

② (IR 평가) 상장기업의 IR 평가 및 IR 우수법인 선정 및 시상을 통하여 상장기
업의 자발적 IR 문화 정착 유도((사)IR협의회 공동)
③ (IR 지원) 거래소 내 IR 활용장소 무상지원 및 중소기업 박람회․기업설명회 등
합동 IR 지원을 통해 2015년 중 글로벌 IR지원 13건을 포함하여 총 142사의
IR 활동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기업의 IR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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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8

주식 실물 입고후 예탁원 예탁전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증권을 증권회사에 입고하는 경우 증권사는 그 증권을 지
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있음(증권사 입고후 예탁원 예탁전까지 통상 1˜2시간
소요되나 오후 늦게 입고되는 경우 다음날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ㅇ 이와 관련,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실물로 입고한 후 예탁원에 예탁되기 전
까지 매도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증권사별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음
ㅇ 대부분 증권사는 예탁원 예탁완료전에는 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나, 일부 증권사
의 경우 예탁원 예탁완료전 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권 실물 입고후, 예탁원 예탁완료전까지 증권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금융위 답변을 요청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5조 등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 부서를 통해 예탁원과 협의토록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수용
자본시장법 제310조 1항 및 4항에 따라 예탁자가 관리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
된 증권등은 그 기재(증권입고)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투자자의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입고되기 전이라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면
예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권 실물 입고 후 예탁결제원에 예탁 완료
전까지 예탁이 의제되므로 증권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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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19

증거금 면제 기관투자자자의 미수변제전 주문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증거금 면제 대상 기관투자자의 경우 매매일(T일)에 증거금없이 매
매를 체결한 후 T+2일에 결제를 하게 되는데, 증권회사와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ʻ시간ʼ은 결제일 중에서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결제시한으로
하고 있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6조 제3항)
ㅇ 따라서 결제일 중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 마감시간인 16시 이내에서 위탁자와
결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까지는 추가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일부 ʻ결제일(T+2일)에 T일에 거래한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는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없다ʼ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
이 필요
* 동 의견은 ʻ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주문의 수탁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ʼ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
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의견임
□ (건의사항) 증거금 면제 기관투자자가 결제일 당일 미수대금 결제 전이라도 증
권사와 정한 결제시간까지는 추가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협회 규정에 따르면 ʻ미수ʼ는 결제일까지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일 증권사와 위탁자가 합의한 결제시간 전까지는 납부하
지 않더라도 미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미수의 정의) 미수란 위탁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
다)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
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업무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3-16제1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 제3항, 제96조의 제3항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수용
□ 미수는 투자자가 결제시간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유

ㅇ 따라서, 결제일 당일의 결제 마감시간 전은 미수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아니므
로, 증거금 면제 기관투자자의 신규주문 수탁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
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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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0

예탁원의 결제교착 발생시 증권사의 증권 추가납부 부담 개선

건의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을 통하여 기관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예탁자)가 결제에 필요한 자금과 해당 유가증권을 모두 납부․입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 예탁원은 ʻ결제교착ʼ 발생으로 특정 종목의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해당 증
권사에 해당 종목을 추가로 납부하여 유동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증권사는 결제일에 해당 종목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할 수도 없으며(거래일과
결제일의 시차문제), 대차가 불가능한 종목의 경우에는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다른 예탁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제교착에 대해 이와 관련이
없는 증권사가 해당 증권을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예탁원의 요구로 추가 납부한 종목이 추후 다시 반환된다는 것은 증권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
□ (건의사항) 증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결제교착 발생시 예탁원이 증권사에 추가
적인 증권납부 등을 요청하지 않도록 건의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예탁결제원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동 건의사항은 기관결제(장외결제)에 참가한 증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인수받아 장내시장에서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
관결제에서 증권을 인수받지 못하여 장내시장결제(인도포지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서 해당 증권사에 장내시장결제 이행을 위한 별도의 증권 인도
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함을 건의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사유

그러나 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장내시장결제
와 기관결제(장외결제)는 그 성격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시장입니다. 장내결제는
증권을 다자간 차감한 상태로 결제하게 되므로 한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은 시장전
체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전파될 위험을 가집니다.(기관결제의 경우는 차감없이
일대일 관계로 결제하므로 한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이 시장전체로 전파될 위험이
없음) 따라서 제도개선을 요청한 증권회사가 설명한 상황과 같이, 타 참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장내․외 시장 결제교착으로 해당 증권사가 기관결제에서 증권을 인
수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관결제가 미이행 되었다는 해당 사유가 장내시장결제
에서의 결제책임을 당연히 면제해주지 못하며, 장내시장결제 참가자는 기관결제의
완결 여부와는 별개로 약속된 장내결제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상 장내시장 결제기관(자본시장법 제297조)으로서 장내
시장 결제지연 및 중단을 예방하여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결할 책임이 있으므로, 장
내시장 결제 미이행 발생 시, 해당 증권사에게 기관결제 완결 여부와 무관히 미납
증권 납입 등을 통한 장내시장결제 완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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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1

코넥스 투자 최저한도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에는 개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예탁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반면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연도별 납입금액을 3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소액
으로 코넥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번거로움만 발생할 뿐 당초 1억원 기본예탁금 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짐
ㅇ 또한 증권사 임직원은 1인 1계좌 규제 때문에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이용
할 경우 일반 위탁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황
□ (건의사항)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폐지하고 최소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
로 하향 또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62조의 2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 때문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넥스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소액투자전용계좌 및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주
장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

□ 증권사 임직원이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통하여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하고
자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위탁계좌를 통해 코넥스 투자가 가
능하므로 일반 위탁계좌와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허용되지
않으나, 1억원 미만 예탁금 보유자는 일반 위탁계좌와 별도로 코넥스 소액투자
자 전용계좌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 동 관련하여 금융위 유권해석 제150208호(ʻ15.9.9) 및 제150394호(ʼ16.1.6)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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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2

가족계좌(미성년자, 배우자)에 대한 주문대리인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ㅇ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적법한 법정대리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경우는 건별로 주
문근거를 남기기 어려운 애로가 존재하는 등 예외를 인정할 필요
□ (건의사항) 가족계좌(미성년자, 배우자)의 경우와 증여 등 손익의 주체가 분명한
경우에는 주문대리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6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당해 규정*은 위탁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중개업자의 대리인인 회원
사 임직원은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고자 할 경우 발생할 문제인 쌍방 대리를 금
지하는 내용입니다.
* 제86조(대리인의 제한)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의 임직원은 당
해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사유

ㅇ 만약 회원사의 임직원이 위탁자인 그 가족을 법정 대리할 경우, 회원사와 가족
양쪽을 위한 공동의 대리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 이 경우 임직원이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의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
기 때문에 동 사안에서도 임직원의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 자신의 가족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
할 가능성 등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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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3

주문기록 인정 채널, 범위 다양화 등

건의내용

□ (건의배경) 최근 휴대전화, PC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는 고객이 증가중이
며 지점 내방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표를 사후 일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
ㅇ IT 기술의 발달 및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주문기록의 채널,범위를 확대*할 필
요성
* 직원 휴대전화 녹취파일, 모바일 SNS 대화내용 화면캡처, PC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회사가 저장하여 관리할 경우 등
- 다만,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주문시 핸드폰 본인 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
*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금 결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중
ㅇ 지점 내방 고객의 경우 주문표를 건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
의상 일괄 작성, 제출하는 위규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주문기록의 채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점 내방 고객이 본인 의사에
의해 주문표를 사후 일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문기록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수탁의 방법)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일부수용
□ (건의사항 ①) 거래소 업무규정 §82①에서는 수탁의 방법을 ʻ문서에 따른 방법ʼ,
ʻ전화등방법ʼ, ʻ전자통신방법ʼ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규정 시행세칙 §109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따라서, 휴대전화 녹취파일,
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 주문 입증자료 보관 등
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

모바일 SNS 대화내용 화면캡처, PC 메신저 대화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도 위탁자 본인 확
당해 규정사항(규정 §82, 시행세칙 §109)에서 정
경우에는 그 수탁이 가능합니다.

□ (건의사항 ②)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수탁 내용
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09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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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약 지점에 내방한 고객의 주문을 구두에 근거해서만 집행하고, 사후에 일괄로
주문표를 작성할 경우, 고객의 주문의사 표시를 담은 주문표 작성 시점과 실제 주문
을 제출한 시점 간의 선후가 뒤바뀌는 시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객의 주문의사표시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
어, 고객과 증권사 간 수탁 관련 분쟁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분
쟁 해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따라서, 정확한 수탁 처리 및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
문 수탁 시에 주문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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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4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대용가 인정

건의내용

□ (건의배경)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8조)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고, 신용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며,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ㅇ 다만, 부담보로 이미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대용가가 ʻ0ʼ으로 처리(대용증권으로 불인정)되고 있어,
ㅇ 관련 계좌의 담보평가비율 급락(갑작스런 담보부족 사태를 유발) 및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은 현재처럼 담보 등으로 징구받을 수 없도
록 하되(즉, 대용증권으로 불인정하되),
ㅇ 담보로 이미 보유중인 주식이 주가급등으로 투자위험종목 등이 된 경우에는, 일
정 부분 ʻ대용가ʼ를 인정하여 급격한 담보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거래소)에 건의사항 전달 및 검토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4

불수용
□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결제이
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합니다. 이 때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등은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

ㅇ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은 이상급등 후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종목이 담보로 이용될 경우 담보가치의 과대평가 또는 담보가치의 급락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정적인 담보관리가 어렵고, 이는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보유중인 주식이
위험종목이 되더라도 ʻ대용가ʼ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등의
결제
투자

□ 참고로,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단계적 시장경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투자경고 및 투자위
험종목 지정에 따른 갑작스런 담보부족 상황 발생 이전에 투자자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각각 2, 3단계의 경보조치로서 1단계 조
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선행
2)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전에 지정예고 절차가 마련
3)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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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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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5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완화

건의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의 최종거래일에 장종료 10분전부터 장
종료시까지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사
전보고 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104 등)
ㅇ 그러나, 장종료 직전 종종 선물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시장안정 및 증권사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전보고가 없더라도 반대 포지션
의 프로그램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ㅇ 이와 관련, 거래소에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사후보고 기준(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동 제도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시장안정 및 증권사 리스크관리 지원 차원에서 일정금액(예 : 50억
원) 미만의 프로그램매매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04조 등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한국거래소)에 건의사항 검토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불수용
□ 우리 증시는 만기일 종가결정시간(14:50~15:00)에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
는 경우 14:45분까지 그 내용(종목, 수량 등)을 거래소에 사전신고하도록 하여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유

□ 만약 일정금액(예: 50억원) 미만의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
를 면제할 경우, 사전신고제도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면제기준 만큼 호가
를 분할하여 제출하는 등 오히려 종가결정 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또한, 파생상품과 연계되거나(지수차익거래), 15종목 이상을 일시에 거래(비차
익거래)하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특성 상 일정 금액 미만이라 할지라도 종가결
정시의 가격 급변을 유발할 우려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종가 결정을 위하여
현행처럼 모든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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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26

외국인의ʻ국내 상장증권 질권실행 및 취득ʼ을 장외취득 예외로 허용

건의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상장증권에 질권을 설정시 상장증권을 질권자
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질권설정자의 계좌에 남겨둔 상태로 질권이 설정되었
다는 취지의 기재만을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상태에서는 담보물인 상장증권은 여전히 질권설정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질
권자가 담보물인 상장증권을 처분하기 어렵고 일단 담보물을 자기 계좌로 옮겨
와야(즉 취득하여야만) 담보물 처분이 가능
ㅇ 그러나 현 규정상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이 한국의 상장증권을 담보물로 받을
경우 담보실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의미
-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3~4주 이상이 소
요되는데,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건 자체만으로도 소요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의 담보물의 가격변동 등으로 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 기피현상 증가 우려
□ (건의사항)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을 담보실행의 방법으로 취득시 이를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건의

개정 전
제5-4조(장외거래 등)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
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 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
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
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내지 3호 생략
개정 후
제5-4조(장외거래 등)
① (좌동) 1 내지 3호 생략
(신설)
4.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6-8조, 시행세칙 제5-4조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투자감독국 증권시장팀

02-3145-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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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추가검토
□ 기존에도 우리원은 외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의 경
우 검토를 통해 장외거래의 불가피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사유

ㅇ 다만 이를 위한 검토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외국인이 적시에 담보권을 이행
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ㅇ 실무상 담보권 행사빈도 등 세칙개정으로 인한 효익과담보권행사 행위의 불가
피성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개정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진행할
계획

향후계획

금투업규정시행세칙 및 법률적 이슈 등에 대해 ʼ16.3분기까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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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

건의내용

FX마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FX마진 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청하
여 왔으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불수용
* 금투-키움-20150021(불법 계좌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미니Fx마진 상품
도입 건의), 금투-신한금투-20150009(FX마진 시장에 대한 광고 및 증거금율 규
제 완화, 불법 계좌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
ㅇ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계좌대여 업체 이용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더욱 증
가하고 있으며, 동 계좌는 해외 서버 이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ㅇ 이에,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시장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 금융당국은 제도권 FX마진 거래 시장을 매우 위험한 시장으로 보고 있어 현재로
서는 규제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그러나, FX마진 거래에 대한 수요는 투자수요, 투기수요, 헤지수요* 등 다양한
거래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수록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적인 시장으
로의 이탈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 헷징 포지션(동일한 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서로 소멸시키지
않고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특정 시점 또는 기간에 손익을 동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주로 사용됨)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만이 금지되고 있음
- 아울러, FX마진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상 과대평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 FX마진(거래량이 가장 많은 EUR/EUD기준)은 KOSPI선물에 비해 역사적 변동성
(-26%)과 최소 가격 변동폭(-53%)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증거금은 과도하게
높아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작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미니FX마진의 경우 위험성이 더욱 높은 미니
KOSPI선물도 도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FX마진의 투자위험성 비교
□ FX마진(거래량이 많은 EUR/USD 기준)의 역사적 변동성(ʻ15.9.8～ʼ16.11.17, 연간
기준)은 평균 10.3%로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14%에 비해 낮으며, 3년 국채 선
물의 평균 변동성은 1.1%로 양 상품에 비해 크게 낮음(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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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마진(EUR/USD 기준)의 최소 가격 변동폭은 10$(1.17만원 수준) 수준으로 국
채선물(1만원)과 비슷하며 코스피선물(2.5만원, 미니 코스피선물 : 2.2만원)에 비
해 2배 이상 낮은 수준임

□ 이에 비해, 위탁 증거금률은 10%로 국내의 모든 파생상품(코스피선물 및 미니
코스피선물 : 9%, 국채선물(3년): 0.6%, 국채선물(5년): 1.05%, 국채선물 10년:
2.25%)보다 현저하게 높아(최저 1.1배 ~ 최고 16배)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과도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건의내용

□ (건의사항) 규제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이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권
FX마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
* 증거금율 인하, 미니 FX마진 거래 도입, 헷징 포지션 허용 등이 필요
ㅇ 이는 불법거래 유인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시장에서는 불건전영
업 행위에 대한 단속 유효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FX마진을 취급하는 선물사, 증권사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 하에 있음

※ (첨부) KOSPI200 지수선물 및 3년물 국채선물 vs EUR/USD 및 USD/JPY 변동성 비교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과도
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11.12월 등)를 취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참여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거금률 인하나 mini 사이즈 거

사유

래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양방향 포지션 보유시 매수/매도 스프레드만큼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선물협
회(NFA)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매고객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시보유를 금
지하고 있는 바, 양방향 포지션 보유 허용 역시 수용이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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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2

건의내용

파생상품 적격개인투자자 제도 완화
□ (건의배경) 파생상품 거래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대
해서 허용되고 있음
* 코스피200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
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하며, 옵션 및 복잡한 선물거래는 단순한 선물거래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있어야 하며 5,000만원 이상 예탁해야함
ㅇ 상기의 규제는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
로서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품의 특성 또는 개인의 거래 경험 등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우선, 옵션의 효용성이 선물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거래를 위해 선
물 거래 경험을 1년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해당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옵션은 월물이 다양하고 거래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정
교한 헤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거래 보다 옵션거래를 선호할 수 있음
- 또한, 선물과 옵션의 1계약 거래에 따른 증거금이 각각 1.2천만원 내외, 50만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본예탁금 3천만원(선물), 5천만원(옵션) 진입장벽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옵션거래를 위한 선물거래 경험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축
소(예. 1년 → 3개월)하며 ②선물의 기본예탁금은

2천만원, 옵션의 기본예탁금

은 1.5천만원(거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
* 옵션의 경우 1계약 거래를 위한 필요증거금이 50만원 내외로 매우 낮기 때문에
거래경험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일부수용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ʻ16.11.23)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사유
* 헤지전용계좌 도입(기본예탁금 면제), 옵션 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파생상품 거래단계별 교육시간 분리 등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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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3

건의내용

FX마진 거래대상 국가 확대
□ (건의배경) 금융위는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FX마진거래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유사해외통화(FX마진) 거래에 있어 상대국에 신뢰할 만한 규제장치가 있는지 여
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대상 국가를 확대(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ʻ15.12.4,
금융위원회)
ㅇ 현재, FX마진거래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만 거래가 가능
- 그러나, EU 등 주요 선진국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규제 장치(예. EU
Regulation)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가하여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외환상
품에 대한 투자기회 및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력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EU 등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규제 장치가 있는 선진국에 대하여
FX마진거래 대상 국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가검토

□ 업계 및 협회를 통해 EU 등 선진국의 FX마진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및 국내 적
사유

용여부, 거래절차 및 투자자 보호장치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FX마진거래 대상국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해외사례 조사(~ʻ17.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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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4

건의내용

FX마진 규제 완화
□ (건의배경) FX마진거래는 해외통화선물과 비교하여 거래대상 통화와 거래단위 등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 이탈,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
ㅇ (거래대상 통화) FX마진거래는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에 국한되어 있
어 증거금을 해외통화(주로 달러)로만 예치하고 있어 원화로 위탁증거금 예치가
가능한 해외통화선물*에 비해 불리함
* 해외통화선물은 주간에 환전을 못해 증거금이 원화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환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를 달러로 계상하여 시스템에 증거금을 입
력해주는 가환전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거래단위) 해외통화선물은 표준상품 대비 거래단위가 축소된 미니(1/2), 마이크로
(1/10)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 반면, FX마진거래는 거래단위가 10만으로 획일화
ㅇ (문제점)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
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불법 계좌대여 서비스 업체로 이동
하여 피해가 발생
□ (건의사항)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원화기준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거래단위
를 현재 기준 1/5 또는 1/10까지 축소하여 투자자 이탈 문제 등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과도
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11.12월 등)를 취
사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무분별한 참여 확대 및 외환관리체계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
래단위 축소나 원화기준 거래 허용은 현시점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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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5

건의내용

거래소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에서 연기금 별도항목 삭제
□ (건의배경)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보유 채권 또는 주식의 헷지 목적으로 국채선
물, 주가지수 선물 등을 거래중
ㅇ 그러나, 거래소의 파생상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연기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장중 및 미결제 포지션이 그대로 노출되어 적극적인 헷지거래에 제약요인
으로 작용
*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ㅇ 연기금은 헷지 목적을 위해 국채선물, 주가지수 선물 등을 거래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포지션 노출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제약
□ (건의사항) 거래소 파생상품 투자자별 매매동향 중 연기금의 포지션 정보가 노
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예) 동일한 장기투자기관인 보험에 포함시키거나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등
을 기타로 하나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9개 투자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으
며, 연기금 등의 경우 특정 기금의 거래동향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연금,
기금, 공제회 등을 하나의 투자자 그룹으로 합산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사유

ㅇ 보험사 편입 등으로 투자자 그룹을 변경하는 경우 타 시장 정보과의 일관성*
및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정보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상존하며, 타
그룹과 병합하더라도 특정 투자자의 거래규모가 큰 경우 변경 전과 유사한 문
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 그룹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투자자 그룹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기타 장외시장 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구분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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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6

건의내용

개별주식선물 종목 현물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
□ (건의배경) 선물상품의 기초자산인 개별주식 종목들의 실시간 현물시세를 요청
하는 업계 수요가 다수 존재하나,
ㅇ 거래소는 기초자산인 개별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호가가 지연되는 시세만을 제
공하고 있으며 실시간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현물시세 전체만을 판매하고 있다
는 입장
- 그러나, 개별주식선물 매매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현물에 대한 가격 체크가 필
수적이기 때문에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 거래소는 상기의 현물가격과 같이 회원사 업무 및 영업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
□ (건의사항)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인 개별주식 종목들의 현물시세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게 실시간 시세 제공을 위한 저렴한 별도 상품개발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추가검토

□ 거래소는 현재 정보상품 체계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주식선물 기초
사유

자산 시세정보 상품에 대한 수요조사 및 상품개발을 거쳐 필요시 해당 시세정
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

한국거래소의 맞춤형 시세정보 상품 제공검토(~ʼ17.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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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7

건의내용

사후 미납증거금 납입시간 연장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사후증거금 미납계좌의 경우 익일 10시까지 미납할 경우
신규주문을 수탁거부하게 되어 있으나,
ㅇ 금융기관의 경우 현금 및 대용을 추가 납부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10시를
넘길 경우 주문수탁 및 고객매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 계좌 파악부터 시스템 입금까지 여러 담당자의 처리를 거쳐야하므로 상당 시간
이 소요(운용사의 납입운용 지시 지연, 수탁사의 입금처리 지연 등)
** 다른 회사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전면 금지되어 불가피한 손실
이 발생
□ (건의사항)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10시까
지로 되어있는 사후증거금 납부시간을 12시로 연장하여 고객편의 및 거래활성
화 등에 기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3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규모
가 큰 만큼 증거금 납입시한을 연장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포지션의 당일
처분(반대매매)기회가 축소되어 손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적격기관투자자[자본시장법(§9⑤)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
한 자산규모(5,000억원) 혹은 운용자산(1조원)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투자
자]에 한하여 장종료 후 증거금을 산출(사후위탁증거금)하여 익일 10:00까
지 예탁하는 것을 허용

사유
ㅇ 또한, 이미 일반투자자* 대비 1일 이상의 증거금 지연예탁이 허용되고 있는 상
황에서, 추가 연장**시 투자자간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
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투자자(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의 경우 주문시점마다 위탁증거금
을 산출(사전위탁증거금)하여 실시간으로 충족여부를 확인
** ʻ06년 12월에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을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한에서
익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한으로 연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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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8

건의내용

국채선물 1회 주문한도 상향
□ (건의배경) 국채선물(3년물)의 1회 주문한도가 1,000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
관투자자 등의 주문수행에 애로*
* 국채선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ʻ15년 일평균 12만계약)하였고 호가 잔량도
2,500 ～ 3,000계약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도가 적어 투자자
들의 불편이 가중
ㅇ 국채선물 스프레드 주문한도 역시 1,000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유사한 애로*
발생
* 미결제 1,000계약 이상은 포지션에 대해 주문을 여러번 수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 (건의사항) 국채선물(3년물)의 1회 주문한도와 스프레드 주문한도를 현행 1,000
계약에서 시장 규모 확대에 맞추어 상향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
행세칙 제61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일부수용
□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대량주문 실수* 등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상품별로 호가수량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ʻ10년 甲증권은 파생상품 거래가격 착오입력으로 120억원 상당의 손실 시현
** 호가수량한도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하나의 호가당 지정할 수 있는 매수 혹은
매도수량의 최대치

사유

ㅇ 언급하신 국채선물의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
하여 호가수량한도를 1,000계약에서 2,000계약으로 확대(ʻ16.6월)한 바 있으나,
* 스프레드거래는 동일한 상품(예: 10년국채선물)의 다른 결제월물에 대하여
하나의 종목(예: 2016년 12월물)을 매수하고 다른 하나는 매도(예: 2017년
3월물)하는 거래로 일반 결제월물 거래와 별개의 종목으로 상장, 거래
ㅇ 일반 결제월물 거래*의 경우 분할주문의 불편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행
의 호가수량한도를 유지하여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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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 결제월물 거래는 스프레드거래(매수?매도거래가 동시체결)와 달리 매
수?매도 중 일방으로 호가가 누적되는 경우 거래위험이 커질 우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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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9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 도입 재건의
□ (건의배경) 금융위는 업계의 셀프매칭 프리베션 프로그램 도입 건의에 대하여

건의내용

도입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시스템 속도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
수용한 바 있음
* 셀프매칭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0.2% 미만, ʼ15년 상반기)으로 셀프매칭프로그
램 도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① 동 프로그램 도입시 가격과 시간에
따라 우선 체결되는 현행 매매체결 원칙 외에 거래주체 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
가 필요하여 체결시스템 속도 및 안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② 거래소 시스템 이외에 62개 회원사의 체결시스템 변경 필요로 대규모 비용
발생 및 그에 따른 반발도 우려(금투-삼성선물-20150003, 13주차)

ㅇ 그러나, 셀프매칭 비중이 미미하다고 해서 절대 건수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며
셀프매칭 적출로 인한 회원사 및 고객의 불편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실익은 충분하며,
* (1) 동일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복수의 계좌를 통해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특히,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지적할 경우 고객의 민원 및 항의가 빈번한 상황임
(2) 회원사(선물사)에서도 거래소로부터 불공정거래 통보를 받을 경우 매번 투자
자에게 유선경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가 시세조정이나 불공정한 매매임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업무상 애로 발생

ㅇ 비용측면에서도 거래소 시스템을 신규주문 거부 또는 기존주문을 취소하는 방
식으로 변경할 경우 소요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해외거래소(CME)의 경우 셀프매칭 발생시 투자자와의 면담을 통해 투
자자 요청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음*을 참조할 필요
* CME는 셀프매칭이 발생할 경우 우선 회원사의 설명을 듣고 주문집행자의의 인터
뷰를 요청하여 유선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서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고객이 신청을 하면 같은 가격에 매도, 매수주문이
올라 올 경우 선택적으로 기존주문 또는 신규주문이 취소) 활용을 제안함
□ (건의사항) 불공정거래(자전거래) 논란 차단을 위해 셀프매칭프리벤션 프로그램
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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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추가검토

□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의 도입은 파생상품시장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
사유

쳐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시장수요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셀프매칭 프리벤션 프로그램 도입검토(~ʻ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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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0

건의내용

파생상품시장 주문 체결 체계 개선
□ (건의배경) 파생상품시장의 최초약정가격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문체결 순위는 동일가격의 경우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ㅇ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최초약정가 제출시간인 오전 8시에 정확히 주문을 하기 위
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쟁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건의사항)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시 동일가격의 경우 수량을 감안한 비
율배분방식으로 변경 필요(시간우선 배제)
ㅇ 아울러, 상기의 제도 개선시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시초가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
한 개별경쟁거래 제도 도입도 동시 추진
* 특정 결제월의 포지션을 다른 결제월로 이월시키거나 결제월물간 가격차를 이용
한 차익거래 등에 이용하는 거래로 오전 9시부터 주문이 가능하지만 시초가 결
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는 미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72, §7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는 단일가매매(시가 및 종가 등 결정시)와 접속매매 모두 가
격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의 대원칙으로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에만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건의와 같이 수량을 감안한 비율배분방식 적용시 대량의 주문을 제출하는

사유

대형 기관투자자(기관 및 알고리즘 거래사)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투자
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일가매매 체결이 필요한 경우 유리한 가
격으로 호가를 제출하면 시간우선원칙의 배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ME(미국), JPX(일본)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도 단일가 매매체결시 가격-시
간우선의 원칙을 적용 중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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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1

건의내용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 완화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기본예탁금 인하, 과도한 교육시간 단축 등 파생상품시
장 진입규제 완화 건의를 수차례 건의
ㅇ 특히, 불법대여계좌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서라도 정규시장 활성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히려 투자자보호
를 이유로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임
ㅇ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일부 규제완화를 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지만,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 → (개선)①ʻ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ʼ 또는 ②ʻ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완화 대책으로 보기가 어려움
- 한편, 최근 일반 개인들은 유학자금 송금 등의 목적으로 외환보유 금액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헤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
로 인해 파생상품시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기존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기본예탁금 인하*, 교육시
간 단축, 옵션매수전용계좌 재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
* 특히, 통화선물은 기본예탁금 대비 1계약 거래시 필요한 증거금이 매우 작으며
(달러 선물은 50만원 수준임), 일반투자자 또한 헤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어 기본예탁금을 시급히 인하(현행 3천만원 → 최소 1천만원 이하)할 필요
가 있음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수용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ʻ16.11.23)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

사유

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진입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헤지전용계좌 도입(기본예탁금 면제), 옵션 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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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단계별 교육시간 분리 등

향후계획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 개정(ʻ17.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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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2

건의내용

누적호가수량한도 제한 예외규정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여 주문을 낼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함
* 파생상품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 호가수량 누계의 최대치
ㅇ 누적호가수량한도 초과 주문요청은 일반적으로 최근월물의 선물과 옵션의 거래
월물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기일이 있는 주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 당사는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ʻ협의회ʼ)의 의결을 통해 상기의 특정기간(만기일이
있는 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회 의결없이 초과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하였음
- 그러나, 거래소는 규정상* 누적호가수량한도 초과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즉 만기
일이 있는 주에 매번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불필요한
업무절차가 반복적으로 수반되고 있음
* 대량거래(알고리즘거래는 제외 한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험
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상향 조정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해당 거래에 한정하여 일
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
□ (건의사항) 월물교체에 따른 대량의 롤오버 거래로 누적호가수량한도 초과가 일
어날 수밖에 없는 만기 주에 대해서는 매번 협의회 의결없이 초과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결(심사)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미체결호가수량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시장안정성 훼손 및
최종거래일의 가격변동성 확대 등 방지를 위해 누적호가수량 한도 제도*를 도
입?운영중입니다.

사유

* 파생상품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호가 합계수량의 최대치를 정하고 이
를 초과하는 호가제출을 차단하는 제도
ㅇ 다만, 정상적인 대량거래가 제한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수량한도를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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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상향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부
서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최종거래일이 속한 모든 주의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상향조
정하도록 사전에 정하거나 연 1회의 심사를 통해 수량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 제도 운영이 형해화 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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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3

건의내용

통화선물 등 실물 인수도대금의 분리 처리 허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최종결제일에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수 또는 인도 대금을
납입 또는 인출할 때,
* 통화선물 등 일부 장내파생상품은 최종결제일에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결제
ㅇ 보유계좌에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증거금 부족분 만큼을 인수 또는 인도 대금
에서 충당*하게 됨
* 증거금이 유지증거금과 위탁증거금 사이에 있을 경우 신규주문 등 거래는 가능
하지만 인출은 위탁증거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추가적으로 인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인도대금 만큼을 모두
출금할 수 없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통화선물 등 실물 인수도 대금에 대해서 유지증거금을 상회하
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2안) 실물인수도 대금이 기존 보유계좌의 증거금과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실물인수도 입출금계좌 설정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9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거래소는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 관리를 위해 위탁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거래소 회원이 투자자의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받는 담보금액

사유

ㅇ 다만, 주가 등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증거금으로 예탁한 자산의 가치변동 등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증거금을 수시로 충당하여야 하는 투자자 불편을 감안
하여 일시적으로 낮은 예탁수준을 허용하는 유지위탁증거금 제도를 도입,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유지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대비 2/3의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투자자는 예탁

- 517 -

액이 유지위탁증거금에 미달할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의 금액을 납입
ㅇ 즉,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은 원칙적으로 위탁증거금 이상의 증거금액을 예
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며 투자자 편의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설정한 금액인 유
지위탁증거금을 투자자 예탁재산 인출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측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또한,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전체 거래 및 모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당 투자자가 수령할 인수도대금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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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4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 정정방법 개선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

건의내용

정방법으로 자기거래로 직접 인수하거나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간 정정이
가능하지만,
ㅇ 계좌간 정정의 경우 부분정정이 허용되지 않고 전량정정만이 가능하여 업무상
애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착오거래 분에 대해 고유계정으로 떠안게 되어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
*

예) A계좌에서 100개, B계좌에서 50개가 체결되어야 하지만, 착오로 A계좌에서
50개, B계좌에서 100개가 체결된 경우 B계좌의 50개를 A계좌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정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임
그러나, 계좌간 부분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선물사는 A계좌에서 추가
적으로 50개의 주문을 내고 B계좌에서 50개를 자기거래로 고유계정에서 인수하
고 있음

□ (건의사항)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착오거래
로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계좌간 부분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1, 동 규정 시행세칙 §77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기조치(수용)

□ 현재 거래소 규정상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 대한 계좌간 정정에 있어 전량정
사유

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분정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
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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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5

건의내용

거래소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 완화
□ (건의배경) 보유중인 국고채를 헷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채선물 매도, 대차제도
를 활용한 매도, 이자율 스왑시장을 통한 매도 등 총 3가지가 존재
ㅇ 그러나, 일부 소형사의 경우 국고채 전문 투자회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이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자율 스
왑시장을 통한 매도 헷지는 불가능
*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또는 법인인
최대주주(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다)가 해당 자기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
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자본금 규모가 큰 모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형사는 사실상 자기거래청산회
원 가입이 불가능
ㅇ 소형사들의 운용수단이 크게 축소되어 시장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시장
유동성도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
□ (건의사항) 거래소의 자기거래청산회원 요건을 자기자본 5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이자율 스왑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
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11①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거래소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현행 거래소 자기청산회원 가입 재무요건*은 CCP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은 장
외파생상품 시장구조, 해외 주요 CCP의 재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습니다.

사유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은 자기가 수행한 거래만 청산할 수 있는 자
기청산회원과 위탁자의 거래를 수탁받아 청산할 수 있는 일반청산회원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요건도 달리 규정(자기청산
회원 500억원, 일반청산회원 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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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CP는 자기자본으로 거래의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결제불이행 회원의 포지션
손실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위험이 높은 만큼* CCP
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동 위험을 감내가능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가 결제불이행 회원의
계약에 대해 경매를 통해 이를 처분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계약 처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처분과정 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 CCP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
소 청산회원에 대한 재무요건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 CCP 회원 재무요건 : (일본 JSCC) 5천만달러 또는 50억엔 이
상, (영국 LCH) 5천만달러 이상 등
□ 거래소 청산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청산위탁자의 지위에서 일반청산회원
에 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보험사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청산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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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6

건의내용

선물 스프레드 거래 관련 제도 개선
□ (건의배경) 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주로 롤오버(roll-over)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
량 협의거래로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일반 거래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 만기가 다른 선물계약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설정(원월물 매
수, 근월물 매도)
ㅇ 통화선물을 제외한 타 품목의 호가 수량한도가 1천 계약*으로 일반 거래와 동
일하여 대량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롤오버시 불편을 초래중
* 코스피 200, 국채, 금 일반선물과 스프레드 거래 모두 1천 계약
ㅇ 일반거래와 마찬가지로 장중 경쟁매매 체결을 강제할 경우 호가 잔량이 적어서
분할 체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호가 차이에 따른 Slippage* 비용이 발생하여
헤지 효율성이 저하
* 매매주문시 체결오차 현상이 발생하여 원하는 가격에 선물 거래가 불가능
ㅇ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동시호가 거래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통화선물의 만기
Roll-over거래시 대량의 미결제약정을 이월시킬때 불편하고, 장중 경쟁매매만
가능하므로

대량주문

처리시

매수/매도

호가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Slippage) 발생으로 헤지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사항) 통화선물을 제외한 타 품목의 선물 스프레드거래 호가수량 한도 확
대 필요
ㅇ 아울러, 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도 개장 및 종장 동시호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
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1항(별표 17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일부수용
1. 선물스프레드거래 호가수량한도 확대 : 기조치

사유

□ 만기가 도래한 선물거래 미결제약정을 차기월로 이월(Roll-over)할 때 주로 사
용되는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편의 제고를 위해 스프레드거래의 국채 및 일반상
품선물(금․돈육) 호가한도를 1,000계약에서 2,000계약으로 확대(ʻ16.6월)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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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프레드거래의 대량호가 규모가 극히 미미한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호가수량
한도를 확대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장 추이를 살펴 확대
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ʻ15년 기준 801~1,000건 수준의 호가건수 비중은 코스피200선물은 0.1%(3년
국채선물은 15.4%)
2. 선물 스프레드거래 종목의 단일가매매 : 불수용
□ 단일가 매매는 거래의 연속성이 장시간 단절(시가)되거나 주가급변 가능성(종가)
이 높은 경우 일정시간 동안 다수 시장참가자의 매수?매도 호가를 집중시켜 시
장상황을 잘 반영한 대표가격을 산출하고자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ㅇ 선물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결제월 종목이 단일가매매로 거
래되고 있는 만큼, 해당시간 동안에는

2개 결제월물의 패키지(package)인 스프

레드거래 보다는 각 결제월 종목으로 호가를 집중시키는 것이 제도 운영의 취
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선물 스프레드거래: 하나의 결제월 종목(최근월 종목)과 다른 결제월 종목
(원월 종목)을 일시에 반대방향으로 거래하는 것
□ 또한, 선물스프레드거래와 일반 결제월종목이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 선물스프레드거래에 포함된 결제월 종목의 가격(직전가격인 전일
종가*)과 일반 결제월종목 가격(시가)간의 괴리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으며,
* 선물스프레드거래 구성종목은 의제약정가격(최근월종목은 직전가격, 원월종
목은 직전가격 + 해당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 체결 간주
ㅇ 이를 감안하여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순서를 일반 결제월 종목 대비 후순위로
조정하더라도 체결정보의 전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선물스프레드 거래 이용비중에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래소 및 업계 시스템
의 전반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동 건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비중(ʻ15.12.28~ʼ16.12.28)은 시장 전체 대비 0.5%
내외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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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7

건의내용

FX마진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건의배경)

FX마진거래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ʻ09년~ʼ11년 다양한 규제* 도입
* 거래단위 10만 단위, 증거금률 인상(2%→5%→10%), 복수 FDM으로부터 호가입수 등
ㅇ 미․일 자국민대상 FX마진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 국내투자자가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중개사와 직접 거래하는 등 부작용
* (미) 거래단위는 FDM별로 매우 다양하며 증거금률은 주요통화의 경우 2%, 비주
류 통화는 5%
(일) FX마진의 거래단위는 10만, 1만, 100계약 등, 증거금률은 4%
- 복수 FDM 규제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의 FX마진거래 중개사(총 8개
사: 선물사 2사, 증권사 6사)가 있어 호가제시는 시장논리에 따른 가격경쟁이 이
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규제의 실익이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거래단위를 완화하여 1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미니 FX마진 상품 허용* ② 증거금률을 글로벌 수준인 2%~5% 수준으
로 완화하며 ③ 복수 FDM 규제는 폐지
* (1) 미니상품은 소액투자가 가능해 거래경험 축적이 용이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증거금 감소로 인한 강제청산 가능성이 낮음(일 FX마진거래 조사결과 미니
상품의 손실계좌 비율이 낮았으며, 계좌의 일정기간 잔존비율도 기존상품대
비 미니상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2) 금융위는 미니 FX마진 상품 허용에 대해서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의
거래현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답변한 바 있으나(ʻ15. 4월, 4주차 회신), 코
스피 200 선물․옵션 규제는 기본예탁금, 과도한 교육시간 등이 주요 규제 이
슈인 반면, FX마진 상품은 거래단위 규제가 결정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어 규제 이슈에 있어서 차이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9,
§3-30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국내 금융환경은 미국, 일본과는 상이하므로 국가간 단순비교하는 방식은 올바
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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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고, 과도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참여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mini 사이즈 거래 및 증거금률 완화는 현 시점에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도입된 복수
FDM규제의 경우, 현재까지도 일부 FDM의 시장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수용이 곤란합니다.
* 해외 FDM 다변화가 진행 중이나, 소수 FDM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
이고, 국내 중개사도 8개사에 불과한 실정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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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8

건의내용

엔선물, 유로선물 협의대량거래 최소 신청수량 축소
□ (건의배경) 동 건의사항은 장내 가격발견기능 악화로 인해 경쟁시장 본연의 기
능 훼손 우려가 있어 불수용된 바 있음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ʻ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8)
ㅇ 상기 불수용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엔선물과 유로선물은
그 활용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예탁금 규제 등 개인참여 제한 등으
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최근 거래 통화 다변화로 엔, 유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들
은 선물거래보다 수수료가 높은 은행 선도거래(foward)를 활용하고 있음
** 엔선물, 유로선물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1,500계약 수준임(달러선물의 1% 내외,
ʻ16년 기준)
※ (해외사례) CME는 유동성에 따라 협의대량매매 최소수량 차등화 : 유로/달러선
물, 엔/달러선물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은 150계약, 유로/파운드선물, 원/달러
선물 등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은 50계약
□ (건의사항) 엔선물, 유로선물의 경우 유동성이 일정수준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
으로 협의대량 거래 최소신청 한도를 현행 200계약에서 50계약으로 하향*
* 유동성이 부족한 금선물의 경우 협의대량매매 최소 신청 한도가 50계약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70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수용
□ 거래소는 경쟁매매시장 가격발견기능 훼손 우려 등으로 상품별로 협의대량거래
신청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

* 코스피200선물 등 20~5천계약, 코스피200옵션 등 : 20~1만계약, 3년 국채선
물 : 500~5천계약, 엔?유로선물 : 200~1만5천계약
□ 하지만, 경쟁매매 시장에 실수요자의 거래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
이 최근까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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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히려 상대거래를 통한 최소한의 시장기능 활용까지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평균거래량(단위 : 계약) : (ʻ15년)엔선물 1,510, 유로선물 3,912 (`16.1~ʼ3월)
엔선물 2,218, 유로선물 3,524
ㅇ 따라서 수출입 업체 등 시장 실수요자가 선물시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쟁매매시장의 유동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신청수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향후계획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ʻ16.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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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19

파생상품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 (건의배경) 동 건의사항은 ① 호가 제시업무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제한 ② 거

건의내용

래소 회원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③ 시장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불수용된 바 있음*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ʻ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2)
ㅇ 그러나, ① 고유재산 운용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중개업)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자산의 매매를 금융투자업무에 해당하는 호가 제
시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만약 고유재산 운용이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인 호가제시 업무로 보아야 한
다면, 최근 금융위의 ʻ금융회사 영업해위 규제개혁안ʼ(ʻ15. 12월)에서 발표한 본질
적 요소 위탁의 전면 금지를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 필요
ㅇ ② 거래소 회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서도 동 규제를 찾을 수 없고, 회원이 필요에 따라 자기거래를 위탁하
는 것이므로 회원제 운영취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ㅇ ③ 또한, 자기매매와 타회원의 위탁거래분 분류에 따른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관
리(시장관리)는 ʻ10.11월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건 이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회원 위탁금지와 다름*
* CME는 미니 S&P500 선물․옵션 보유한도가 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타회원 위탁
을 금지하지 않음
ㅇ 아울러, 전산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우발상황에서까지 타회원 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거래소 회원)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 미결제약정 한도관리는 타회원 위탁 허용 금지보다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③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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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투자매매업자가 고유업무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
도록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는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 업
무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42, 동법 시행령§47①제1호)
□ 거래소도 회원관리규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인프라를 갖춘 자를 회원으로 하
여 자기책임 하에 매매?결제(원칙적으로 제3자 위임 금지)하도록 규율하여 장내
사유

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회원관리규정 등)
□ 파생상품 거래 관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 승인을 거쳐 별도 단말
기를 통해 호가입력을 할 수 있는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본질적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제3자 위탁을 허용
할 실익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 현실적으로 증권사 등 거래소 회원 중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충
분한 거래능력(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춘 자인 만큼 실제로 제3자 위탁을 맡
길 실익도 낮을 것으로 예상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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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20

파생상품 일반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 요건 완화
□ (건의배경) 파생상품 일반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요건인 30시간 교육과 50시간

건의내용

의 모의거래를 이수하더라도 주문 위탁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미결제약정 보유
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일 경우 동 교육과 모의거래를 재이수 해야함
ㅇ 이미, 파생상품 관련하여 상향된 기본예탁금 제도,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업계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파생상품 거래일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재이수 하게끔 하는 것은 과도한 규
제라는 의견이며
-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필요하지 않더라도 거래요건 충
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기존에 파생상품 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파생상품 투
자가 실제 필요한 경우 거래일수 부족으로 파생상품거래가 제한되어 자산관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기 파생상품 거래요건을 충족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전투자경험 요
건(위탁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115 ①1,9, ③1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검토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2

일부수용
□ 개인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의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의무교육 시간을 파생상품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별
로 차등화 하는 등 과도한 제약요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유

* `16.11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ㅇ 다만, 파생상품시장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속도,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교육,모의거래 이수를 전면 폐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17.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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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21

건의내용

선물옵션 반대매매규정 개정
□ (건의배경) 현재 선물옵션 임의반대매매시 현재가가 아닌 최우선상대호가로 제
출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 (예시) 16년7월물 콜232.5p의 현재가는 5.76p, 최우선매도호가 23.40p, 최우선매수
호가 0.11p,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23.29p로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 위 종
목을 회원사가 임의반대매수하면 23.40p + 0.45p = 23.85p로 제출되며, 이 가격
은 현재가보다 4배 이상 높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반대매수 체결된 손실은 투자
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됨
□ (건의사항) 관련규정의 임의 반대매매 주문호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
- 변경 전 : 최우선상대호가 ± 9 tick
- 변경 후 : 현재가 ± 9 tick ʼ or ʻ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ʼ
* 회원사에 자율 결정으로 맡기면, 임의 반대매매 미체결 위험을 감안하여 내부규
정으로 제정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2조(위탁자의 예탁불이
행시 등의 조치) 제1항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거래소에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2

수용
□ 현재 위탁자가 파생상품의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정리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
실이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운영 중입니다.
* 매수거래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로부터 +9tick(호가 최소단위) 이내, 매도거래
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로부터 -9tick 이내

사유

ㅇ 하지만 최우선호가가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도록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격 차이로 인해 반대매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확대되
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원은 반대매매시 선량한 관리자로써 위탁자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면서 즉시
반대매매할 수 있는 적정 시장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할 필요
□ 이에 원칙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유동성이 부족하여 최우선호가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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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시장가격과의 처이가 큰 경우에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직전 체결가격(없는
경우 당일 기준가)으로부터 9tick 내에서 반대매매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ㅇ (방안) (최우선상대호가 또는 직전체결가격(없는 경우 기준가)) ± 9tick
- 최우선상대호가가격과 직전 체결가격(직전체결가 없는 경우 기준가)간의 차
이가 9틱 이상인 경우 최우선상대호가와 직전 체결가격중 회원의 판단하에
적정 시장가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반대매매 호가 제출 허용

향후계획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17.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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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22

V-KOSPI200선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건의배경) ①V-KOSPI200(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건의내용

데, 거래량이 극히 미미(최근월물의 경우 10~20계약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원월물의 경우 거래가 없음)
- 이는 LP가 호가를 제시하더라도 변동성지수의 이론가 산정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동
호가가 어떤 근거에서 제시된 가격인지 알 수 없어 매매에 응할 수 없기 때문*
*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이나 LP가 제시한 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에 나설수 있는데 관련된 참고지표가 전무함
②한편, 개별주식옵션도 유동성이 극히 빈약한데, LP 역할 미흡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최소호가 수량이 매우 적은 데다 스프레드를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벌리고 있
으며, 거래체결 이후에는 가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등 LP가 제시하는 호가
의 일관성이 없음
□ (건의사항) ①V-KOSPI200선물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지수 이론가 산정방식을 공
표하여 거래가격 또는 LP제시 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
②개별주식옵션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허용된 스프레드 범위를 축소하는 등 LP의
호가제출 관련 의무를 강화

현장점검반
대응

금융위(한국거래소)에 건의사항 검토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2

불수용
ㅇ V-KOSPI200(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이론가 산출산식 공표 : 불수용
ㅇ V-KOSPI200선물은 표준화된 이론가격 산출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산출산식을 공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한 이유로 변동성지수선물을 상장한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론가격을

사유

산출하여 공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ㅇ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호가 스프레드범위 축소 : 불수용
ㅇ 시장조성자가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호가 스프레드의 범위는 규정 등에서 규
율하고 있지 않고 시장조성자와 거래소 간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스프
레드범위 축소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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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부진원인이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호가스프레
드 관련 의무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시장조성자가 계약을 종료하여 시장을 이
탈하고 시장조성자 없이 시장이 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건의취지 및 개별주식옵션 시장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
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및 거래현황 >
□ 거래소는 ʼ16.3월 현재 총 20개 기초주권에 대한 개별주식옵션을 상장(삼성전자,
현대자. KB금융지주 등)하고 있으며, 9개 회원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여 매수
-매도호가를 제공 중
ㅇ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에 의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시(일중 거래시
간의 80%) 및 호가스프레드 유지(종목별로 3틱~20틱)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유
동성 공급 필요성과 시장조성자의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
□ ʻ15년도 개별주식옵션 일평균 거래량은 2,955계약, 미결제약정은 총 27,511계약
으로 ʼ14년 대비 각각 10배, 15배 성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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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3-23

건의내용

장외파생상품 일부 환매시 거래확인서 작성 관련
□ (건의배경)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의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기준에 따라 OTC 거
래후 관련 업무를 처리
ㅇ 동 기준에 따라 OTC 신규 및 환매거래시 사전거래확인서(Term sheet)를 상호
교부, 확인한 후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하여 이를 양사가 확인?인감날
인하여 서면으로 보관
ㅇ 다만, 일부 거래에서(예 : 만기가 20년 이상인 변액연금 상품) 누적 환매건수가
500˜600건에 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 환매시 마다 증권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 고객
과 상호확인하고 날인한 후 문서를 서면으로 보관하는 작업이 업무처리 측면에
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음
※ 통상거래에서도 이메일상으로 거래내역을 상대방이 확인한 경우 법적분쟁소지도
크지 않음
□ (건의사항) 신규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조건 등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이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하여 상호 인감날인 후 보관토록 하되,
ㅇ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환매에 대해서는 거래 및 결제정보를 이메일 상에
기재하여 상호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한 후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일부 환매
거래확인서, Partial confirmation)을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감원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기준 4-3-1

현장점검반
대응

금감원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감독팀

02-3145-7592

소관부서

검토의견

수용
□ 모범규준 4-3-1에 의하면 confirmation 수행(confirmation 수취 및 상호서명 등)
관련 방안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유

ㅇ 이는 confirmation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각 금융회사가 마련하여 사후관
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각 사에서 정하여 수행
□ 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환매에 대해 법적 분쟁발생 소지 및 거래 확인
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각 금융회사에서 confirmation 수행 방법을 전자적
인 방식으로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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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모범규준 4-3-1에 따라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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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1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 중 청약 철회제외
□ (건의배경)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시감시지

건의내용

표 항목 중 청약 철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 영역으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상시감시지표 항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기인하여 발생됨
□ (건의사항)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서 청약 철회 제외

현장점검반
대응

□ 금감원 소관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보험소비자보호국 보험영업검사3팀

02-3145-7283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ʻ청약철회ʼ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나, 영업행위
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조지표로 활용
○ 동일한 취지로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청약철회비율을 보험회사별 및 판매

사유

채널별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 따라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 ʻ청약철회ʼ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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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2

고유자산 운용시 이해상충 관리 관련 모범사례 전파 (금감원)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자산 운용*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건의내용

발생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이러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
준을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
요가 있음
ㅇ 그러나, 고유재산 운용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 등이 부재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시 착안해야할 사안 파악에 애로가 발생하여 고유자산
운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고유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감독, 검사업무 수행과정
에서 파악된 이해상충 방지 관련 업계의 모범사례 전파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소관부서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제도팀
검토의견

02-3145-6716

기조치(수용)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종목, 운용한도 등을 제
한하는 규제는 없으며, 다만 고유재산과 펀드재산간의
거래금지(법 제85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법 34조) 등 투자자 보호 및 대주주의

사유

부당한 영향력 제한 목적의 규제만 있음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검사사례집｣(ʼ13.2월),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ʼ15.2월)
및 ｢증권회사 영업행위 법규 실무안내｣(ʼ16.2월) 등의 책자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이
해상충 관련 각종 지적사례, 유의사항, 유권해석 등을 전파하였음(금감원 홈페이지
에서 조회 및 다운가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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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

건의내용

금융회사 비대면 업무수행시 신분증 진위 확인시스템 이용가능 신분증 확대
□ (건의배경) 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개설 등 비대면 업무방법 활용 필요
ㅇ 그러나, 비대면 업무 수행시 행정자치부의 ʻ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ʼ 이용 대상
신분증은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국한됨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를 실명확인증표로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불가
피하게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
□ (건의사항) 금융회사 비대면 업무 수행시 ʻ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ʼ 이용 대상
신분증에 장애인복지카드 추가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은행과

02-2100-2676

불수용
<<사무처장님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불수용에서 추가검토로
소관부처(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하여 실명확인증표에 장애인 복지카드 추가 여부
를 검토할 필요

-----------------------------

사유

<<은행과 검토의견>>
□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의무사항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면 비대면 실
명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시 인정 대
상 실명확인증표에 장애인복지카드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
□ 다만,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
이용대상 신분증에 장애인복지카드 추가에 대한 결정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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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2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규제 개선
□ (건의배경) 최근 일부 투자일임회사는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해외금융투자상품을

건의내용

투자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록을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소지가 있
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전산망 연결, 전산설비 구축, 2명 이상
의 외환전문인력 요건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외국
환거래법 §8①)
** 상기의 등록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외국
환거래법§27①)
ㅇ 그러나, 투자일임회사의 해외금융투자상품 매매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 투자일임업 영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본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임
- 외국환거래 자체에 대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환업무를 업으로 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투자일임업자의 수수료 수취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대가이지 외국환업무
에 대한 대가는 아님
ㅇ 또한, 투자일임회사의 해외금융투자상품 투자는 외국환업무 취급등록기관인 증
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일임회사가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모든 보고는 증권사가 수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대부분의 투자일임회사는 자본금, 인력규모(10명 내외) 등이 영세하여 2
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 전산설비 구축 등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 미등록에 따른 벌칙 요건이 과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제재부과시 투자자문사 존립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하여 해외금융투자
상품 자체를 투자일임 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투자일임회사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거나 개선 필요
ㅇ (2안) 등록이 필요하다고 결정시, 미등록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또는 미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벌칙부과보다는 계도나 시정을 통해 등록을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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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8①, 동법 시행령 §13, §14, §27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국제협력팀

02-2100-2894

추가검토
해당 건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관련 건
의로 판단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벌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부여되
어 있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사유
다만, 건의해주신 투자일임회사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도록 전향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법 소관인 기획재정
부 외환제도과에 검토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계획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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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3

건의내용

신탁재산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건의
□ (건의배경)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행자부)이 입법
예고(ʻ16.7.29) 후 현재 국회에 제출*(ʼ16.10.12)되어 심의중
* (국회제출안 주요내용) ①신탁재산 체납시 수탁자의 관허사업 제한 가능, ②체납
정보 제공 및 체납자 명단공개시 절차(위탁자별 구분) 규정 등
ㅇ 그러나, 상기의 개정안은 (1)우선 입법예고안과 국회개정안이 상이*하여 신의칙
및 입법절차를 위배하고 있으며 (2)업계의 신탁업 영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 발생 우려
* (입법예고안) ʻ수탁자의 관허사업은 제한되지 아니한다ʼ(강행규정) → (국회제출안)
ʻ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ʼ(재량규정)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계부
처(법무부 및 금융위) 및 납세의무자의 의견수렴절차 누락
- (자기책임원칙에 위배) 특정 신탁계약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사에 대해 관
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신탁계약의
위탁자들의 피해 발생*
*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조세체납자로 신용상
불이익(사업자금 조달 곤란 등)을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신탁재산에
피해 발생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신탁사가 상기의 체납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고유재산으로 대납하여야 하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도
신탁재산 재산세 전부 납부불가* → 오히려 재산세 납부를 위한 차입 필요
* ʻ14～ʼ15년 부동산신탁사의 신탁 재산세규모는 6,390억원, 영업이익은 4,997억원으
로 재산세에 비해 1,393억원 적음
- (금융산업 영위 불가) 신탁사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시 겸영신탁사(은행?증권사?보
험사) 및 전업신탁사(부동산신탁사)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 관련 인허가 제
한이 가능하여 금융사의 고유 금융업무수행이 불가*
* 특히, 신탁재산 체납으로 인하여 은행 등 금융사 업무가 정지될 경우 금융시장
마비로 대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1)지방세법 개정안의 ʻ관허사업 제한ʼ 재량규정을 입법예고안과 동일
한 강행규정으로 변경,
ㅇ (2) ①수탁자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및 체납자명단 공개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안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②체납정보제공 금지 및 체납자 명단공개 금지 특
례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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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법 개정안 §119의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신탁재산의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위 건의사항을 행정자
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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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4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의무 면제 요청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이하 ʻ집합투자업자 등ʼ)는 외국환거래

건의내용

법에 따라 외국환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한 때 한국
은행에 보고를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환거래(외화증권 매매, 해외직접투자 등)를 하는
경우 모든 거래는 증권회사 및 은행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 등의
보고는 불필요한 중복 보고로 판단됨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 의무 면제 요청
ㅇ 중복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등이 상기의 등록 및 보고 의무가 필요
하다면 업계에서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5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
사유

재정부 소관이므로 위 건의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
습니다.

향후계획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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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5

건의내용

비상장주식 중개시 증권사 증권거래세 납부 면제 요청
□ (건의배경) 증권사는 비상장주식을 장외채권거래와 동일하게 매매중개방식*으로
중개하고 있음
* 증권사가 당일에 매도자로부터 매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개하
고 있으며 증권사는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징구하며 장
외채권거래의 경우 수수료 수입으로 회계처리
ㅇ 거래의 형식이 매매일 뿐이며 거래의 실질은 중개이기 때문에 매매중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ㅇ 또한, 매매중개는 실질이 중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2회의 매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2번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중개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증권거래세(0.5%)를 차감한
수수료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미미하여 제도권 시장의 비상장 주식 거래
유동성 및 증권사 수익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거래세법 §1 등
□ (건의사항) 비상장주식 거래당일에 매매중개방식으로 중개하며 매도와 매수의
단가차이가 기 책정된 수수료 금액만큼의 차이가 날 경우 중개로 인정하여 증
권거래세 부과 면제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인지 타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
인지 여부는 단지 매수도의 단가차이 여부로 판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거래 형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사유

해됩니다.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만큼 매매중
개방식의 중개에 증권거래세 부과를 면제함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 545 -

ⅩⅣ-6

건의내용

펀드 세금부과시 펀드별 납부 통보 요청
□ (건의배경) 펀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현재 펀드별로 부과통보하지 않고 자
산운용사에 합산 통보하고 있어 세금 납부에 애로 발생
ㅇ 재산세의 경우 펀드별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또는 수탁은행에 대해 펀드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
되는 재산세를 합산하여 통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펀드별로 납부할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정 펀드가 타 펀드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펀드별 또는 물건별로 재산세 등 세금 납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통
보체계 개선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펀드의 재산세 등 세금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내
용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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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7

건의내용

부동산개발업 영위 가능 특수목적법인 확대
□ (건의배경) 부동산개발업법상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특
수목적법인(SPC)은 투자회사(주식회사) 형태만 가능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가 투자회사 이외에도 다
양하며,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할 때 상황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기의 SPC를 투자회사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개정이전에는 유한회사형과 투자회사형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며, 유한
회사형은 충분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선호되고 있는 집
합투자기구임
□ (건의사항)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SPC를 유한회사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다양한 집합투자기구 형태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①2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추가검토

특수목적법인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국토
교통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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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8

건의내용

비거주자와 외화채권을 담보로 한 REPO거래 여부 명확화
□ (건의배경) 증권사가 자금을 외화채권으로 운용함에 있어 비거주자(해외시장)에게
외화채권을 담보로 한 REPO 거래가 허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애로가 발생
ㅇ 최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
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
제방식으로 전환*
* 외국과의 지급 및 수령, 외화예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영위가 가능
ㅇ REPO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에 대한 인가를 받
은 증권사는 REPO거래를 영위할 수 있으며 상기의 규정개정에 따라 비거주자
를 대상으로 외화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업계에서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채권 담보 REPO 거래가 외국과
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현재,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PO 거래는 담보 채권이 해외에서 발행된 미국
우량등급(A급 이상) 금융채이며 각 종목별로 10억불 이상 안정적?정기적으로 발
행되고 있어 유사등급 타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높음
- 따라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담보로 한 REPO 거래가 활성화 될 경
우 해외 REPO시장을 이용한 안정적인 외화조달, 다양한 해외채권 매매를 통한
신규 사업모델 개척 등 순기능이 기대됨
□ (건의사항) 증권사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담보로 한 REPO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의 명확한 답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4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기재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조치(수용)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유예림 사무관 >

사유

□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증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거래를 하고 동 거래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 차입 또는 대출을 하
는 경우와 동일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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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차입) 또는 제2-23조의2(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등) 규정이 적용됨
-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RP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
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은행
혹은 기획재정부에 신고 필요
-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RP 매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
에게 외화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1항에 따라 직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외국환업무로서 수행 가능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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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9

건의내용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
□ (건의배경) 당사는 기존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을 건
의*하였으며
* 금투-메리츠-20150030,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7주차)
ㅇ 금융위에서는 ʻ15년중 기재부, 국세청과 협의하여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한
엔젤투자 세제혜택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명확화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상기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진척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신탁을 통한 엔젤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한 엔젤투자 세제혜택 적용여부 및 적용범
위 명확화를 조속히 처리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확재정부
사유

및 국세청의 소관사항인 만큼 본 내용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여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본 내용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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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0
건의내용

양도소득세 부과시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
□ (건의배경) 상장주식 매매시 대주주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이때, 코스닥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억 이상, 코스피
는 25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
* 대주주 해당 지분율 기준은 코스닥은 2%, 코스피는 1%임
- 그러나, 10억 미만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꾸준한 주가상승으로 시가총액
이 20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 연말에 보유주식을 의도하지 않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아울러, 최근 상하한가 폭이 15%에서 30%로 변동됨에 따라 코스닥의 경우 시가
총액이 15억(코스피는 19억) 수준일 때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1안) 대주주 해당 기준을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동시에 충
족되는 경우로 변경하거나 (2안) 대주주 해당 기준을 코스피 35억, 코스닥 30억
원으로 상향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157 ④, ⑤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기준 상향(=과세범위 축소) 관련사항은 원칙적으
로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①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대주주 요건으로서 지분율 기준 만을 두게 되면, 시가총
액이 큰 대형 종목의 경우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매도를 하였음에도

사유

비과세가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분율 기준과 시
가총액 기준을 동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ʻ16.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국회논의 등을 거쳐 마련
된 ʼ16.12월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요건이 코
스피시장은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
각 인하될 예정으로, 건의하신 사항(과세범위 축소)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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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1

건의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추가
배경) ISA 계좌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어 현재 각 금융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러나,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상품이라는 점* 이외에는 이전의 재형저축
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 분
리과세
** 연간 1,200만원 납입한도(분기 300만원), 금융수익(이자, 배당)에 대해 비과세
- 일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고객들에게 크게 매력적인 상
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5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으로 인해 그 매력도 또
한 반감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ISA 계좌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품성을 크게 높여 많은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책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3

추가검토
□ 세제혜택 강화 및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ISA를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유

□ 다만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논의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해당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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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2

금융투자업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개선
□ (건의배경) 자기자본이 1조원 미만인 증권사는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과

건의내용

거 1년간 누적)을 초과하여 차입시 기재부에 신고하는 등 외화 차입에 애로가
많은 상황임
ㅇ 특히, 해외 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자
체가 제한되고 있어* 해외 본사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여 외화조달을 통한 다
양한 금융투자업무 영위가 제한되고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ʻ영리법인ʼ 등은 외국환은행 또는 기재부장관에게 신고
후 외화자금차입이 가능하지만 해외 증권사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
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외화자금 차입
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7-14①)
※ (첨부) 해외 증권사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어려움에 따른 업무 애로 사례 참조
□ (건의사항) ① 해외 증권사 국내 지점도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전향적 해석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② 자기자본이 1조원 미만인 증권
사가 외화차입시마다 신고해야 하는 상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동일하게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부에 신
고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제7-1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2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해외 증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비거주자로부

사유

터 외화차입 불가
-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으로부터 영업기금 도입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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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원화용도 자금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하여 자금 조
달 가능
② 금융회사의 외환업무 범위*, 관련된 부담수준** 등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증권
사와 외국환은행에 동일한 수준의 신고제도를 적용하기는 곤란
* 증권사의 외화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으로 제한
** 증권사의 경우 ʻ외화LCRʼ, ʻ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ʼ 등 규제 미적용
- 관련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화차입 절차를 은행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
- 이와 같은 이유로, 증권사 뿐 아니라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외화
차입시 신고 필요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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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3

PFV 출자 금융기관에 집합투자업자 포함
□ (건의배경)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는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건의내용

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발기인으로서 반드시 5%
이상 출자하여야 함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법 §51의2)
** 국민연금관리공단,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
합투자업자는 빠져 있음
ㅇ 상기의 금융기관 등에 집합투자업자가 빠져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SOC건설, 자
원개발 등 다양한 PF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PFV 참여가 어려워 추가적인 수익
기회 발굴이 제약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자산운용사로서 유가증권, 부동산, 선박
등 특별자산 등의 모든 자산에 대해 전문적인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기
의 PFV 출자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상기의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출자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51의2, 동법 시행령 §61②, §86의2④,⑤4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62

불수용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
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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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규정 필요
□ (건의배경)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건의내용

자라고 판결(대법원 2013도14969)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탁회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중
ㅇ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실제 사업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신탁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개발사업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추후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
만 취득하고 있어 신탁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의무를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
지 않음
- 한편, 신탁수수료의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신탁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신탁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신탁회사의 대지급금 미회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건의사항) 차입형 토지신탁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ʻ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ʼ 제6조에 위탁자임을 명확히 규정
ㅇ 만약 개발부담금을 신탁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회사 고유자산으로부터 지출될
경우, 고유자산의 부실화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타 부동산개발사
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 한도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00-2672

추가검토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본 내용을 국
토교통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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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5

건의내용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부동산신탁사의 체납관련 정보 공개, 제공 금지 요청
□ (건의배경)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위탁
자에서 수탁자(신탁사)로 변경
ㅇ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납부주체가 위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신탁사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에 포함됨을 신탁사에 안내하고 있음(ʻ16. 3월)
- 또한, 지자체는 행자부의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정보 제공 관련 운영지침(15.4월)
에 따라 ʻ신탁사의 성명 또는 상호(신탁재산 체납)ʼ를 명기하여 신탁재산 체납 정
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고유재산과 신탁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함에 따라 신탁사의 신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신용평가기관 등 신용정보이용자는 ʻ법인등록번호ʼ를 기준으로 신용정
보를 조회하며 체납자 명칭에 ʻ신탁재산 체납ʻ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
납관련 정보를 신탁사 신용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지자체에서 신탁재산 관련 신탁사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
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금지 (2안) 한국
신용정보원이 신탁재산 관련 신탁사 체납정보를 지자체로부터 받을 경우 ① 이
를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거나 ② 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사 신탁계정
을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 개선)*
* 국세청의 경우 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사 신탁계정을 구분하고 있음 → 신탁재
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번호(신탁사의 사업자등록번호+3자리) 관리 시스
템 참고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법 §107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 행정자치부,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여 검토
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불수용
[추가의견]

사유

□ 관계부처 협의결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할 예정은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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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견]
□ 지방세법 개정(2014년)에 따라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신
탁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명단 공개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금융위 내 관련부서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결과는 금
융투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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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6

건의내용

증권거래세 제도 개편
□ (건의배경) 장내거래시 보유기간이나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기준 0.3%의 정
률세금*이 부과중
* 중국 0.2%, 대만 0.15%, 홍콩 0.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ㅇ 거래시마다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악화되어 투
기적 성향을 가중시킴에 따라 매매 빈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
□ (건의사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매매가 많
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매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기재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건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및 세율감소, 시장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ㅇ 다만, 매매규모가 많을수록 증권거래세율을 할인하는 방안은 투자자의 무분별한
고빈도 매매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

사유

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ʻ16.9.30. 기재부가 발표한 ʼ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ʻ에는 상장주식의 양
도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는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세제가 점차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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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7

건의내용

해외주식 투자시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조치 적용
□ (건의배경)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 제고와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필요
ㅇ 해외주식은 ʻ15년 기준으로 거래규모가 30조원으로 이는 ʼ11년 기준으로 8.6배
증가한 것으로서 이미 국내 중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 해외주식 거래추이(중국 후강통 거래대금 포함) : ʻ11년(3.5조원), ʼ12년(3.3조원), ʻ
13년(6.5조원), ʼ14년(9.1조원), ʻ15년(30조원)
ㅇ 또한,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대
부분 우량투자자들임
- 이들은 투자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아 실제 기관투자자(운용사 등)에 비해서도
투자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우려가 크지 않음
* 국내 각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매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온라인 매매 환경을 개
선하고 있으며 리서치 자료 발간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건의사항)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최근 도입된 해외주식형펀드에 적용
된 비과세 조치를 적용할 필요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ʻ16.2.29. ʼ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ʻ가 출시되어, 국민 누구나 ʼ17년말까지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하면 10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주
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는 목적이 외화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외환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해외 개별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사유

달리 투자정보가 부족하여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에 따라 해외투자 전문 운용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주식형펀드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향후계획

- 560 -

ⅩⅣ-18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지원
□ (건의배경) 금융거래 등 실명확인 등의 업무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금융투자회사에 제출해야 함
ㅇ 특히, 미성년자 업무처리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업무처리시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컴플레인 제기
* 금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익일 다른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증
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출
□ (건의사항) 시중은행 등이 활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pisc.go.kr)*를 금융투자회사도 활용토록 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고객들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
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센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수용

□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권업계가 등본조회시스
사유

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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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19
건의내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요청
□ (건의배경) 현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ㅇ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사적연금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현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
* 은퇴 후 30년간 노후 필요자금이 최소 200만원 이상 필요(KB금융연구소)한 것으
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30년으로 가정시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저축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59의3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및 기획재정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투자금융연금팀

2156-9694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가검토
□ 건의하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확대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입니다.

사유

ㅇ 다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노후자산 늘리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겠습니
다.

향후계획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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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20

건의내용

ISA 비과세 한도 및 가입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 (건의배경) 현행 ISA계좌 비과세 한도(200만원)는 의무가입기간(5년) 대비 비교
적 낮은 편이며(단순 계산시 연 40만원의 절세 효과 발생)
ㅇ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등으로 한정되어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건의사항) 최근 저금리 기조 및 금융투자수익률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
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얻기 위하여는 비과세 한도를 확대(예시 : 400
만원)할 필요가 있으며
ㅇ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상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ISA 가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
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①, ②

현장점검반
대응

□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9

추가검토
□ 세제혜택 강화 및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ISA를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유

□ 다만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논의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해당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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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21

건의내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건의배경)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매매
시 연도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ㅇ 당해연도 이익에 대한 이전연도 손실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
고 있음*
* 예) ʻ14년 손실 -500만원, ʼ15년 이익 400만원 경우, 2년간 합산하여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33만원의 양도소득세(250만원 기본공제, 양도세
율 22%) 납부
□ (건의사항)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월하여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118의2 ~ §118의8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검토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불수용
□ 건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판단할 사
항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식에
대한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로 전

사유

환해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주요국은 손실발생시 이월공
제를 허용 중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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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22

건의내용

안행부 ʻ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ʼ 참여 및 대상 신분증 확대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본
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함
ㅇ 이 때, 신분증 발급기관에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까지 위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하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을 근절하
기가 어려운 실정임
* 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행정안전부 ARS 음성확인 시스템(1382)으로 실명번
호, 발급일자 등으로만 가능하여 사진이 위조된 경우는 검증이 불가함
-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에 대해 ʻ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ʼ를 제공
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사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증에 한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상황임
* 안행부는 ʻ14년 시스템 참가 접수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산 과부하 등의 사유로 현재 참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함
** 안행부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에 대해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음(ʻ
14.2.26, 안행부 보도자료)
※ (관련 보도자료 첨부) 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ʼ14.2.26, 안행부),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실시(ʻ14.3.17, 안
행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 (건의사항) 증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며, 신분증 진위확
인 시스템의 신분확인 대상 신분증을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거소확
인증 등으로 확대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및 안전행정부에 검토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9874

수용
□ 증권사의 고객 실명확인 수요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행자부가 운영 중인 행정
정보공동이용센터에 증권사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
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유
ㅇ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ʻ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ʼ(ʻ
16.7.12.)*을 발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非은행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

- 565 -

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관련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2100-2631), 금감원 감독총괄국(3145-8001)

향후계획

□ 소관부처(행정자치부)와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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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23

건의내용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관련 펀드 활성화 저해 요인 해소 (금융위)
□ (건의배경)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 적용 및 납부 범위가 사모
펀드 활성화, 시장 안정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중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0항* 적용 범위는 ʻ전문투자형 사모펀드ʼ 까지도 포
함되어 있으나,
* 투자자인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통하여 기업지
배를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
- ʻ경영참여형 사모펀드ʼ와 달리 ʻ전문투자형 사모펀드ʼ 투자자가 펀드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비합리적
ㅇ 또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 범위가 특수관계인 6촌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게 확대
ㅇ 양도소득세 적용 및 납부 범위는 모두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회피
하기 위해 연말 전에 환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으로 작용
□ (건의사항) ʻ전문투자형 사모펀드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
서 제외하고 과도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 범위도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제4항 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
조의 2 제1항 1호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산운용과

2156-9898

불수용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
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

[기존답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0항은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목적
으로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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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법령(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향후 이러한 의견을 기획
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부범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서 직접 답
변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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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24

건의내용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 거래은행 계좌로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 (건의배경)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30) 이후에는 거래은
행으로 이체*가 제한되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됨
* 참가기관의 한은 당좌계좌에서 거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수기로 이체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며 거래은행은 지준관리 등의 이유
로 마감시간 이후에 자금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
ㅇ 마감 직전에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마감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시간 이후에도거래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건의사항)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맺은 경우 한음금
융망 마감시간 이후에 한은 당좌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거래은행 당좌계좌로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 및 한국은행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수용
□ 금융기관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신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의 대규모
자금 거래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자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같
이 마감시간 직전에 금융기관이 예상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금거래가 발생한다
는 것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 스스로 유동성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에 한은당좌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거래은행 당좌계좌로 약정 금액한도 내에서 자동이체하는 방

사유

식은 금융기관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것을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금융시장의 결제인프라를 변칙적으
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마감시간 직전에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자금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이체에 의한 자금이체 방식이나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동동
망 등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예상하
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한은금융망 관련 전산장애, 대규모 또는 다수의 자금결
제 지연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마감시간을 일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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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Ⅴ-1

건의내용

금융위 영문 홈페이지상의 영문 표기 법령 업데이트 요청
□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법령(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자
료 제공 요청이 빈번함
○ 이에, 금융위원회 영문 홈페이지의 영문 표기 법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업
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자료 제공에 애로(2014년 상반기 업데
이트 종료)
*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14.3.1.,
http://www.fsc.go.kr/eng/index.jsp)
□ (건의사항)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영문표기 법령
의 업데이트 요청

현장점검반
대응
소관부서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정책홍보팀

2156-9585

검토의견

수용
□ 소관법령 개정 영문화는 ʼ14년 이후부터 법제연구원(법제처)에서 매년 1회 부처
별 법령 영문화 수요 조사 후 일괄 수행 중.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영문홈페이지)에 일괄수록
(우리위 자체에서 별도로 영문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 우선 조치사항으로 우리위 영문홈페이지 상 ʻ자본시장법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안
내 링크도 게시할 예정(5월 중 조치 완료)

향후계획

- 570 -

ⅩⅤ-2

건의내용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신청기간 안내 관련 협조 요청
□ (건의배경) 고배당기업 투자자는 잉여금처분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
까지 동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25%)를 신청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증권사에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 또는 이사회결의일)에 대한 별도
공지가 없어 증권사가 분리과세신청기간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는 분리과세신청기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못해 민
원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 현재, 고배당기업 여부에 대한 통지는 발행기업 → 증권대행기관(KSD, 국민은행,
하나은행) → 예탁결제원 → 증권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행기업은
잉여금 처분결의일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고 있음(증권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주주총회결과 등의 전자공시를 통해 일일이 조회하여 안내하고 있
으나 적시성이 떨어지거나 잉여금처분결의일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ㅇ 아울러, 일부 고배당기업의 경우 분리과세신청기간이 배당금지급일 이후에도 남
아 있는 경우가 있어 증권사의 추가 원천징수업무가 발생하는 등의 업무상 어
려움이 있음*
* 예) 분리과세신청 마감일 : 4월 15일, 배당금 지급일 : 4월 10일
□ (건의사항) ① 고배당기업이 증권대행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분리과세신청기간
을 안내 ② 고배당기업이 증권대행기관에 고배당기업에 해당됨을 통보시 잉여
금처분결의일을 함께 통보 ③ 분리과세신청기간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금융당국(또는 증권대행기관)에서 고배당기업에 안내 요청*
* (첨부) 고배당기업 안내문(예) 참조

현장점검반
대응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명

기타(연락처 등)

자본시장과

2655

기조치(수용)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ʻ16.12.20.개정, ʼ17.1.1.시행)됨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신, 일정한 경
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2천만원

사유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
짐에 따라 증권사도 분리과세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종전 규정(조특법 제104조의27)에 따르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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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자가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증권사)에 제
출해야 함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안내 누락시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받지 못하
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동 조항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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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사업자가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수
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 사업자간 업무제휴를 통해, 핀테크 사업자가 제공
질의요지

하는 투자정보 등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하는 수
수료 수입의 일부를,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사업자에게 대가로 제공하는 것
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핀테크 사업자가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투자업자로부
회답

터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핀테크 사업자가 투자자문업자
로 등록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사업자가 종목 또는 포트폴리오를 추천․권유하는 등 사실상 투자권
유나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행위
에 대해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이유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핀테크사업자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경
우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거래규모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
급하더라도 금융투자업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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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를
2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
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
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산)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
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
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
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
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
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
자산)
2.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질의요지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한 경우 시스템의 로직 또는 알
고리즘 등 작동원리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의 설명의무 대상인
지 여부 및 만약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자본)
3-1.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트레
이딩(하나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
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
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
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3-2.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사 명의의 계좌 하나에 넣고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
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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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
부 (자산)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회사) 이외에 국제딜러은
행(Deutsche Bank, Citi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본)
5. 고객이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당사의 중개 또는 주선을 통하여
FCM(또는 국제딜러은행)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는 부분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본)
6. 당사가 원화로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 후 FCM에 송금
하는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
마. 목 단서의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운용업무에 대한 위
탁이 허용되는지 여부(자산)

투자자
주문
(일임)

외국 투자중개
국내 투자중개
업자
업자
(투자일임업자) 주문전달

해외
외환시장
매매

(주문)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
회답

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
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
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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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
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
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
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
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
황에 따라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
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
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
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
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
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
(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
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행위가 투자일임업
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투자일임업 등록은 필요 없이 투자중개업
인가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한정된 것이며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한 경우 시스템의 로직 또는 알
고리즘 등 작동원리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의 설명의무 대상인
지 여부 및 만약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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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의 로직‧
알고리즘 등 작동원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신의성실원칙(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나 투자일임업자 등의 경우에는 선
관주의 의무(자본시장법 제244조)를 준수해야하는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볼 때, 고객이 전문투자자라고 하여 무조건 설명의무
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1.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트레
이딩(하나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
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
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
조제4호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
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
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문
의 집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
2항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한 결과
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
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3-2.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사 명의의 계좌 하나에 넣고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
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
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
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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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
조제4호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
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
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문
의 집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
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한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일임재산은 고객명의로 운용되어야 하며, 일임재산
의 일부를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중개하기 위해 투자중
개업자로서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금융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따라 증
권사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로 개설한 매매거
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회사) 이외에 국제딜러은행
(Deutsche Bank, Citi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5호에서 ‘외국 투자중개업자’
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
제은행이 외국투자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
단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5. 고객이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당사의 중개 또는 주선을 통하여 FCM
(또는 국제딜러은행)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
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투자
중개업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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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은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중개
업자 등에 자기계산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상기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
가 장내파상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
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6. 당사가 원화로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 후 FCM에 송금
하는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
마. 목 단서의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운용업무에 대한 위
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고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인 경우
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마목 단서에 따라 운용업무의
위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 등에 의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는 그 본
질적 업무를 위탁받는자도 투자일임업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
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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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에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의 비상장기업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질의요지

그 주식을 보관(예탁)하고자 하는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에서 투자등록증
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 예탁기관이 한국의 비상장기업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보
관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예탁기관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의무가
회답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시 외국 예탁기관이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
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
자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산주체 명의로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외국인이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투자등록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의무가
이유

없습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추후 동
기업의 국내 상장에 대비하고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등의 편의를 위하
여 자율적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다면 투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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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외 복수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되는 권리 처리
4

를 위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매각 등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한 경우, 국내에 투자
등록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통합계좌를 개설하여 외국 투자자의 증
질의요지

권을 보관하고 있는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배당, 무
상증자, 유상증자 등에 따른 단수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외국 예탁기관은 복수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되는 권리 처리를
회답

위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단수주 매각,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수주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등은 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
는 부수적인 권리로서, 복수 상장된 원주식이 외국 예탁기관 명의의 국
내 통합계좌를 통해 보관되어 있으므로 외국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외
국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원주식으로부터 부수되는 권리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만약, 국내외에 복수 상장된 기업의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단수주나,
신주인수권증서를 국내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각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에 개별적
으로 투자등록을 하여 매도하여야 하게 되어 외국 투자자들의 큰 불편
이유

을 초래하고 권리행사를 제약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 따라서 , 외국 투자자를 대신하여 국내에 투자등록을 하고 통합계좌
를 개설한 외국 예탁기관이 단수주, 신주인수권증서를 국내 증권시장
에서 매각하여 외국의 실질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
는 것이

ㅇ 외국인에게 국내외에 복수 상장된 증권을 외국 예탁기관 명의의 국내
통합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 있도록 투자등록의 특례를 허용(「금융투
자업규정」 제6-12조제3항)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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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업자가 해외계열사 업무위탁을 통해 매매주문을 국내 투자업자에
게 전달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 계열사로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단
질의요지

순매매주문업무를 위탁받아 매매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
해 주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 계열사의 국내주식 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
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문대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일정부분 위임받거나
회답

투자자문･권유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위법한 투자자문･투자일임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문
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위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투자자(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결정･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
이유

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 데 국한되는 주문대리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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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요지

판매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이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가 그의 집합투자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두 캠페인
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가두 캠페인을 통해 투자광고
회답

자료를 일반 불특정 다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투자권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ㅇ ‘투자권유’라 함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4항)
이유

ㅇ 본 건의 경우 가두 캠페인은 특정 투자자에게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다중에게 광고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투자권유’의 단계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판매촉진행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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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관련 질의

ㅇ 펀드 내 동일종목 발행주식 투자비중 10% 제한과 관련하여 당일 현금 유입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추가 취득 후 주가 급등 등으로 인해 투자비중 10%
가 초과되는 경우 주가변동으로 인한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법 동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ㅇ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
회답

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예외 사
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동일종목 10% 편입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를 의무화한 조항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ㅇ 해당 예외 사유는 동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 ① 집합투
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
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역의 매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 분산투자 한도 준수를 위해 매각을 강제
이유

하게 되는 경우 원활한 펀드 운용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질의한 바와 같이 매수 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으나 주가가 매수
당일 급등하여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는 위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 해당 주식의 가격 변화의 폭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될 경우 예외사유가 과도하게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한도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운용역이 매수 주문 당시에는 주가 변화 폭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선의), 또는 변화 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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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신탁업자를 경유한 투자 집행 의무가 외화자산운용의 해외 위탁
시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가 지시에 따른 투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자산
운용사에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
부가 불분명
* 신속한 거래 등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장 증권, 장내

질의요지

파생상품 등)에는 직접 취득 및 처분 가능

ㅇ 해외 운용사에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할 때에도 동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효
율적인 재산운용에 일부 어려움이 상존
※ 운용지시ㆍ집행 분리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제8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업무위탁 관련 : 자본시장법 제42조

회답

ㅇ 외국 집합투자업자에게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할 때에도 자본시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신탁업자를 통한 투자집행 원칙)가 동일하게 적용됨

ㅇ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외화자산운용을 국외에 위탁하더라도 자본시
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는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국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토록 국내행위에 대한 적용 기준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2
조)

이유

- 국내 법령에 따라 등록된 펀드는 운용주체가 국내/국외임을 불문하고 자
본시장법이 적용되며, 특히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수탁자가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만 합
법적인 업무위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탁자가 적용받는 법령상
의무는 수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 됨

- 수탁자가 국외인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업무 위탁 여
부에 따라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590 -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판매 가능 여부

과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증자가
질의요지

가능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증
자는 법규의 미비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증권투자회사법과 동일한 법적용
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요청
ㅇ 현행 법령상 2005. 11. 1.에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

회답

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추가 판매가 어렵습니다.

ㅇ 현행 법령상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2009. 2. 4)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부칙(제8635호) 제30조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6조제1항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유

- 또한 舊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
행령 부칙(제20947호)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6조제2항)

ㅇ 다만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법 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
서는 새로운 자본시장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
적으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령의 미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빠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펀드의 경
우 자본시장법 시행 3개월 이후부터는 판매를 금지(舊증권투자회사법 상 펀드는 舊간
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판매 금지)하였으며, 舊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상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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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위탁계좌와 소액투자계좌 동시개설 가능 여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탁
질의요지

계좌와 소액투자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위탁계좌 평가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위탁계좌와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통한 동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일반적으로 위탁계좌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회답

□ 다만,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좌를 통해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여 위탁계좌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허용되
지 않으므로 양 계좌를 통한 동시거래는 불가능합니다.

□ 코넥스시장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
한되어 본 계좌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전 유권해석 답변(「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되는지 여부」, 제150208호, 2015. 9. 10. 회신)과 동일

□ 다만, 소액투자 전용계좌는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
자들의 코넥스 주식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액 예탁
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하되, 코넥스기업 투자
에 따른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

제도적 기반 위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 납입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하여 최대손실액 제한, 전 증권사 포함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계좌개설시 충분한 위험고지, 고위험선호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계좌개설 금지 등

ㅇ 예탁금 보유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이미 종전 위탁계좌를 통해 제한
없이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할 필
요성이 없으며,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1인 1계좌 원칙과 관련하
여, 특수한 상황에 한해 복수계좌 설정이라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1억원 이상 예탁금을 보유한 자에게는 일반 위탁계좌와 코넥
스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을 허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과적
으로 양 계좌의 동시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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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투자 손익이 고객에게 귀결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역외 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

□ ELS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투자하고 고객에게 손익이 귀결되
질의요지

는 상품의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
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 현행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실질적인 투자자･손익 귀결
등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
전신고가 원칙입니다.
회답

ㅇ 또한,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
획재정부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의무에는 예외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습니다.
이유

ㅇ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은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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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자 동의서의 효력범위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장래 편입 가능한 당사 발행 구체적인 ETN
종목들을 나열한 다음 설명하고 일괄 동의를 받는다면 투자일임업
자 발행 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자 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매매업을 겸
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해 개별 증권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
고 할 것입니다.

회답

□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시마다 일일이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동의를 거래 시마다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업
자가 이미 발행한 구체적인 증권 종목을 나열하여 일괄 동의를 받
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이 경우에도 투자일임계약서와는 별도의 양식 등으로 투자
일임업자가 이미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동의를 하
도록 하고, 투자대상 증권의 종류, 조건, 투자 범위, 발행사 신용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종목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대상 증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투자자의 의사
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와 같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증권과 관련한 중대한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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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자사 유실적 계좌 개설 실적이 있는 은행직원에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특정증권사 유실적 증권계좌 개설을 영업목표로
질의요지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해당 특정증권사는 은행직원에게 계좌수에 연
동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증권사가 자사 유실적 계좌 개설 실적이 있는 은행직원에 대하여 계좌
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제 1항제 12호가목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
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투자자의 거래실적 또는 금융투자
업자의 수익금액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
니다.
□ 동 조항은 (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
액을 비례적으로 배분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차
단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규
이유

제범위 밖에서 투자자의 과당 매매 등을 유도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발
생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취지를 감안할 때,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실적 유무 및 계
좌 수만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

1항제12호가목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수수료를 단순히 계좌의 실적 유무에 따라서만 구분하지 않
고 , 실적의 다과를 기준으로 구간화하여 차등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동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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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 환매조건부 매도 관련

질의요지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
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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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성예금증서(CD)를 신탁의 수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양도성예금증서(CD)를 신탁의 수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도성예
금증서도 수탁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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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ㅇ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제244조 참
조},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금
전을 차입하는 경우도 있음

질의요지

ㅇ 이처럼 투자신탁을 매개로 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인 보험회사가 동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을 신탁업자로 하는 투자
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향
후 투자신탁이 매입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행위(이하 “본건 대
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회답

ㅇ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그 계열회사인 보험회사와 부동산 담보대출계
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습니다.

-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
산과 1:1로 거래하는 경우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우
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위 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을 매개로 계열회사인 보험회사와 부
이유

동산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계열회사인 보험회사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양 회사가 체
결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은 펀드(투자신탁)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
출거래’에 해당합니다.

- 또한 본 건 대출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며 수익자의 이익
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 상황에 따라 투자자이익에 반
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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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Refinancing)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Refinancing)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 자금재조달 등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의2호의 '프
로젝트금융'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프로젝트금융으로 볼 수 있는 리파이낸싱의 시기가
초기 사업화 단계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일단 시공 등이 완료되어 해당
회답

사업이 운영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리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프로젝트금융 :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
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
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에 대하여 실행하는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의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제68조제2항제4의2호), 리파이낸싱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동 정의에 따라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해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실행하는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
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프로젝트금융 정의에서 프로젝트금융의 시기를 "사업화 단계부터"라고
한 것은 프로젝트금융이 대규모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진행될 수 있는 특
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추진 과정 중 초기 사업화 단계로만 그
시기를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사업이 이미 운영단계에 진입하는 등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
게 완화된 이후 발생하는 리파이낸싱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이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본래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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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 계좌를 추가
개설 관련

□ 주식매매계좌를 기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능한
체크카드 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인1계좌 보유에 대한 법령 위
질의요지

반 여부

* 개설한 계좌는 체크카드 결제용으로만 이용하고 매매기능은 회사가
통제

회답

□ 주식매매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
능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에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하
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거래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 종전 법령해석(일련번호 150355, 회신일 '15.12.4.)과 동일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는 예
이유

외적으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
서 '별도 계좌 개설'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계좌개설은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기존 보유 중인 계좌를 통해서도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별
도의 체크카드 결제용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별도 계좌 개설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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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

□ 쟁점회사는 케이먼군도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으로, 2010년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상장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분기검토의견 기재 및 분기검토보고서 첨부를
질의요지

의무화하고 있음
➡ 실적개선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바, 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제출시 회계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가 필수 첨부서류인지 여부
※ 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4-9조에 해당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회계감
사인의 감사의견은 기재·제출하지 않고 있음

□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별도)재무제
회답

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설립근거 국가의 법률에 분기감
사가 의무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65조는 외국법인 등에 대해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달리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6조제4항 및 규정 제4-9
조에 따른 특례는 개별재무제표 기재·제출의무 면제만을 규정할 뿐이므
로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여부는 외국법인의 분기보고서 기재내용 및 첨
부서류를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제7항, 규정 제4-11조에 따라 판
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규정 제4-11조제2항제3호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
가의 법률 등에 따라 분기감사가 의무화된 경우 분기검토보고서 첨부의
무를 규정하면서,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분기검토보고서 없
이유

이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쟁점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에 대해 분기검토의견 기재 및 분기검토보고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본시장법 시행령 170조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라는 언급 없이 단순
히 “자산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쟁점회사가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규정 제4-11조제2항제3호의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기감사가 의무화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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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립근거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분기감사가 의무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ㅇ 한편, 회사가 규정 제4-9조에 해당된다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등의
사유로 규정 제4-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도 분기보고서에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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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일임(자문) 계약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ㅇ 투자일임(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부담하
질의요지

는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를 종이문서가 아닌 온라인(web), 전
자우편 등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업자와 일
회답

임업자가 자문계약과 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124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ㅇ 전자문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
자문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문서로서
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문서로서의 효력과는 별개로 개별 법령에
서 문서의 전자적 교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제124조)이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 교부를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비대면 계약체결이 투자자
이유

보호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1)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서
면자료, 계약 서류 교부 시 동법 제124조제1항 후단 및 각 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서면자료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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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참여시 금융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매입 관련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
즘이 산출한 금융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금융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매
입해야 함

질의요지

□ 그러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로 인해 조사분석자료를 생산하는 금융투자
업자의 경우 그 조사분석자료가 분석한 금융투자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고유재산으로 매매할 수 없고 이해상충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유
재산을 활용한 매매가 허용됨
ㅇ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을 방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분석자료가 분석
한 금융투자상품을 고유재산을 활용해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①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조사분석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제작
- ②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해당 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
을 반영하여 매매하는 명령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운용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없을 것

회답

□ 조사분석자료 생산 부서와 임직원 겸직 등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완비된 부
서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목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따라 사람의 개입없이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ㅇ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포 후 24시간이 경과
되기 전의 기간에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
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때부터 공표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71ii)
□ 그러나,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라도 금융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
로 당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영§68①ii다)

이유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이 다음
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부서와 조사분석자료 작성 부서간의 엄격한 정보
교류차단
②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조사분석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제작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해당 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하는 명령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④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운용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없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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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매도를 통한 담보대출 상환관련

□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일(매도결제일)이
국내휴일인 경우 아래의 업무절차를 개별약관·약정으로 정하는
행위
요청대상
행위

① 휴일에는 환전이 불가하므로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대금(외화예수
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② 매도대금을 다음 영업일에 환전당일 환율로 환전하여 대출상환
③ 휴일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고객이 부담 등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이유

□ 본건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표준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외화예수금 사용제한, 휴일기간 이자발생 및 상환시 적용환율 등 해
외주식 담보대출의 상환절차를 개별약관?약정으로 정하면 됨
ㅇ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정하
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표준약관에서 본건 담
보대출 상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약관 등으로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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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 운용과정상 트레이더의 오류주문 관련
□ 펀드 운용 과정에서 트레이더의 착오 등으로 인해 원래 의도하였
던 주문보다 과다하게 매도 또는 매수하여 해당 펀드에서 주문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요청대상
행위

ㅇ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서 오류주
문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바, 동 행위가 펀드와 고유재산간
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비조치의견서 요청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펀드의 오류주문을 정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펀드와 고유재
산(오류정정용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
지 않을 예정
ㅇ 자산운용사의 업무실수 등으로 발생한 주문오류에 대한 책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였음
□ 또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의 규제 목적은 고유재산과 펀드간
판단이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ㅇ 오류주문을 일반 펀드를 통해 해소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간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은바
ㅇ 오류정정용 고유계좌 등을 통해 오류주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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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대리인 운영기준 행정지도 만료 여부
□ 행정지도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10.10.27)에 따라 주문대리인이

요청대상
행위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 수행시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불가피한 경우 이
외에는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
행위를 허용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
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반영할

사항을

행정지도한

것으로,

2011.10.28. 부로 효력이 만료되어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제재대상

ㅇ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

해당여부에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 판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을 정하여야 함을 유의
※ (예시) 주문대리인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
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할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가 될 수 있음

□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10.10.27)은 ’11.10.28 부로 행정지도 기
판단이유

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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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펀드 정리활성화를 위한 정정신고서 등의 작성부담 완화
□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펀드를 모자
형펀드의 자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편입되어있는 다른 자펀드
의 정정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

요청대상
행위

□ 자산운용사는 모자형 펀드에 자펀드가 추가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같은 모펀드를 공유하는 다른 자펀드의 증권신고서
등을 변경하고 공시해야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 122③)
ㅇ 예를 들어 하나의 모펀드에 20개의 자펀드가 연결되어 있고 1개
자펀드가 추가될 경우 해당 자펀드와 모펀드 외에 추가로 기존
자펀드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변경 및 판매사 공시를 60회
더 실시해야함
□ 이로 인해,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펀드로의 이전은 과도한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소규모펀드 정리 시
활용의 한계를 가짐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자산운용사가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펀드에 새로운 자
펀드를 추가하는 등 모자형펀드 구조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ㅇ 모펀드와 변경이 발생한 해당 자펀드를 제외한 다른 자펀드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투자설명서 갱신)하지 않아도 됨
(비조치 대상)
□ ’15.12월부터 추진중인 소규모펀드 일제 정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자형 펀드의 정정신고서 제출 등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로 하였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판단이유

□ 금융투자업규정(§7-25)을 개정(2016.1.19.)하여 투자설명서 작성시 다
른 자펀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ㅇ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19-3-1)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공시범
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로 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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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한 여행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랩 상품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 가입 고객이 증권사 제휴 여행사로부터 특정한 여행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랩 상품 출시

요청대상

ㅇ 할인혜택은, ① 랩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
휴 여행사가 여행상품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것과, ② 가입고
객이 본건 랩상품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손실률에 따라 본건 여
행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

행위

ㅇ 이러한 혜택은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하고
자 하는 것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제휴 여행사가 부담하며, 증권
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러한 펀드랩상품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의 입법취
지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투자
원칙에 반하는 투자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판단이유

ㅇ 동 건의 상품은 자기책임투자원칙, 공정한 거래질서 위반의 가능
성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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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투자업자가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 금융투자업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와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

요청대상
행위

※ ○○증권 비트코인 증권거래 서비스 개요
- 고객이 비트코인 입금서비스 요청 시 제휴 업체에 연락하여 비트코인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음
- 고객이 가상계좌에 비트코인 입금하면 비트코인은 원화로 환전된 후 증권계좌에 예
수금으로 입금
- 고객이 입금된 예수금을 가지고 증권거래 실행

□ 비트코인 증권거래서비스가 영리성이 있는 경우, 동 업무를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위탁)에 신
고한 후 영위할 수 있음
□ 다만,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그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개연성이 높은 반면
ㅇ 비트코인은 법정통화, 전자화폐, 가상통화 등에 해당되지 않는 등
현행법상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
탁방지 및 보안성 등의 규제가 없는 상황임
□ 금융투자회사가 비트코인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
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고객의 자금출처 파악 등 업무
취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금융투자회사의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서 영리성이 있는 경
판단이유

우에는 부수업무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증권회사 영업행위 법
규 실무안내｣
(금융감독원,'16.2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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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oo증권(주)은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하는 것

요청대상
행위

이 가능한지를 질의
① 이해상충방지 또는 ② 정보교류차단 관련 법규 적용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제재대상

□ 기업금융-리서치 부서간 사무공간 공유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을 방지

해당여부에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로 인정

대한 판단

될 소지가 있음
□ 리서치부서가 담당하는 조사분석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자본
시장법제45조)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 본연의 업무 및 고유재산운용업
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 사무공간의 물리적 분리의무(자본시장법시행령제50조③1) 적용대상은
아님
□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
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자본시장법제44조)

판단이유

ㅇ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리서치 부서의 사무공간에 배치할 경우 양 부서간 업
무정보 교류 등에 대한 이해상충가능성 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여야 하며
ㅇ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
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등을 하
여야 하고,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ㅇ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됨
※ (참고)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금융부서와 리시처부서간 자료교환 및 협의는 준법감시
부서를 거치도록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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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투자회사가 주문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수량정보를 제공해도 되
는지

□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에 대한 금
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2011.2.22.)와 관련하여,
요청대상
행위

ㅇ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한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에 수량정보도 포함
해줄 것을 건의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는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를 종목명 및 매매방향만
으로 한정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 명시된 대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제재대상

‘종목

명’, ‘매매방향’ 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ㅇ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
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
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판단이유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 배포시와 비교하여 관련법규 및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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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대상
행위

CSA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고객 안내를 지속해야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 발송 공문(문서번호:금투증시-00081,제목-"외국인투자자 상
임대리인 업무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따라 상임대리인은 고객분리계
좌(Customer Segregated Account-CSA) 관련 유의사항을 고객에게 안
내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규정 등에서 고객분리계좌(Customer Segregated
Account – CSA) 유의사항 관련 명시적인 조항은 없어, 해당 공문에
따른 CSA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지속해야 하는지

□ 고객분리계좌(Customer Segregated Account, 이하 “CSA")는 금융투자업
규정(이하 "규정") 제6-12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고객자산을 고유
자산과 구분하여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등록
을 하는 것임

제재대상

ㅇ 해당공문은 외국인의 고객분리계좌 개설 ·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
하도록 상임대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상임대리인이 동안내를 반
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상 의무는 없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다만,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규정 제6-22조제2항), 외국 금융기관이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규정을 위반하면 투자등
록의 취소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규정 제
6-25조제2항)
ㅇ 따라서 상임대리인은 외국인에게 고객분리계좌의 내용에 관해 충
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원 공문(금투증시-00081, ’12.11.16)의 2.투자등록 특례업무 중
① “상임대리인은 CSA의 실질 투자자는 직접 투자결정을 하지 못한
다”는 내용은
판단이유

- 외국인 상장증권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시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
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규정 제6-12조제1항제2호)”에만 고객분리계좌를 인정하고 있으
며, 실무적으로는 신탁, 개인고객을 위한 PB, Wrap, 일임자산운용
등의 업무(단순중개를 위한 수탁은 제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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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CSA의 실질 투자자가 투자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일임자산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
분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로 인정하기 힘듬
② “CSA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 외국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만 투자등
록하도록 규정(규정 제6-10조)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투
자등록 대상이 아님
- CSA는 외국인 투자등록의 특례로서 인정하는 계좌이므로 장내파생
상품은 CSA로 거래가능한 대상이 아님. 장내파생상품은 투자등록
절차없이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거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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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관련 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 증권사가 ETF 지정참가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ETF운용회사)로부
터 해당종목을 대차해 납입하는 방식으로 ETF를 설정한 후, ETF
구성종목에 변경이 발생해 집합투자 업자가 증권사에게 대차주식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t일)에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t+2일
결제 후 지체없이 상환함 (이하 “요청대상 행위”라함)

요청대상
행위

ㅇ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증권사 명의의 계좌로 대주주 또는 특수관
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4조를 위반하게 됨
ㅇ 기존 비조치의견서(‘16.6.4.)에는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
가회사로서 ’ETF 설정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
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ETF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회신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비조치의견서 요청

□ 위 요청대상 행위는 증권사가 ETF 지정참가회사로서의 업무 수행 목
적으로 결제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해당주식을 상환하므로
해당여부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
대한 판단
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제재대상

□ 자본시장법 제34조 입법취지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적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이유

ㅇ 요청대상 행위는 증권사가 ETF 지정참가회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상
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 지원적 거래로 악용될 가능성이
미미함
□ 요청대상 행위가 ETF설정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행위는 아닐지
라도 요청대상 행위의 업무성격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기존 비조치의견서와 일관된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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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평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상품설계를 제안
하거나 권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등급
결정시 사용되는 가정 및 평가근거(평가방법론 및 기존 평가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
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방법론 및 그 적용논리, 평가방법론상 주요 가정에 대한 설명
▪ 평가사가 평가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산업․그룹․기초자산․
상품구조별 주요 고려요인 및 특징에 대한 개괄적 설명

요청대상
행위

▪ 주관사가 제시한 목표등급별 현금흐름분석, 기초자산 및 구조화금
융상품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및 기존 평
가사례에 근거한 설명(신평사가 구체적 구조를 제안하거나 주관사가
제시한 구조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는 행위는 제외)
▪ 기존 평가사례에 대한 평가보고서, 리서치 자료 제공 및 그에 대한 설명
▪ 기존 평가사례에서 검토한 주요 위험요인과 산업․그룹․기초자산․
상품구조별 고려요인 설명
▪ 주관사가 제시한 구조화금융상품 계약서가 해당 상품의 구조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

□ 신용평가사가 선제적으로 구조화상품의 구조를 설계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상기 예시와 같이 등급 결정시 사용되는 가정 및 평가근거(평가방법론
제재대상
해당여부에
및 기존 평가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대한 판단
<별표31>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조화금융상
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사가 상품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직접 제안하는 것은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금지할 필요가 있으나

판단이유

▪ 주관사가 설계하여 제안한 구조에 대하여 신평사가 기존 평가사례
및 평가방법론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평가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용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해외에서도 설계제안은 금지하고 자문업무는 허용
▪ 미국, EU 등 해외에서도 등급결정시 사용되는 가정이나 평가근거
등을 설명하는 것은 설계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문업무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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