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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체계(또는 금융감독의 기관구조)의1) 문제는 세계 각국의 행
정실무적 이슈로만 간주되었고 경제이론의 분석 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었다. 일찍이
Goodhart(1988)가 “금융제도(의 구성요소들)를 감독하는 기관들에 대한 설계와 감독의 범위
및 권한에 관한 문제” - 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 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었
다(김홍범 역 1997, p.33). 하지만, 이 이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주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로부터 근 10년이 지난 1997년 영국이 통합감독체계로의 이행을 선언하면서였다.
그 무렵, 유럽통화통합(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1999년 출범을 앞두고 범
유럽 감독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의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도 “감독의 기관구조는 부수적 문제(Institutional structure is a second
order issue)”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Abrams and Taylor 2000, p.3). 하지만, 금융감독의
실질(regulatory substance)이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 이슈라면, 감독체계를 포함하는 금융감독
의 지배구조(regulatory governance)는 그와 같은 실질이 소기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환경(또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김홍
범 2007). 이러한 사실은, 최근 금융혁신·세계화·연결성(interconnectedness)의 심화로 한 나
라 또는 지역의 시스템위기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더욱
더 명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Group of Thirty(2008)는 “금융업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
[지] ... 못한 일부 감독모형의 단점이 [과거에 비해 쉽게] 드러”나게 되었다면서(p.21), 금융
감독체계의 선택이 갖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p.51):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조와 설계 문제는 중요하다. 정책입안자는 감독시스템의 구조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새롭게 고치기 위한 개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감독시스템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사건[즉 글로벌 금융위기]은 근본적 감독규정
의 내용 또한 효과적 규제를 실시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감독구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게 되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초점은 틀림없이 감독의 대성공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 국가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설계는 미래의 금융안
정을 기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비
롯하여 영국과 EU는 “시스템리스크는 중요하다(Systemic risk is important)”는(Kim 2009b,
p.410) 사실에 입각하여 각기 자신에게 적절한 감독체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등 대대적 감독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시 행정부(Paulson, et al. 2008)와 오바마 행
정부(The U. S. Treasury Department 2009)는 기존 체계에 쌍봉모형(twin-peaks model)의
특징적 요소를 추가하는 개혁안을 각각 내놓았고(Group of Thirty 2008), 차기 집권이 유력
시되고 있는 영국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2009)도 현행 통합감독체계를 폐지하고
쌍봉모형을 채택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위스는 2009년 1월 통합감독체
계로 진입했고, 스페인은 조만간 쌍봉모형으로 이행할 예정이다(Group of Thirty 2008).
이 글의 목적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의 세계적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의
1) 이 글에서는 '규제(regulation)'와 '감독(supervision)'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의 의미로
혼용한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의 기관구조(institutional structure of financial regulation)’와 ‘감독시스템의 구조’도
모두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로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이자 감독체계 개혁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영국·EU
의 개편론을 각각 검토·비교한다. III장에서는 2009년 초부터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시화되었던 우리나라의 제도개편 논의를 검토·평가한 후, 한국에서는 금융당국간 협력과
견제의 문제를 포함하여 유인의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bad regulatory governance)로
인해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 제도개편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또한, 한국
에게 적절한 감독모형이 무엇인지 등도 논의한다.2) I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 후,
한국의 금융개혁을 주도할 선진국형 순수 민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II. 미국·영국·EU의 감독체계 개편론
이 장에서는 미국·영국·EU의 개편론을 각각 검토한 후, 거시건전성 감독의 감독체계 내
이입 방식을 기준으로 각국 개혁안을 비교하기로 한다.
1. 미국의 개편론
미국 오바마 행정부(재무부)는 2009년 6월 중순 백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혁안(The U.
S. Treasury Department 2009)을 공표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수의 법안을 작성하여 2009
년 7~8월 국회(하원)로 제출했다. 현재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법안 수정·심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수개월간 미국의 개편 논의의 초점이 되어온 동 개혁안의 내용을 아래에서 간
략히 검토하기로 한다.3)
미국의 감독체계는 한마디로 “복잡하고 균열되어(complex and fragmented)” 있다(GAO
2009, p.5). 예를 들어, 예금기관에 대해서는 5개 연방감독자(OCC·FRS·FDIC·NCUA·OTS)와
다수의 주(州)감독자가, 증권업에 대해서는 연방감독자인 SEC, 다수의 주감독자와 여러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각각 감독을 관장한다. 선물업에 대한 감독은 연방감독자인 CFTC와 여러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관장한다. 보험업은 전통적으로 각 주감독자가 관장해왔고 주감독자로
구성된 NAIC이 조정기능을 수행할 뿐, 연방 차원의 감독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금융감
독체계에 대해 GAO(2009, pp.1~2)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현행 미국의 감독시스템은 연방감독자(federal regulators)와 주감독자(state regulators)
로 이루어진 장치에 의존해왔다. 이 장치는 지난 150년에 걸쳐 마련되는 과정에서 [오늘
의] 균열상과 복잡성을 띠게 되었고, 금융시장 및 상품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주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시스템은 오늘의 상호 연결된 대
형 금융기관을 충분히 감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들 기관의
2)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i) 감독모형의 선택, (ii) 거시건
전성 감독의 감독모형 내 이입 방안, 그리고 (iii) 감독부문의 구조적 왜곡 및 불량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이 중 (i)과 (ii)는
위기를 겪은 대다수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에 해당하며, (iii)은 한국 특유의 관심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글(III장 2절)에서
는 주로 (i)과 (iii)만을 다루기로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 글의 원래 버전인 김홍범(2009c)을 참조하기 바란다.
3)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재무부 개혁안(The U. S. Treasury Department 2009)을 토대로 작성된 법안을 수정·심의 중이나, 이
와는 별도로 상원 은행위원회는 독자적 개혁 법안을 2009년 11월 10일 공표했다. 상원의 개혁 법안은 기존 연방감독기구 중
4개 기구(OCC·OTS·FRB·FDIC)의 은행감독기능을 신설 FIRA(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로 통합하고, 7
개 연방금융당국의 수장 등으로 구성되는 AFS(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을 신설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청(CFPA)을 신설하는 등 현행 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2009)에 따
르면, 상원과 하원의 개혁 법안이 앞으로 각기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양원 합동으로 이들 두 개혁 법안을 절충
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활동이 광범한 금융시스템에 대해 ... 시스템리스크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
신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리스크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활동과 기관이 빠짐
없이 금융감독자의 직접적 관할권 하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으며, 현행 감독시스템이 형
성되는 동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복잡한 신상품이 시장혁신의 결과 때때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을 고려할 때,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이 21세기 미
국의 니즈(needs)를 충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무부는 시스템감독자로서 연방준비제도(FRS)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8개 연방금융당국의 수장들로 구성된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를 비롯하여 전국은행감
독청(NBS)·연방보험감독청(ONI)·소비자보호청(CFPA)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구체적으로, 개혁안은 Tier 1 FHC의4) 지정권과 부보예금기관을 통제하는 모든 회사 및
Tier 1 FHC와 투자은행기업에 대한 연결감독권을 연준에게 부여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연준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연준의 시스템감독자 역할을 명시
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때, FSOC은 Tier 1 FHC의 판정에 관해 연준에 조언하고, Tier 1
FHC와 지급·청산·결제시스템에 각각 관련된 건전성 기준에 대해 연준과 사전 협의 하는
등, 시스템감독자로서의 연준을 부분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OC은 연방
감독자 사이의 정보공유와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개혁안은 기존 저축기관감독청(OTS)와 통화감독청(OCC)를 통합하여 NBS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국법은행과 연방저축기관 간 구분을 없애고 연방저축기관 인가
제도를 폐지하며, NBS가 국법은행과 외국은행 연방지점의 인가 및 건전성 규제감독을 관장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안은 과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여러 건전성감독기
구가 관장해오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떼어내 이를 전담하는 CFPA를 신설하고, 규정제
정에서 감시·검사·제재에 이르는 포괄적 감독권을 CFPA에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그밖에, 개
혁안은 주정부가 관장해오고 있는 보험업에 대해서는 보험규제의 통일성과 현대화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ONI를 신설할 것도 제안한다.
재무부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개혁안은 기존 감독체계의 ‘균열상과 복
잡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OTS와 OCC는 NBS로 통합되지만 ONI와 CFPA가 각
기 신설되면서 오히려 연방감독자의 수효가 하나 더 느는 데에다, 다수(8개) 연방금융당국으
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다소 의심스런 위원회(FSOC)까지 생겨나기 때문이다(Crook 2009). 더
욱이, 신설 ONI에게 부과된 법률적 책무를 볼 때 앞으로도 주정부 감독자에 의한 보험업
감독의 기존 비효율이 그리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Barrera, et al. 2009). 이런 점에서,
재무부 개혁안은 기존 감독체계의 단순화(streamlining)에는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보인다. 둘
째, 개혁안은 거시건전성 감독권을 연준에게 부여하되 FSOC의 부분적 견제를 허용하는 구
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준과 FSOC 간 역할 배분이 모호하다(Barrera, et al. 2009).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연준에 조언 및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FSOC의 실제 역할이 애매하고5)
4) Tier 1 FHCs란 “규모(size)·레버리지(leverage)·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의 배합으로 인해
협이 될 수 있는 기업” 즉 “대형 상호연결기업([l]arge [i]nterconnected [f]inancial firms)”를
Department 2009, p.10). 그런데 Tier 1 FHCs는, 하원 금융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
financial holding companie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조사국(2009)을

도산하는 경우 금융안정에 위
지칭한다(The U. S. Treasury
‘중요 금융지주회사(identified
참조하기 바란다.

5) 이 약점과 연준의 권한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하원 금융위원회는 중요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행위의 지정권·취소권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권·취소권을 FSOC이 모두 보유하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하였다. 이는 연준이 아닌 FSOC이 거시건전
성 감독자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한편 하원 금융위원회의 수정 법안에 따르면, 중요 금융지주회사 및 중요 금융행위의
지정과 취소, 그리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과 취소에서 연준은 FSOC에 대한 협의권을 보유하며, 중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중요 금융행위에 적용되는 건전성 기준의 제정권·부과권과 최종제재권도 보유하는 등 연준은 거시건전성 감

<표 1> 미국 재무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안 ( 신설기구;

현행기구(기능강화);

현행기구)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책무(기능): 연방감독기구간 정보공유·감독조정·관할권조정; 감독 갭(gap) 확인; 시장동향 및 시
스템리스크 관련 대국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준에 의한 Tier 1 FHCs 판정시 조언; 연준에 의
한 Tier 1 FHCs의 건전성 기준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관리 기준 결
정시 사전협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상품과 시장관행 관련 정보의 징구
구성(8인): 재무장관(의장); 연준의장; 전국은행감독청장; 소비자금융보호청장;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연방주택금융청 의장
특징: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를
대체; 재무부 내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재무부가 인력·정보를 제공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Tier 1 FHC 지정권
-연준이 시스템감독자로서 은행비소유 금융기업까지 감독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연준·재무부 협력 하에 지정 관련 법률을 확립한 후, 연준은 개별 기업을 Tier 1 FHC로 지정;
-FSOC은 연준에 Tier 1 FHC로 분류될 기업의 지정을 권고;
-Tier 1 FHC 지정시 연준의 재량 발휘가 가능;
-Tier 1 FHC 지정과 관련하여 연준은 필요시 개별 기업으로부터 보고서 징구와 검사 가능;
-Tier 1 FHC 지정 기업에 대한 분류 적정성은 연준이 정기적으로 검토
연준의 Tier 1 FHC 연결감독
-은행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Tier 1 FHC의 모든 모·자회사를 연준이사회가 관할;
-Tier 1 FHC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실시;
-Tier 1 FHC에 대한 주요 건전성 기준 결정시 FSOC과 사전 협의;
-Tier 1 FHC에 대한 건전성 기준 결정과 감독의 최종 책임은 단일 감독자인 연준에 귀속;
-Tier 1 FHC에 대한 건전성 기준은 여타 금융기업보다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
-연준은 건전성 감독을 위해 필요시 개별 Tier 1 FHC로부터 보고서를 징구하고 검사를 실시;
-금융지주회사(FHC)의 자회사에 대한 연준의 보고서 징구, 검사, 건전성 기준 강화, 활동제한 강
화를 금지한 현행 법률(Gramm-Leach-Bliley Act)의 관련 조항은 폐지
부보예금기관을 통제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연준의 연결감독
-저축기관·산업대출회사(ILCs)·신용카드은행·신탁회사·비은행은행을 통제하는 지주회사도 앞으로
는 모두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지주회사로 간주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
투자은행기업(investment banking firms)에 대한 연준의 연결감독
-SEC의 기존 통합감독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Program; Supervised
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ies Program)을 폐지하고, 연준이 투자은행기업을 감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청산·결제시스템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연준감시 강화
-이들 시스템에 대해 연준의 계정·금융서비스·할인창구 접근을 허용할지 여부를 연준이 결정
전국은행감독청 (NBS: National Banking Supervisor)
책무: 국법은행과 외국은행 연방지점의 인가 및 건전성 규제감독
특징: 연방저축기관 인가제도를 폐지(⇒ 국법은행과 연방저축기관 간 구분을 제거); 기존 저축기
관감독청(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과 기존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을 통합한 신설 NBS가 두 기관의 건전성 업무 승계; 주정부의
현행 저축기관 인가제도는 유지
연방보험감독청 (ONI: Office of National Insurance)
책무: 정보수집; 잠재적 규제공백의 확인; Tier I FHC 지정 검토대상 보험회사를 연준에 권고;
전문성 계발; 정책 조정; 국제협력업무
소비자보호청 (CFP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책무: 소비자보호(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포함)의 관점에서 기존 규정이나 신규 규정의 비
용과 편익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규정의 강화·조정·약화 필요성을 평가; 정보 수집·처리; 연방
감독 대상기관에 관한 소비자불만의 접수·처리; 주정부감독 대상기관에 관한 소비자불만은 주정
부가 주된 책임을 보유하므로, CFPA는 주정부와 불만자료를 교환하는 등 조정을 모색; 경제교
육; 지역의 금융접근성 관련 업무; 연방감독 및 집행 상의 공백 축소; 주정부와 집행 관련 정책
조정;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 유사 상품에 대한 일관적 규제의 촉진
권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포괄적 감독권(규정 제정·반포·해석권과, 금융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의
감시·검사·제재권 포함)
특징: 금융상품 및 서비스 보호를 위한 FTC의 기존 권한을 CFPA로 이관; 다만, 시장 사기행위
처리 등 소비자보호의 백업권한(backup authority)은 FTC가 (CFPA와 함께) 계속 보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주택금융청 (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전국신용조합연합회 (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자료: The U. S. Treasury Department(2009)를 저자가 정리.
독자로서의 실무적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조사국(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것이 다시 두 기관간 책무·정보공유·조정·책임성의 불명확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셋
째, 연준으로의 권한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독립성의
훼손 가능성, 거시건전성 감독과 통화정책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Taylor 2009). 연준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Mishkin(2009)과 Squam Lake Working Group on Financial Regulation(2009)는 찬성론을,
Taylor(2009)와 Investor's Working Group(2009)은 반대론을, 각각 주장한다. 연준이 거시건
전성 감독권을 갖는 경우에는 미시건전성 감독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충적 견해도 있다
(The Economist 2009a). 넷째, CFPA의 신설은 미국의 기존 감독체계에 쌍봉모형의 요소를
가미하자는 제안으로,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미시건전성 감
독 사이의 연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와(Braithwaite 2009) 소비자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The Economist 2009c)도 제기된다.
2. 영국의 개편론
영국은 2009년 2월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와 특별정리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Banking Act 2009)」을 제정했다. 이후 2009년 7월 초순과 중순에는 현 정부(재무
부)와 차기 집권이 예상되는 보수당이 각각 개혁안을 공표했다. 영국의 감독체계 개편론은
주로 재무부 개혁안(HM Treasury 2009)과 보수당 개혁안(The Conservative Party 2009)이
대결하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9년 「은행법」과 재무부와 보수당의 각 개
혁안을 간략히 검토한다. <표 2>는 2009년 「은행법」과 각 개혁안을 각각 정리한 내용이
다.
(1) 2009년 「은행법」
2009년 「은행법」은 주로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우선, 「은행법」은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의 보호와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법률적
목적을 영란은행에 부여했다. 또한,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업무 전반에 관한 조언자·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영란은행 이사회의 소위원회로 설치했으며,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영란은행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은행법」은 영란은
행 이사회의 지배구조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특별정리제도(SRR)를 새로
도입하고 재무부·영란은행·FSA의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FSA가 부
실은행을 판정하면 영란은행은 그 부실은행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파산·관리 절
차에 참여하게 되었다(박진호 2009).
(2) 재무부 개혁안
2008년 가을 재무장관의 요청으로 FSA는 금융위기 및 금융개혁에 대한 보고서인 The
Turner Review(FSA 2009)를 2009년 3월 재무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의 진
단과 결론을 토대로 자신의 개혁안(HM Treasury 2009)을 작성하여 2009년 7월 공표하였다.
우선,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서로 다른 다수의 기관체계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완전하게 격리하는 데 성공적인 모형은 없”다는(HM Treasury 2009, p.4) 의미에서

<표 2>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안: 2009년 은행법과 재무부·보수당의 각 개혁안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명기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의 보호와 강화에 기여”함
-이를 위해 “[영란]은행은 여타 관련 기구(재무부·FSA 포함)와 협력하려 노력”함
-“이사회는 재무부 협의 하에 ... [영란]은행 [금융안정]전략을 결정·검토해야” 함

영란은행 내 금융안정위원회(FSC: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설치

2009년
「은행법」
(Baking Act 2009)

-구성: 총재(의장); 부총재; 의장이 임명하는 이사 4인; 재무부 대표(옵저버)
-기능: 영란은행 이사회의 소위원회로서, 금융안정 전략의 대(對) 이사회 권고; 금융안정
관련 개별 기관에 관한 영란은행의 조치 등에 관한 조언; 영란은행에 의한 금융안정 관련
권한의 이용 여부 및 방식에 관한 조언과 감시; 은행간 지급시스템 관련 영란은행 기능 수
행의 감시; 이사회가 위임한 여타 기능의 수행

부실은행에 대한 특별정리제도(Special Resolution System) 신설
-FSA는 부실은행을 판정하면, 영란은행은 그 부실은행에 대한 안정화 수단(stabilization
options)을 선택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s)의 영란은행 감독권 명시
-재무부가 인지한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사전승인 하에)
운영원칙 공표; 업무규정(code of practice) 공표;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

영란은행 이사회의 지배구조 관련 일부 규정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7회 회합하며, 총재(부재시 부총재) 또는 이사회 의장은 필요시
즉각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재무장관은 이사회 위원 중에서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1인 이상)을 각각 지명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유지 근거
-금융위기는 정책실패의 결과
-정책실패는 “단순히 감독의 기관구조에 관한 문제(question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regulation)”라기 보다는 “신뢰할만한 경험, 지식과 강건한 분석을 기초로 한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문제(question of making judgments and decisions based on
credible experience, knowledge and robust analysis)”임(p.4)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서로 다른 다수의 기관체계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위기로부터 나라
를 완전하게 격리하는 데 성공적인 모형은 없”음(p.4) ⇒ 현 영국 정부는 기존 금융감독의
기관체계(institutional framework)가 옳은 것으로 판단

영란은행의 목적 및 권한 강화 (Banking Act 2009를 통해 이미 시행)
-금융안정 목적의 법률적 명확화
-금융안정위원회 설치
-특별정리제도(special resolution regime)의 운영 책임

재무부 개혁안
(HM Treasury 2009)

FSA의 목적 및 권한 강화
-금융안정 목적의 법률적 공식화
-규정 제·개정권 확대
-개별적 기관 개입을 위한 권한 확대
-시장 부정행위(market misconduct) 처리를 위한 집행 권한 강화
-감독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결정; 감독대상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시스템리스크의 감시 및 관리 개선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영란은행의 독립적 발언권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유지 ⇒ 영란
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스템리스크를 확인하고, 구체적 국내·외 대응조치를 논의
하며, 이들 조치의 가능한 효과를 측정하여 밝힐 필요
-금융당국간 조정 강화를 위해, 현행 3자간 상임위원회를 금융안정협의회(CFS: 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로 대체하여 공식화·투명화 ⇒ CFS는 세 금융당국으로 구성(의장: 재무
장관)되며, 회의록 공개(투명성)와 국회의 조사(민주적 책임성) 등 강화된 지배구조를 갖춘
법률기구로서, 영란은행에 의해 확인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논의·결정하며,
필요시 당국간 조정을 수행; 현행 3자간 양해각서는 정부가 정하는 Terms of Reference
로 대체.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

보수당 개혁안
(The Conservative
Party 2009)

-현행 3자 시스템(tripartite system)은 금융위기의 예방과 대응에 실패
-이는 “당국 간 경쟁으로 [인해] 책임, 권한, 역량이 곤란할 정도로 분열된 가운데 영국의
기존 3자 체계는 혼란스런 균열상을 보이고 있었”음. ⇒ 그 결과, “문제가 누적되는 동안
근본 문제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위기가 엄습했어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p.4)
-그러므로 금융감독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혁될 필요 ⇒ FSA 및 3자 시스템을 폐지하고,
영란은행(건전성감독) 및 소비자보호청(영업행위감독)으로 구성되는 쌍봉모형(twin-peaks
model) 도입이 개혁의 골자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미시건전성 감독 총괄
-시스템리스크의 감시, 거시건전성 수단의 운용, 특별정리제도의 수행을 위해 영란은행
내부에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신설(총재,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독립위원으로 구성)
-영란은행 내부에 금융감독 담당 부총재(신설)가 지휘하는 금융감독국(FRD: Financial
Regulation Division)을 신설하고, 모든 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 감독을 수행
-금융안정을 위한 합의제적 접근(collegiate approach)을 지향

소비자보호청(CPA: Consumer Protection Agency) 신설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소비자보호청을 신설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에서 소비자신용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CPA로 이관 ⇒
금융서비스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해 단일화된 감독체계를 확립
자료: Banking Act 2009와 박진호(2009), HM Treasury(2009), The Conservative Party(2009)를 저자가 정리.

재무부는 현행 통합감독모형과 3자간 협력시스템(상임위원회)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본다. 금
융위기에서 드러난 정책실패는 “단순히 감독의 기관구조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신뢰할
만한 경험, 지식과 강건한 분석을 기초로 하는 판단 및 의사결정의 문제(question of
making judgments and decisions based on credible experience, knowledge and robust
analysis)”라는(HM Treasury 2009, p.4) 것이다. 구체적으로, 후자의 문제에는, 은행 리스크
모형의 결함, 단기적 이윤에만 초점을 맞춘 은행의 보상정책, 시장규율에 의한 리스크인수
(risk-taking) 억제의 실패, 은행 및 투자자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충분한 주
의 의무(due diligence)의 소홀, 그리고 시스템 내 리스크 축적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소평가
등이 관련된다(HM Treasury 2009).
이와 같이 현행 통합모형의 유지를 기본 시각으로 하는 재무부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금
융당국의 금융안정 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
의 독립적 판단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2009년 은행법을 통해 영
란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된 데 이어, 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FSA의 법률적
목적 및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FSA의 금융안정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 FSA
의 규정 제·개정권을 확대하며, 집행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재무부 개혁안은 시스템
리스크의 감시·관리와 정책 조정을 위해 현행 3자 시스템(상임위원회)을 재무장관을 의장으
로 하는 3자간 신설 법률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CFS)로 대체하고, 동 기구의 지배구조를 강
화하여 그 운영을 공식화·투명화할 것을 제안한다.
(3) 보수당 개혁안
재무부 개혁안이 나온 직후 공표된 보수당 개혁안은 현행 감독체계에 대한 기본 시각에서
재무부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보수당 개혁안은 “당국 간 경쟁으로 책임, 권한, 역량이 곤
란할 정도로 분열된 가운데 영국의 기존 3자 체계는 혼란스런 균열상을 보”였다고 진단한다
(The Conservative Party 2009, p.4). 재무부·영란은행·FSA의 3자 시스템(tripartite system)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개혁안은 FSA 및 3자 시스템(상임위원회)의 폐지를
통해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주장한다. 대신, 영란은행에게 금융안정을 보장하
기 위한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보수당 개혁안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이 모두 영란은행으로 집중
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총재,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독립 위원
(independent members)으로 구성되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영란은행 내부에 신설하여 거
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판단과 수단의 운용을 맡기는 한편, 금융감독 담당 부총재(신설)가 지
휘하는 신설 금융감독국(FRD)에게 모든 은행, 주택조합(building societies),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때,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의 긴밀한 조
정을 위해 금융정책위원회가 금융감독국의 업무를 감시하도록 할 것을 개혁안은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그리고 개별 기관의 감독이 긴밀하
게 조정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갖춘 가운데 금융안정정책에 대해 합의제적 접근
(collegiate approach)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개혁안은 본다. 한편, 보수당 개혁안은 소비
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소비자보호청(CPA)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현행 통합모형의 폐기
와 쌍봉모형의 채택을 의미한다.

(4) 재무부 개혁안 v. 보수당 개혁안: 평가
방금 검토한대로, 재무부와 보수당이 자신의 개혁안에 투영하고 있는 각각의 기본 시각은
감독의 기관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시각차의 대부분은 정치적 요인 - 노
동당 정부의 1997년 금융개혁의 기본 구도를 유지하려는 재무부와 바로 그 금융개혁의 기본
구도를 전면 부정하려는 보수당의 입장 차이 - 을 반영한다(The Economist 2009b).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에서 새롭게 부각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과 정책적 대응수단(toolkit)에
대한 두 개혁안의 인식에 내용상 차이는 별로 없다. 이는 각 개혁안이 다같이 The Turner
Review(FSA 2009)를 교과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HM Treasury 2009; The Financial Times
2009; Corrigan 2009).
현재, 두 개혁안의 시각차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재무부 개혁
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3자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시스템 이면에 있는
역할의 모호성과 권한의 불명확성 - 또는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Large 2009). 또한,
“상이한 구조[3자 시스템과 다른 구조]였다면 [감독실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지 알기
어렵”다면서 보수당의 구조개혁론은 “엉뚱한 곳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red herring)”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Hill 2009). 한편, 보수당 개혁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감독에 대한
신뢰(regulatory credibility)는 희소한데, 중앙은행이 여타 금융경찰(financial policemen)보다
는 감독 신뢰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의 은행산업은
현재 4개 대형은행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일반적 규정과 개별 기업의 규제 간 구분이 애매
하”기 때문에, 미시건전성 감독까지도 영란은행이 관장하는 것이 옳겠다고 본다(The
Economist 2009e, p.12). 영국 상원 경제위원회도 보수당의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쌍봉
모형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에게 요청한 바 있다(The
House of Lords Economic Affairs Committee 2009, para.127).
사실상, 재무부와 보수당의 각 개혁안은 감독모형의 선택 자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감독모형의 선택 여하에 따라 감독체계의 구체적 모습과 작동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 문제는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찬반양론은 대체로 선험적(a priori)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두 개혁안
을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수당은 다음과 같이 일견 경험적
인 것처럼 보이는 사실을 강조하며 통합모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The Conservative Party
2009, p.4):
“문제가 누적되는 동안 근본 문제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위기가 엄습했어도 즉
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사실과 다름이 다음과 같이 최근 밝혀졌다(Cohen and Giles 2009):
“[영국의] 은행감독자들[FSA·영란은행·재무부]은 일찍이 2004년 비공개 ”전쟁게임(war
games)“을 통해 노던록(Northern Rock)이 영국의 은행시스템에서 취약한 고리(weak
link)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FSA·영란은행·재무부가 수행했던 리스크 모의실험
(risk simulation planning)을 통해 노던록의 사업모델이 제기하는 시스템리스크와, 이
리스크가 HBOS에 미치게 될 도미노 효과가 명백히 드러났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
던록의 2007년 9월 붕괴 혹은 그 이후의 HBOS 구제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
라는 생각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The Financial Times의 상기 보도는, 영국의 세 금융당국이 시스템리스크의 증폭 가능성을 인
지했음에도 이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겉으로 순조로워 보이는 당시 상황 속에서 시스템리스크의 누적에 대처하여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거나, 아니면 리스크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몇몇 그럴듯한 정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영국 보수당이 주장하는 3자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결함과는 무관
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명백하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장치[3자 시스템]의 설계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선견지명의 부재,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인간의 실수가 그런 장치의 우수
성을 압도할 수 있다”는 Goodhart(2008, p.16)의 지적은 타당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비록
단편적·제한적이긴 하지만 The Financial Times가 밝혀낸 경험적 증거로 볼 때, 이번 정책실
패를 ‘감독의 기관구조’가 아니라 ‘판단 및 의사결정’이 잘못된 탓으로 간주하는 재무부 개
혁안의 기본 시각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3. EU의 개편론
EU에서는 2008년 11월 European Commission이 고위그룹(High Level Group)에게 유럽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면서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공식적 움직임이 시
작되었다. 이후 2009년 2월 고위그룹 의장 Jacques de Larosière가 제출한 보고서(de
Larosière Group 2009) 내용을 토대로, 2009년 5월 European Commission은 실행계획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을 공표했다. EU Council은 이 실행계획
을 검토하여 2009년 6월 초순 자신의 결론(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을 제시한
후, 6월 중순 최종 개혁안을 승인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b). 이후
European Commission이 2009년 9월 23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안을 채택
했고, 현재 동 법률안은 EU Council과 European Parliament에 각각 제출된 상태이다. 개혁
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0년 중 이행될 예정으로 있다.
EU의 최종 개혁안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를 거시건전성 감독자로 신설하는 한
편, 기존 Level 3 위원회를 강화한 유럽감독당국(ESAs)과 EU 각 회원국의 감독기구로 구성
되는 유럽금융감독자시스템(ESFS)을 미시건전성 감독자로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표 3>은 EU 최종 개혁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ESRB는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정의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정보의 수집과 분석, 거시건전성 리스크의 확인과 리스크 경고의
공표,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따른 대응조치의 권고와 조언 제공 등 업무를 담당한다. ESRB의
의결기구는 일반이사회(General Board)이다. 일반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ECB 총재, 27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ESAs 의장 3인, 그리고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대표와, 의결권을 갖지 않는 EFC 위원장과 27개 회원국의 감독기구 대표로 구성된다. ESRB
의 운영은 의장, 부의장, 중앙은행 위원 2인, ESAs 의장 3인,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대표, 그리고 EFC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통
해 이루어진다. ESRB 의장은 ECB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에서, 부의장은 ESRB에서 각
각 선출된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2009b).
ESRB는 “독립적 거시건전성 기구”이지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8) 법

<표 3> 유럽연합(EU)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안 ( 신설기구)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조직구조
-일반이사회(General Board: 의결기구)
구성: ECB 총재, EU 27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유럽감독당국(ESAs) 의장(3인), European
Commission 대표(이상 의결권 있는 위원);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EFC) 위원장, 27개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이상 의결권 없는 옵저버)
-의장 및 부의장
ESRB 의장은 ECB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 ECB 총재 및 부총재와 27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로 구성)에서 선출(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b); ESRB 부의장은 ESRB에서 선출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 ESRB 의장; ESRB 부의장; ESRB의 중앙은행 위원(2인: 유로지역 내 1개 회원국 중앙은행의
위원 1인과 비유로지역 내 중앙은행 위원 1인); ESAs 의장(3인);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대표; EFC 위원장
업무: “의제(work agenda)의 설정과 ESRB 결정(decisions)의 작성”(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10)

책무·권한·기능
-시스템리스크(거시건전성 리스크) 관련 정보 범위의 결정권;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시스템리스크 확인; 리스크경보 공표와 대응조치 권고·조언; 경보·
권고의 준수 여부에 대한 위탁 감시
-IMF·FSB와 같은 국제기구 및 제3국과 상시 접촉

지배구조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ECB는 ESRB에게 분석적·통계적·행정적, 그리고 자원 면의 지원을 제공”(p.10)
-ESRB의 독립성과 책임성: ESRB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 적어도 연 2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European Parliament와 Council에 각각 보고”(p.10)
-ESRB 권고의 성격과 사후관리
“ESRB는 독립적 거시건전성 기구”이지만(p.9), 법인격이 없고 권고의 구속력도 없음
그러나 ESRB의 권고를 접수한 주체는 이를 “이행하거나 [Council 그리고/또는 ESAs에게 불이행의
사유를] 설명해(act or explain)”야 할 필요(p.8)
“반응이 불충분하다고 ESRB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Council에게도 적절히 알려야 ... [하고] 사례별로
Council과 협의하여 권고를 공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p.9)

유럽금융감독자시스템(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기존 Level 3 위원회와 신설 ESAs 및 ESFS 간 관계
-기존 Lamfalussy 체계 내의 Level 3 위원회 3개를 이들이 원래 관장했던 부문별 감독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 ESAs(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로 변환
기존 유럽은행감독자위원회(CEBS) ⇒ 신설 유럽은행당국(EBA);
기존 유럽증권감독자위원회(CESR) ⇒ 신설 유럽증권시장당국(ESMA);
기존 유럽보험직업연금감독자위원회(CEIOPS)⇒ 신설 유럽보험직업연금당국(EIOPA)
-ESFS는 신설 유럽감독당국(ESAs)와 EU 회원국 내 감독기구를 통합하여 “책임의 공유 및 상호보완을
도모하는 실용적 유럽네트워크”(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11)

ESFS의 조직구조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ESAs 대표(3인)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대표로 구성되며, “특히 금융그룹 감독에서 각 ESA 사이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감독접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ESAs와 ESRB 사이의 정보공유를 조정”(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11)
-ESAs: 각기 독립상근의장·사무총장·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회원국 감독기구 고위 대표)·관리
이사회(Management Board: 각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를 두는 구조이며, 법인격을 보유하는 독립적·초
국적 감독기구이자 단일규정집 실현을 지향하는 “규정제정기구”(Čihák, et al. 2009, p.27, fn.11)로서,
권한과 운영 독립성 등 지배구조 면에서 강화된 기구
-EU 회원국의 감독기구: 개별 금융기업에 대한 일상적 감독을 계속 관장

ESAs의 책무
-Community legislation이 정하는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동질적 기술 표준”과, 회원국 소관당국이
개별 결정에 적용할 “구속력 없는 표준, 권고, 해석상의 가이드라인”을 작성(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11);
-공통의 감독문화와 일관적 감독관행의 확립(ex. 금융기관·금융그룹에 걸친 동류분석 수행, 필요시 공동
감시단에 참여, 공동 감독연수의 개발, 스탭 교환, 국제 이슈에서의 특정역할 수행 등);
-미시건전성 정보의 수집·집적(ex. 각 회원국 감독자로부터 제공되는 관련 미시건전성 정보의 범위를
결정, 유럽의 중앙 데이터베이스(ESRB와 공유)를 구축·관리);
-EU 규정의 일관적 적용(ex. 회원국 감독기구에 의한 EU 법률 또는 ESAs 구속성 표준 위반시 해당
감독기구에 권고를 제시하고, 위반이 지속될 경우 그 감독기구에게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금하도록 의
무화(회원국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미결 상태);
-위기시 정책 조정

ESAs의 지배구조
-회원국 감독자 이외의 회원국 당국과 독립적이고, 각 유럽기구와도 독립적이며, 자율예산 확보;
-Council, European Parliament, 그리고 European Commission의 각각에 대해 직접 책임성 부담;
-효율·독립성·책임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관련 Community legislation는 ESAs의 경영·조직·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2009b)를 저자가 정리.

인격이 없고 권고의 구속력도 없다. 하지만 ESRB의 권고를 접수한 주체는 이를 “이행하거
나 [Council 그리고/또는 ESAs에게] 불이행의 사유를 설명해(act or explain)”야 할 필요가
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9). 또한, ESRB는 “ECB는 ESRB에게 분석적·
통계적·행정적, 그리고 자원 면의 지원을 제공”하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10) 되어 있어, “조직 측면에서 ECB 및 ESCB와 긴밀하게 연계”된다(IMF 2009a, p.24).
한편, 미시건전성 감독자인 ESFS는 금융부문별로 신설되는 유럽감독당국(ESAs)와 EU 회
원국의 각 감독기구를 통합한 “실용적 유럽네트워크”에 해당한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a, p.11). 이 때, 독립적·초국적 감독기구인 ESAs는 각기 법인격을 보유하며, EU
Council, European Parliament, 그리고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각각
에 대해 직접 책임성을 부담하게 된다. 각 ESA는 독립적 상근 의장, 사무총장, 감독이사회
(Supervisory Board), 그리고 관리이사회(Management Board)를 두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각 ESA의 주요 책무는 EU 차원 규정 및 일반적 감독관행의 동질화, 미시건전성 정보의 수
집, 집행과 상충의 해결, 위기시 정책 조정 등이다. 이 때, ESA간 운영위원회가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도모한다.
EU의 최종 개혁안 내용 가운데 ESA가 갖게 될 구속력의 실효성 여부는 논쟁적 사안이다
(Čihák, et al. 2009). 예를 들어 국경간 위기처리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대해 발동하게 될
ESA의 구속적 권한이 회원국의 재정주권(fiscal sovereignty)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The
Economist 2009d). 또한, EU 차원의 단일 규정집 작성 및 단일 건전성 DB의 구축도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은 과제로 지적된다(Čihák, et al. 2009).
4. 미국·영국·EU의 개편론 비교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과 EU가 논의 중인 개혁안을 각각 간략히 검토·평가해보
았다. 미국의 재무부 개혁안, 영국의 재무부 개혁안과 보수당 개혁안, EU의 최종 개혁안은
거시건전성 감독의 이입을 위한 최적 감독모형의 모색이라는 감독체계 개편의 근본적 문제
의식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개혁안은 위기를 보는 시각은 물론, 각국의 정
치적·경제적 상황 및 문화적·사회적 전통 등이 서로 달라, 감독모형의 선택과 그 세부 내용
에서 각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과거에도 감독체계의 보편
적 표준모형은 존재하지 않았고(Goodhart, et al. 1998; Carmichael 2004; Llewellyn 2004),
현재에도 거시·미시건전성 감독을 아우르는 이상적 감독체계는 존재하지 않기(Group of
Thirty 2008) 때문이다. 개별 국가가 최적 감독체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감독체계를 선택하더라도 금융당국간 협력·견제가 금융안정의 궁극적 관건이라는 사실
이다. 각국은 자신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협력·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중요성이 확인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감독체계 내에 새롭게 도입·운
용하는 문제도 실은 금융당국간 협력 및 견제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감독
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미시건전성 감독이 무력할 수 있음을 이번 금융위기는 잘 보여주었
다. 마찬가지로, 미시건전성 감독으로 보완되지 않은 거시건전성 감독 역시 무력할 수 있다.
결국,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미시건전성 감독 접근과 거시건전성 감독 접근 간 균형(balance)
의 유지가 핵심 관건이다. 이 때, 균형이란 궁극적으로 금융당국간 협력과 견제를 통해 두
감독 접근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FSA(2009)는 영국이 현행 통합감독체계 및 3자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전
제 하에 영란은행(거시건전성 감독자)과 FSA(미시건전성 감독자) 간 관계를 공식화하는 세
가지 대안적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p.84):
제1안: “경제가 경기순환의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건전성 리스크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 최종조정자(ultimate

arbiter) 역할은 영란은행이 수행하는 한편, 어떤 감독수단을 얼마나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FSA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예를 들어, 영란은행은 FSA에
게 공식 서한을 보내 거시건전성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
고, FSA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안: “영란은행이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최종조정자 역할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영란은행이 FSA에
게 특정 거시건전성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3안: “단순히 영란은행의 내부 위원회로만 정의된 현행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를 영란은행과 FSA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로 설계하고,
이 위원회가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해 최종 판단하여 적절한 정책반응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

FSA(2009)가 제시한 상기 세 가지 방식은 영국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내용이지만,
개별 국가가 선택한 감독모형의 구체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그와 같은 분류방식을

각국 개혁안에 적용해볼 수 있다. 즉 거시건전성에 관한 정책

판단 및 운용의 주체를 기준으로 각국 개혁안이 함축하는 협력·견제의 조직화 방안을
FSA(2009)의 분류방식으로 연결시켜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6) 재무부 개혁안: 연준에게 거시건전성 감독자 역할을 온전하게 부여
⇒ 제2안에 해당
영국 재무부 개혁안: 재무부·영란은행·FSA로 구성된 금융안정회의(FSC)를 제시
⇒ 제3안에 해당
영국 보수당 개혁안: 영란은행에게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집중
⇒ 제2안에 해당
EU의 최종 개혁안: ESRB가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입각하여 구속력 없는 대응조치
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회원국에 권고 ⇒ 제1안에 해당

FSA(2009)의 세 가지 협력 방안을 Smaghi(2009)의 논의를 따라 일반적 맥락에서 간략히
비교해보자. 제1안은 중앙은행(거시건전성 감독자)이 자신의 거시건전성 판단을 감독당국(미
시건전성 감독자)에게 권고하는데 그치도록 하는 방안인데 반해, 제2안은 중앙은행이 거시
건전성 수단의 운용에서 감독당국을 무시하고 우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1안과
제2안에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사이에 책임성의 배분이 명확하다. 제1안에서는 중앙은행
이 자신의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판단을 받아들일지
6) 한편,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수정 법안에서는 연준을 포함하는 8개 연방금융당국(재무부·연준·NBS·CFPA·SEC·FDIC·CFTC·
FHFA)의 수장(8인)으로 구성되는 FSOC이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FSA(2009)
의 제3안에 해당한다. 또한, 2009년 11월 10일 공표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개혁 법안에서는 연준을 포함하는 7개 연방금
융당국(재무부·연준·FIRA·CFPA·SEC·FDIC·CFTC)의 수장(7인)과 독립위원(1인) 및 의장(1인)으로 구성되는 AFS(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가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넒은 의미에서 제3안에 해당한다.

여부를 포함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실제 선택과 운용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제2안에서는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물론 그에 따른 실제적
정책수단의 운용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거시건전성 감
독 접근에 관한 한 감독당국의 책임은 없다.
한편, 제3안은 “차차선(a third best)”이다(Smaghi 2009, p.6). 여러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협의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두 기관 간 의견 불일치를 신뢰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외
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는 한, 영란은행의 책임성도, FSA의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미시[건전성]감독자가 중앙은행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되는 셈이
다(Smaghi 2009, p.6). 반대로, 협의체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공식화할 수 있다면 제3안은
영란은행과 FSA가 각각 권고권과 설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1안과 유사해진다(Smaghi
2009). 결국, 제3안은 제1안에 의해 ‘약하게 지배되는 전략(weakly-dominated strategy)’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행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감독자들로 협의체
(college)를 구성하자는 제3안이 가장 현실적이긴 하다(Litan 2009).7) 실제로 FSA(2009)가 제
3안을 제안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제1안과 제2안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 두 방안의 상대적 우위를 선험적으로 일반화하기
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금융부문
의 규모와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8)
III. 한국의 감독체계 개편론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
다. 다만, 국회 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의한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 작업이 2009년 초
수개월 간 진행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영국·EU와는 달리
위기의 직격탄에서 다소 비껴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기

훨씬

전부터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왜곡(structural

distortions)이 쌓여왔다. 사실, 이번 위기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체계의 전반
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감독체계 전반의 개편이라는 맥락과는 유리
된 채 별도로 진행되는 한은법 개정 논의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정과 금융감
독은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은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상호 유기적 관련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여러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번 위기는 한국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오기만 했던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대수술을 설계·추진하는 데에 더 없
이 적절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09년 한은법 개정 논의의 경과를 살펴본 후 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을 탐구
7) 왜냐하면 제3안과 같은 감독자협의체(a college of regulators)는 “[중앙은행이든 감독당국이든] 개별 금융당국의 권한을 해치
지 않으면서 집단적 권한(collective authority)를 강화”해주기 때문이다(Litan 2009, p.13). 하지만 Litan(2009. p.13)도 감독자
협의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least desirable)”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독자협의체가 책임성 원리
(the Buck Stops Here principle)를 훼손한다는 점은 분명하며, 관할권 다툼과 사후적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
다. 또한, [특히 미국의 경우] 사공이 너무 많아져서 조정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8) Smaghi(2009)는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제2안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감독 간 잠재적 이해상충의 정도보다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미시건전성 감독자가 관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 간 잠재적 이해상충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maghi
의 이러한 논리는 대체로 선험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EU의 구체적 맥락을 감안한 논리이기도 하다.

한다. 그런 과정에서, 감독체계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1.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한국에서는 2009년 초부터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
으로 수개월간 가시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9년 4월 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한은법 개정안은 기재위 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는, 한국은행(한은)·기획
재정부(기재부)를 관할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한은법 개정을 놓고 이견과 갈등이 크게 두드러지게 된 점, 그
리고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간 견해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 점 등이 중
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개정안(기재위 소위안)에는 금융안정 책무의 한은 목적조항 내 명시
와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그리고 한은의 직접조사권(직접검사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었다(기획재정위원장 2009; 김홍범 2009a). 한편, 국회 기재위는 금융당국간 견해차를 감
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전([2009년] 8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다(국민경
제자문회의 TF 2009, p.1).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는 정부(기재부) 주도로 금융당국간 정보공유·공동검사 활성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년 6월에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내부에 TF가 별도로 마련되어
한은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정부·청와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 기재위 소위
안과는 구분되는 범정부 차원의 절충안을 마련하기 노력의 일환이었다(매일경제 2009).9) 그
결과, 2009년 9월 15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
금융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
서>가 체결되었고(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09), 같은 날 국민경제자문회의 TF는 자신의 보고
서를 기재부로 제출했다(중앙일보 2009).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 17일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한겨레신문 2009). 2009년 11월 중순 현재,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가 자신의 소위안
(기획재정위원장 2009)과 정부안(국민경제자문회의 TF 보고서 포함) 등을 조정한 단일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2009년 논의의 전반적 경과를 검토하기
로 한다.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두 10건에 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
었고, 기재위 법안소위는 그 내용을 2009년 초 수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
과, 2009년 4월 21일 기재위 법안소위는 단일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국민경제자문회의 TF
2009). 소위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금융안정 책무의 목적조항 내 명기, 금융안정 책무를 달
성하기 위한 기능·권한·수단의 확립, 그리고 금융안정을 위한 지배구조의 강화로 요약된다
9) 매일경제(2009)는 “법 개정 없이 보완할 부분은 차관급 정보공유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을 통한 금융감독기구 간 역할분담은
청와대가 직접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부·청와대가 각각 나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보도하였다. 이들 두 움
직임은 모두 2009년 9월 정기국회에서의 한은법 개정안 재논의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한은법 개정
안(2009.4)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정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일경제(2009)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
원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간 협의기회를 달라고 [국회 기재위에] 요청해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한다.

(기획재정위원장 2009; 김홍범 2009a).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금융안정 책무의 목적조항 내 명기
소위안은 한은의 목적조항(소위안 제1조)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추가로 명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었다(예를 들면, 김홍범 2000).
이는 “은행감독의 관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의 오랜 역
사를 통해 자생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책무”임에도(김홍범 2000, p.115), 1997~98년의 금융개
혁에 따라 은행감독이 한은에서 분리되면서 금융안정은 더 이상 한은의 책무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현실적 분위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전유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은 국민경제의 다양한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다면적(multi-faceted)이다(Healey 2001).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는 복수의 금융당국 - 정부(흔히 재무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 - 이 각기 차별화된 고유 책무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견제하
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김대식 외 2002).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당국의 경우 금융안정이 법률적 책무로 명시되어 있다.10) 예를
들어, 1996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지금까지, “예금보험제도 등을 ... 운영함으로써 ...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제1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고(제3
조) 명시해왔다. 또한, 2008년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제1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명시적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금융당국과의 형평 면에서도 금융안정은 한은의 법률적 책무로 이미 포함되었어야 했
다. 또한, 설립목적으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추가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보다 탄력
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과잉유동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하
준경 2009, p.29) 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재위 소위안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가장 넓은 포괄범위를 시사하
는 ‘금융안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금융안정·물가안정간 우선순위에 대해 소위안은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대등한 차
원의 목적으로 취급한다.12)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책무에 관하여 현행 법률의 각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설립):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11) 영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2009년 은행법(Section 2A)을 통해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의
보호와 강화에 기여하는 것(to contribute to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s of the United
Kingdom)”이라 표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에게 ‘금융안정’이나 ‘금융제도의 안정’과 같은 광범한 의미의 책무를 부
과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와 예금보험공사에 법률적으로 부과된 금융안정 책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원래 금융안정의 구체적·세부적 분야가 아닌 광범한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기관(macro institution)이
기 때문에 ‘금융안정’이나 ‘금융제도의 안정’이라는 용어는 그 책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만약 기관간 책무배분상 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설립법(「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예금보험공사설립법(「예금자보호법」)의 용어
표현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12) 기재위 소위안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로서는 소위안처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적 조항 내에 병렬로 명기함으로써 이들
책무를 한국은행이 동시에 추구하도록 정의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가운데 어느 쪽
을 제1 책무로 정해야 할지부터가 난제이다. 최근 혹독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을 제1 책무로 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금융불안정은 꼬리사건(tail event)이어서,
위기를 벗어난 평시에는 금융안정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Large 2005). 또한, 중앙은행의 물
가안정 정책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수준과 같은 요약적
지표가 금융안정의 경우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Hawkesby 2000). 이렇게 보면, 금융안정
을 중앙은행의 제1 책무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반대로, 물가안정을 제1 책무로 정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금융안정은 통상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를 당연시하기
쉽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의 성과를 자신의 평판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더
욱이 금융안정은 복수의 금융당국이 함께 추구하는 상위 목표이므로 설혹 위기가 닥치더라
도 그 책임을 중앙은행이 홀로 뒤집어쓸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물가안정이 깨어지면
이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탓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제1 책무로 정의
한다면,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하게 될 위험이 있다.
둘째,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
다(Borio, et al. 2003). 예를 들어, 이번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 세계적으로 자산버블이 팽창
하는 중에도 물가안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과 1997~98년 동아
시아 경제위기도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잠재적 상충의 정도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며, 책무간 우선순
위를 법률에 명시한다고 해도 각 책무에 대해 중앙은행이 부여하는 구체적 가중치는 자의적
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책무간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성과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우선순위 하에서 정책을 수립·
운용하여 얻어진 성과를 기초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란 우선순위를 두
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로서는 금융위기의 진행이 향후 어떻게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확실한 중장
기적 판단을 내리기란 어렵다. 금융위기가 현재 성공적으로 수습되는 중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위기를 넘긴다 해도 또 다른 모습의 글로벌 경제·금융의 위기가 예컨
대 향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의 경제학 지식수준과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정책적 경중이 어때야 할지를 따지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일한 차원의 책무로 설정하고, 중앙은행이 경기변동/금융주기의
전개에 맞춰 신축적으로 양대 책무의 달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간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13)
나. 금융안정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권한·수단의 확립
13)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은 물가안정 목적에 명시적으로 우선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2009년 은행
법」에 따라, 「영란은행법」은 영란은행 이사회(Court of Directors)가 추구해야 할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으로는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의 보호와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Section 2A of the Bank of England Act),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가 추구해야 할 통화정책 목적으로는 “(a)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b) 그러한 한도 내에서
성장 및 고용 목표를 포함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것”을(Section 11 of the Bank of England Act), 각각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위안은 금융안정 책무의 명시적 추가에 따라 한은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관련 기능·권한·수단을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획재정위원장 2009; 김홍범 2009a)
소위안 제2절: 지급준비금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조치(ex. 예금과 유사하지만 현재
지준부과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지준을 부과)
소위안 제64조·제68조·제80조: 위기시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긴급유동성 공급을
신속·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조치(ex. 증권대차제도의 신설;
대출적격담보 범위의 확대; 영리기업여신 실행요건의 완화 등)
소위안 제81조·제87조·제88조의2: 물가안정·금융안정을 위한 정보수집 수단을 확충하
는 조치(ex.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와 서면조사·
실지조사 등;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유동성 부족이나
그럴 가능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긴급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서면조
사·실지조사)
소위안 제81조·제81조의2: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기능 강화와 하부구조 정비를
위한 조치(ex.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관련 기준제정·평가·지도 등; 한은금융망에
참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긴급유동성 지원조건의 완화 조치(안)를 논외로 하면, 상기 조치의 대부분은 위기 이전에
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역할에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것들이다. 이들 가
운데, 은행에 대한 한은의 제한적 직접조사권(직접검사권) 보유 여부는 특히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다. 경험적으로, 금융당국간 검사정보의 공유 정도와 중앙은행의 직접검사권 보유 여
부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론적으로도 중앙은행에 의한 직접검사권 행사의 유용성
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일부 기관에 대해 직접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은 클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은행에 대한 직접검사권 확보의 당위성은 위기
이전에 비해 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은에 대한 직접검사권 허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감독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차검사 혹은 공동검사를 활용하는 등 한은·금융감독당국간
실질적 협력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은의 직접검사권 확보는 금
융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이 한국은행을 검사정보 공유의 정당한 대상으로 기꺼이 인정하
도록 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중요하며, 실제로는 감독당국과의 실질적 협력 증대를 통해 비
용 증가를 억제하려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홍범 2009a).14)
또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운영·관리·감시 기능 강화는, 최근 증권부문과 보
험부문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접근성을 확대 허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이 명시한 ‘중앙은행의 4대 책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의 역할
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15)
14) 김홍범(2009a, p.25)은 “법조문을 중시하는 시민법(Civil Law)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한국은행 단독의 정보수
집권[즉 단독검사권]이 허용되면” “이를 실제로는 감독당국과의 협력과 조정을 담보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삼...[는] 관행...[이]
정착...[됨으로써 Goodhart, et al.(1998)이 정의한 감독비용의 세 가지 유형 중] 기관비용과 준수비용의 증가보다는 구조비용
의 감소가 훨씬 두드러질 것”으로 본다. 여기서, Goodhart, et al.(1998)이 정의한 감독비용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김
홍범 2009a, p.25에서 재인용):
“ 기관비용(institutional cost): 감독기구의 가동을 위한 비용
준수비용(compliance cost): 피감독 금융기관이 규제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
구조비용(structural cost): 경쟁의 저해, 혁신의 억압, 소비자의 선택 제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규제포획 등 규제 실시
에 수반될 수 있는 제반 구조적 부작용의 비용.“
15)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은 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2001년 1월 제정한

한편, 한은법 개정안에 담긴 긴급유동성 지원조건의 완화 조치들은 대체로 이번 금융위기
의 수습과정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구사한 다양한 정책조치를 부분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은 필요한 경우 적시에 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준이 최종대부자로서 TAF·TSLF·PDCF·AMLF·CPFF·MMIFF·TALF 등 다양한 신규
대출제도를 통해 거액 유동성을 과감하게 제공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
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으로서는 긴급유동성 지원조건 완화 문제에 대해 연준에 비해 훨씬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홍범 2009a·2009b). 긴급유동성 지원조건이 완화되면 한국은행이
개별 금융시장과 기관으로의 신용배분에 선제적·재량적으로 개입하게 될 여지가 더욱 커지
게 된다. 이는 다시 한국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부를 것이다. 연준과는 달리, 한국은행
은 그와 같은 정치적 압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
이다. 여기서 역량이란 다름 아닌 실제적 독립성(de facto independence 또는 정치력)을 가리
킨다(김홍범 1998).16) 이렇다할 실제적 독립성을 확립하지 못한 한국은행이 감당해낼 수 있
는 정치적 압력의 수준은 미국 연준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행의 긴급유동성 지원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어느 정도로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
가 하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슈이다. 금융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과 같
이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정책을 “선제”적으로 과감히 운용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널리 확산된 것 같다(예를 들면, 한국일보 2008). 이러한 인식은,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선
제적 통화정책이 긴요하다는 인식과 마찬가지 논리에 기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준과
한은이 각기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와 강도는 차이가 난다(김홍범 2009b):17)
“대국경제(large economy)의 중앙은행인 연준과 소국경제(small economy)의 중앙은행인
한은은 서로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반경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
다. 일례를 들어, 미국 연준은 최종대부자 기능의 공격적 발동이나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를 통해 통화량을 엄청나게 팽창시켜도 [국제통화인 달러화의 특별
한 지위 덕분에] 그 부담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나머지 세계(ROW)에 떠넘길 수 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 분야의 국제표준이며 10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동 “핵심원칙”은 그 적용에서 중앙은행의 4대 책임을 명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운찬·김홍범 2007, p.720에서 재인용):
“1. 책임 A: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목표(objectives)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급결제시
스템에 대한 자신의 역할 및 주요 정책을 공표해야 한다.
2. 책임 B: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가 핵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 C: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핵심원칙을 준수하도록 감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감시기능 수행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4. 책임 D: 중앙은행은 핵심원칙을 통한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다른 중앙은행들은 물론 국내외의
어떤 관련 당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16) 최근 위기수습과정에서 연준은 재무부와의 원활한 팀워크를 통해 대등한 정책파트너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연준이 실제적 독립성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김홍범 1998, p.104):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연
준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제도적으로 연준과 협조하는 동반관계에 있지만, 연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
우도 더러 있다. 이것은 연준이 법적 독립성을 근거로 자신의 정책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세력으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시
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자유 즉 실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연준과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재정의되거나 연준의 구조나 기본 이념 등이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연준은 행정부와 협력하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여
지를 갖는다. 이것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연준이 갖는 실제적 독립성의 내용이다.”
17) 이 주장은 “특히 소국개방경제에서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자국통화가치 급락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인
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Nier(2009, p.11)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미 여러 나라의 26개 은행
위기 경험을 분석한 Jácome(2008)도, 은행위기시 구조조정을 근간으로 대처하되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유동성 주입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금융혼란 완화에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짓는다. 중앙은행의 지나친 유동성 주입은 오히려 거시
금융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은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보기에 따라 이론(異論)의 여지도 있겠지만, 「한
국은행법」에 위기시 유동성 공급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덕분에 2008년 하반기동
안 우리나라의 전체적 정책 스탠스(policy stance)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선제적 통화정책이 정당화된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선제적 금융안
정정책까지 정당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난점이 있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의 의사결정
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는 동일하다.18) 하지만, 실제로 법률적·제도적으로 독립
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에서는 두 정책에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이 선제적 통
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법률적·제도적 독립성을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
이유 중 하나는 그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 전반을 통해 일반적·간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
이다. 그런데, 선제적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그 성격상 특정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별적·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거시건전
성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준 이상으로 선제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러한 의사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중앙은행이 선제적 금융안정정책에서 독
립성을 보장받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독립성에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하므로,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선제적 금융안정 책무 - 즉 개별 시장이나 기관에
대한 선제적 금융안정정책 결정의 책무 - 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에게는 그 책무와 관련하여
지배구조(독립성과 책임성)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안정정책에 대해
책임성을 부과하는 일은 통화정책에 대해 책임성을 부과하는 일에 비해 실제로 훨씬 어려운
과제이다(Hüpkes, et al. 2005).19) 더욱이, 금융당국에 대한 정부의 통제(control)가 책임성
(accountability)이라는 명분 아래 부과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다(Quintyn, et al. 2007).20)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안정 책무를 관장하는 중앙은행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통제에
더욱 취약해질 위험이 높고,21) 이는 궁극적으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은 관점은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자로 거듭난 중앙은행이 향후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의 범위(scope)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다. 금융안정 책무를 위한 지배구조의 강화
18) 물가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이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통화정책의 시
계(policy horizon)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단기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매일 시가정산을 하고 분기마다 보고하며 단기성과를 근거로 보상을 하는 일
이 지배적인 시장에서 장기투자자가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다(Blinder 2004, p.71; 정운찬·김홍범 역 2009, p.117에서 재인
용). 게다가 시장은 과잉반응(overreaction)하기 쉽고 일시적 유행과 변덕(fads and fancies)에 취약하다(Blinder 2004). 정부
와 시장의 단기시계가 통화정책의 결정에 작용한다면 동태적 시간불일치의 문제가 생겨나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금융안정에 관련된 정책의 시계가 중장기적이어야 하는 근거도 통화정
책의 경우와 동일하다. 결국,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의 의사결정에는 중장기 정책시계가 요구되므로 의사결정주체의 독립
성은 중요하다.
19) Hüpkes, et al.(2005)에 따르면 첫째, 감독정책은 시장민감도가 크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기밀성(confidentiality) 유지의 필
요성과 투명성 유지의 필요성 간 상충이 통화정책에 비해 더 크다. 둘째, 감독당국은 집행권과 제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부담해야 할 대상이 중앙은행에 비해 다양하다. 그래서 감독당국에게는 “다원화된 책임성 메커니즘”이(정운찬·김
홍범 2007, p.683에서 재인용) 필요해진다. 이런 이유를 포함하는 몇몇 이유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성 부과가 통화정
책에 비해 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본문의 맥락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정책이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의미
하므로, Hüpkes, et al.(2005)의 시각은 금융안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관련된 각각의 책임성에 관한 논의에도 적용된다.
20) ‘통제’와 ‘책임성’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Majone(2005)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이러한 위험은 신흥시장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 중 하나인 연준도 이번 위기 수습과
정에서 과감한 정책을 전개한 덕분에 햔후 커다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The
Economist 2008).

기재위 소위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지금과 같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은 물론 앞으로는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
해서도 “매년 2회 이상 ...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소위안 제96
조). 또한,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당해연도의 결
산서”를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
하”도록 정하고 있다(소위안 제98조). 이러한 내용은, 한국은행에게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
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능·권한·수단을 구체화한 것에 상응하는 지배구조 특히 책임성의 강
화를 겨냥한 것이다.
라. 국회 기재위 소위안: 평가
위에서 검토한대로, 기재위 소위안은 첫째, 새로운 금융안정 책무의 부과, 둘째, 관련 권
한·기능·수단의 확립, 그리고 셋째, 지배구조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형식요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논리적인 삼위일체 구조이다(김홍범 2009a). 다만, 책무-권한(·기능·수단)-지배구
조의 “세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그리고 상호 비례적으로 균형 있게, 개정 한은법에 반
영...[함으로써]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다(김홍범 2009a,
p.17). 이런 점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긴급유동성 지원 조건의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 내용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금융당국간 정보공유·공동검사 양해각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협력 방안에 관한 금융당국간 논의는 2009년 5월부터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관련 금융당국은 2009년 9월 15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
사 개선방안”에 합의하였다(기획재정부 등 2009). 동 “개선방안”은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
동검사 양해각서로 집약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
험공사 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는 5개 금융당국 사이에 체결된 정보공유 양해
각서로서, 공유 금융정보의 범위, 이견조정을 위한 5개 당국간 고위/실무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절차, 정보공유의 요청 및 회신의 절차, 공유 자료의 활용 및 책임, 그리고 정보공유
상황에 대한 정기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는 2개 금융당국 사이에 체결된 공동검사 양해각서로서,
공동검사 가능 금융기관의 범위, 공동검사의 평상시/비상시 요구 및 처리 절차와 운영 절
차, 이견조정을 위한 4개 당국간 고위/실무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절차, 공동검사에 대한
정기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때,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체에 당사기관인 한국
은행과 금융감독원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참여한다는 사실과, 정보공유 협의체와
공동검사 협의체 각각에서 기획재정부가 “회의 개최, 의제 선정 등 운영과 관련된” 선도기
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각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각기 과거의 양해각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정보공유 협력의 경우, 2001년 3월부터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사이
에 “금융정보 공유의 기본 원칙과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금융정보공유협의회가 1년에
2회” 열리게 되었으며, 동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감독정보국 담당), 한국은행 부
총재보(은행국 담당), 예금보험공사 이사(리스크관리부 담당)”가 참여했다. 이와 아울러, 세

<표 4>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관련]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p.1); “관련 법규의
비밀보호 조항 등”(p.4) 예
외를 제외하고는, 정기보고
서·수시정보·가공정보의 공
유가 원칙
“기관간 이견조정을 위해
...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부기관장급 금
융업무협의회와 국장급 실
무협의회를 설치”(p.1); 각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
하며 어느 한 기관이 요청
하는 경우 수시 개최”(p.5);
5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회의개최, 의제 선정 등
운영과 관련된” 선도기관
역할을 수행(p.6)
“정보공유의 요청 및 ...
회신 등의 업무처리는 공
식 문서에 의하”며, 피요청
기관은 “10영업일 (단, 긴
급한 경우는 3영업일) 이
내”에 처리할 의무가 있고,
“각 기관은 정기보고서 공
유목록을 지속적으로 관
리”(p.3)
제공받은 정보의 활용, 출
처의 명시, 미공개 정보의
활용 등 “공유자료의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내용
(pp.4~5)
“정보공유에 대한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시행”(p.6)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

한은의 공동검사가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법」
상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무 관
련 등록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동법상 전자채권관리
기관과 전자화폐발행자가 포함 (p.2)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
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p.1) ⇒ 여기서 ‘구
체적 범위’란 “검사목적, 대상기관, 검사범위 등”을 포함하
며, ‘지체없이’란 “1개월 이내”를 의미(p.2)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금융기관에 대
한 유동성 지원 필요 등으로 인해 공동검사를 긴급히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총재의 결재를 받은 공식문서로 검
사 필요성, 검사목적,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검사 요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 익영업일 업무종료 시각까지 부원장의
결재를 받은 공식문서로 회신하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문서로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동검사요구에 응“함 (p.2)
“공동검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검사반
을 운영” (p.3); “공동검사시 금융감독원 검사반장이 검사
사전준비, 사전검사자료 징구, 검사정보 공유 등 검사업무
의 효율적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한국은행 검사반장과 협
의하여 총괄” (p.3)
“공동검사... 관련 ... 이견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
원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금융업무
협의회의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
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둠; 각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 개최”(p.5); 5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회의개
최, 의제 선정 등 운영과 관련된” 선도기관 역할을 수행
(p.5)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매년 공동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금융업무협의
회에 제출” (p.5)
* 각각의 기존 양해각서와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가 발췌.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9);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09)

기관의 실무 국장들 - “금융감독원 감독정보국장, 한국은행 은행국장,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부장” - 로 구성된 “금융정보공유실무협의회가 분기별 1회” 열리게 되어 관련 세
부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금융감독원 2001; 김홍범 2004, p.125에서 재인용). 그러나 금융정
보공유협의회와 금융정보공유실무협의회는 둘 다 법률기구가 아니었고 그 활동의 내용도 대
외적으로 매우 불투명했다. 이후, 2004년 1월 20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가 처음 체결됨으로써 정보공유를 위한 절차가 다소 공식
화되었다(금융감독원 2008). 그러나 양해각서가 공유정보의 범위조차 확정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등,22) 정보공유를 위한 초보적·형식적 합의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양
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금융기관 경영에 관한 정보공유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 5년이 경과한 2008년 말 기준으로 “정보공유율이 은행권은 94%[,]... 비은행권은 75%[,] ...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기관은 40~50% 대에[, 각각] 그치는 수준”인데다, “정기보고서 위주
의 정보공유로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보내용이 불충분하여 한은의 금융위기 대응을 저해”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한국은행 2009a). 이런 상황에서, 기존 3개 금융당국에 기획재정
부·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한 5개 금융당국 사이의 정보공유 양해각서(2009.9)는 과거와 달리
협의체의 선도기관을 기획재정부로 명시하고, 공유대상 정보 범위의 확대, 정보공유의 구체
적 절차, 그리고 정기 평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발전적 변화로 평
가할만하다. 다만, 정보공유 양해각서가 정한 2개 협의체는 둘 다 법률기구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공동검사 협력의 경우, “한국은행은 2000년 3월부터 ... 공동검
사[에] ... 참여하였으며, 2001~2002년 중에는 금감원이 실시하는 거의 모든 국내은행 종합검
사에 공동검사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서 2002년 10월 4일 처음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
행과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금융감독원 2008). 정보공유 양해각서
와 마찬가지로 공동검사 양해각서도 초보적·형식적 합의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양해각서는 일부 내용수정을 위해 2004년 7월 19일과 2007년 7월 5일 각각 제1차와 제2차
개정을 거쳤다(금융감독원 2008). 그러나 공동검사를 둘러싼 기관간 갈등과 불신이 최근까지
도 이따금 공개 표출되는 등(한국은행 2009b),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에는 생산적 협력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23) 이런 가운데 체결된 <한국은행과 금융감
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는 내용상 한은·금감원은 물론 기획재정부·금융위원
회를 포함한 4개 금융당국이 도달한 합의로서, 과거의 양해각서와는 달리 공동검사 대상금
융기관 범위의 확대, 공동검사의 구체적 절차, 그리고 정기 평가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유 양해각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검사 양해각서가 정한 2개 협의체 역시 둘 다 법률기구가 아니다.
어찌되었든, 두 양해각서의 내용이 과거에 비해 각기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둘러싼 금융당국간 협력과 견제는 순조
로울 것인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금융당국간 양해각서가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
게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의 양해각서 운용 경험을 돌이켜볼 때 낙관하기 어렵다.
이번 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이 한은법 개정의 당위성을 반감시키려는 일부 금융당국의
22) 동 양해각서가 정의한 공유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제2절 가항): “3개 기관은 ...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보고자료를 공유대상으로 하되 그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불신과 시각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2002년 10월 처음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
의 배경을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내용의 중복이나 수검기관의 업무부
담 가중 등 ... 문제점이 노출”되었기(금융감독원 2008, p.4)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감원의 비협조로 초
래된 갈등해소를 위해 체결된 것”이라(한국은행 2009c, p.55) 설명하고 있다.

임기응변적 이해타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실제로, 한은과 금감원 간에는
이미 불협화음이 대외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경향신문 2009).
끝으로, 금융당국간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한국은 노르웨이의 금융당국간 협력·견제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Kim 2009b). 일찍이 1986년 세계 최초로 통합감독모형을 채택한 노르웨이
에서는

금융안정

업무

전반에서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Bank)과

금융감독청

(Kredittilsynet) 간 협력·견제의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보고서)를 1993년부터 4년마다
개정해오고 있다. 현행 문서는 2005년 개정된 내용으로, 금융불안정의 예방, 금융안정에 대
한 위협의 감시, 그리고 위기관리의 3개 분야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업무를 각각 명
확히 정의한 후, 정보공유, 효율적 업무분장, 그리고 전문성의 공동계발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식과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 사이의 양
해각서는 앞으로 준수해야 할 협력의 방식과 절차를 합의하는 약정(commitment)의 성격이
라기보다는 이전까지 두 당국 사이에 실제로 이행되어온 협력의 방식과 절차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공식 제도화(formal institutionalization)의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 금
융당국간 양해각서는 “실질이 형식에 우선하는 접근(substance-over-form approach)”이라는
것이다(Kim 2009b, p.23).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커다란 교훈 중 하나가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 간 균형이 긴요하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르웨이 금융당국간 양해각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간 협력·견제를 통해 이와 같
은 감독접근의 균형을 이미 실천해오고 있는 세계적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금융위기를 거치
면서 영국의 재무부·영란은행·FSA의 3자간 협력체계가 위기의 예방은 물론 확산 방지에 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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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over-substance approach)”이었던 점에도 중요하게 기인한다(Kim 2009b, p.24). 영국에
서는 협력·견제의 방식과 절차가 자연스런 관행으로 정착하는 분위기가 양해각서에 우선하
기보다는, 사전 약정을 통해 향후의 협력과 견제를 규율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했기에 예상
치 못한 비상상황에서 약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보공유와 공동검사가 금융당국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협력의 범위를 특
정 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업무 전반에 걸쳐 당국간 접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일반화하
고 협력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작업이 근본적으로 절실하다. 특히 통합금융감독체계에서는
중앙은행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과 시장을 관장하는 금융감독당국과 업무 전반에 걸쳐 다
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 및 견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중앙은행이
미시건전성 감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
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는 둘 다 금융당국간 협력의 일부만을 커버하는 '특수
양해각서(special MoU)'에 불과하며 금융당국간 전반적 협력을 커버하는 '일반 양해각서
(general MoU)'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통합감독모형을 운영해온 나라
들 중, 일반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견제의 절차와 방식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은 나라는 세계
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현 시점에서, 정보공유·공동검사를 포함하여 광범한 협력·견제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의 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3) 국민경제자문회의 TF 보고서
국민경제자문회의 TF(2009, p.1)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 2009년 6월
17일 ... 총 7인의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했고 “TF는 ... 약 3개월에 걸쳐 ... 주요국의 금

융감독제도 개편 진행사항 및 주요 쟁점사항을 ... 검토하였고 한은법 관련 4개 기관 및 분
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TF는 자신의 결과물을 2009년 9월 15일 보고서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TF의 종합의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 TF 2009, p.6):
“결론적으로 TF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논의가 진
행된다고 하면 한국은행법 논의의 수위는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
하며 아울러 독립된 통합금융감독 기구와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를 설립한 기
본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선 한은법 개정 논의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근거로 TF는, 금융위기가 아
직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금융안정의
운영방식을 놓고 금융당국간 견해차가 너무 커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위기
의 진원지인 미국·영국 등에서도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국제적 정합성에 부
합되는 개혁안의 준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들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TF 2009,
p.5).

이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TF는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통한 금융

당국간 협력이 시급하다는 시각과 아울러, 한은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
독 및 금융안정 정책 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 TF 2009, p.6).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은법 개정작업은 금융위원
회 등 설치에 관한 법 및 여타 정부조직법과 상충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금융정책 및
감독시스템관련 제반 법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작업과 함께 추진되어야”한다는
시각도 제시하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TF 2009, pp.6~7).
한마디로, 위의 종합의견 및 배경설명에 나타난 TF의 접근은 미봉적이다. 먼저, 위기 이후
미국·영국·EU가 전반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부분적 관점에서 감독체계 일부 - 즉 「한국은행법」 개정과 정보공유·공동검사 양
해각서 체결 등 - 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해왔다. 물론 미국·영국·EU에 비해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에서 다소 비껴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독체계의 개혁이 그
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독체계 내에
거시건전성 감독을 이입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데에다, 아래의 논의에서
곧 다루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난 10여 년간 누적되어 온 감독체계의 구조적 왜곡을 차제에
개혁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원
회 자체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근원 중 하나이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금융위원회가
감독업무 이외에 정책업무까지 관장하는 점이나, 몸통인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채 머리로만
존재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TF가 진정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은법 개편을 검토하고자 했다면, 설혹 여러 현실적 제약 탓에 개편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스템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어
야 한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체계적·단계
적으로 확립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은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현행 “금융위원회를 설립한 기본정신을 존중”해야(p.6) 한다는 TF의 시각은
TF가 현행 제도의 개편이 아닌 존속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했음을 잘 말해준다. 결국, TF가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대전제 하에 검토를 진행한 결
과 그 종합의견은 시기상조론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한은법 개정안 비교: 국회 기재위 소위안 vs. 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 TF안*
국회 기재위 소위안
금융안정
목표

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 TF안*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병렬 물가안정·금융안정 간 잠재적 상충을 감안, “물가안정을 도모함
로 명시(안 제1조)
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p.10)
금융당국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체(가칭 「경제금융안정협의
회」) 설치⇒ 협의체에 한은의 참여와 협의를 의무화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발동시 금융위/금감원과의 협의 의무화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을 총괄
위한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와 기능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간주 ⇒ 향후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서면조사·실지조사(안 제81조)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할 필요(p.12)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를

한은에 의한 운영기준 개선요청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피

지급결제제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준제 요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한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함”을 현행 한은법 제81조 제②항에 추가 명시할 필요(p.14)
관련 업무 정·평가·지도 등(안 제81조)
한은금융망에 참여하는 비은 한은금융망에 참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 결제부족
행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 결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부족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안 제81조의2)

통화신용정책
수행 관련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의
확대

단독조사권
신설

지급준비금
대상채무
확대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금통위
의사록의
국회 제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산법 제2조에 의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 “한 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
국은행과 당좌예금 거래약정을 한”을 한국은행에 부여(p.15)
체결한 자와 「금융산업의 구 “은행 및 일부 당좌거래 약정 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요청하거나 ...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
따른 금융기관”포함(안 제87조) 할 경우 ...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필요(p.15)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의 구속력을 위해 ⇒ ① “자료요
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명시할
필요(p.15); ② “자료협조 대상기관을 ... 현행 기획재정부, 금융통
화위원회, 금융위원회 외에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
사를 포함”할 필요(pp.15~16)
유동성 부족이나 그럴 가능 반대 이유: “평상시에는 공동검사제도를 활용하고 금융위기시에
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긴 는 [기존의] 단독조사권을 제한적으로 발동”하면(p.16) 됨
급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단, 추가적 절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고려 가능 ⇒ ① 위기시
대한 서면조사·실지조사(안 제 한은의 긴급여신에 대해「경제금융안정협의회」의 판단에 의거,
88조의 2)
한은의 서면조사·실지조사를 허용; ② 제64조 적격성담보대출이
긴급여신인 경우, 단독조사권을 인정.
예금과 유사하지만 현재 지 반대 이유: ①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준부과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 상승 가능성; ② 금융업권간 형평성이 깨어질 위험; ③ 관리대상
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정에 유동성지표의 선정·관리의 효과가 예측되어 있지 않은 등 준비 미
따라 지준을 부과(안 제2절)
흡; ④ 현행 금리중시 통화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등
증권대차제도 신설(안 제68조 증권대차제도의 신설
제①항)
대출적격담보 범위의 확대(안 반대 이유: 한은법 제64조는 평상시 일상적 대출에 관한 규정이
제64조 제①항)
므로 “담보요건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긴급시에
는 제65조에 의해 임시적격성 부여 자산을 담보로 대출가능(p.20)
영리기업여신 실행요건의 완 영리기업여신 실행요건의 완화
화(안 제80조 제①항)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시 금 반대 이유: “금통위의 자유로운 토론” 보장과, “중앙은행이 정치
통위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의 배제를 위해 반대(p.20)
제출(안 제24조 제②항)

순이익금 적립비율을 30%로 “금리·환율 움직임에 따른 손익 변동폭이 커서 대규모 적자 또
상향 조정하고, “적립금 총액 는 흑자 발생 가능성”과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적극적인 최종
순이익금 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대부자기능 수행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비, ”순이익금의
에는 같은 비율에 달할 때까지 법정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립금 잔액이 총자산의 일정 비
처분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0 율(5%) 이하인 경우 잔여 순이익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추가적립
이상을 적립”(안 제99조)
“할 필요(p.21); ‘일정 수준’에 대해 관련기관간 협의 필요
정부 내에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설 협의체인 가칭 「경제금융안
금융안정을
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위기시에 가동 ⇒ 기재부장관·금융위위원
위한 협의체
장·한은총재로 구성(소관업무 논의시 금감원장·예보사장 참여)

* 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 TF안의 각 항목에서 은 해당 국회 기재위 소위안에 대한 TF의 찬성 입장
을, 은 해당 국회 소위안에 대한 TF의 경합적 대안을, 은 TF가 새롭게 추가한 관련 대안을, 은
해당 국회 소위안에 대한 TF의 반대 입장을, 각각 표시
자료: 기획재정위원장(2009)과 국민경제자문회의 TF(2009)를 저자가 정리.

한은법 개정과 관련하여 TF는 국회 기재위 소위안에 대한 자신의 세부 견해를 8개 항목 금융안정 목표,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 통화신용정책 수행 관련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단독조사권 신설, 지급준비금 대상채무 확대,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금통위 의사록의
국회 제출, 그리고 순이익금 처분 - 에 걸쳐 각각 밝히고 있다. TF는 한은의 책무로서 물가
안정이 금융안정에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한
다.24) 이는 내용상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동등한 차원의 목표로 추가하는 소위안과 차이가
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감시 역할 강화에 대해 TF는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의 별도 제정을 전제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TF는 한국은행의 지료제출요
구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와 단독조사권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F는 지급준비금 대상채
무의 확대에는 반대하는 한편,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되 대출적격담보 범위
의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TF의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 기재
위 소위안과 비교하여 정리한 <표 5>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소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9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한은법 개정을 중
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국회 내 기재위와 정무위 간, 그리고 정부 내 금융당국간
이견이 각각 크게 벌어지는 등, 그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
위 소위를 통과한 2009년 4월 말 이후, 금융당국 사이에는 정보공유·공동검사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동시에 국민경제자문회의 TF의 검토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9년
중순에는 금융당국간 정보공유·공동검사를 위한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되었다. 또한, TF의
보고서를 근거로, 2009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공식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
도되었다(한겨레신문 2009):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 재발[을] 막고 시스
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거시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지만, 여건
미성숙으로 좀 더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은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춘 그간의 논의는 한마디로 제한적·정치적이라는 한
계를 갖는다. 우선, 금융안정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폭넓은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에서 한은법 개정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한은 바깥의 여타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포함하
는 외적 정합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기 어려운 구도 속에서, 한은법 개정이라는 부분적
사안에만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은법 개정 논의는 정치적이었다. 국회 내 상임
위원회간 갈등과 정부 내 금융당국간 갈등은 한은법 개정 논의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에 좌우되기 쉬운 상황임을 잘 말해준다. 그 결과, 크게 보면 국회와 정부 간, 좁게 보면 국
회 내 상임위원회간, 그리고 정부 내 금융당국간, 대결양상이 각기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제기되어온 금융감독의 구조적 왜곡을 포함하여 감독체계
24) 이보다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글의 III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모색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가 현행 통합감독모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쌍봉모형과 같은 대
안을 새로 채택할 것인지의 문제를 우선 검토한 후, 금융감독의 기존 왜곡과 불량지배구조
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전자의 문제는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
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25) 한편, 후자의 문제는 특히 우
리나라에 관련된 사안으로 감독모형을 선택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
제이다. 한국에서는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감독상의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1) 한국의 감독모형 선택: 통합모형 v. 쌍봉모형
감독모형은 흔히 네 가지 - 금융기관별 모형, 금융기능별 모형, 감독목적별 보형(쌍봉모
형), 그리고 통합모형 - 로 구분된다(<상자 1> 참조). 이들 모형 중 금융기관별 모형 및 금
융기능별 모형은 지난 20년 사이에 새롭게 보급된 쌍봉모형 및 통합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낡은 모형이다. 후자의 두 모형에 비해 전자의 두 모형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금융
기관 및 시장의 질적 변화와 양적 팽창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Group of Thirty(2008, p.50)는 기관별·기능별 모형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산(legacy
models)”이라 부르는 반면, 통합·쌍봉모형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업무에서 지난 수년간에
걸쳐 발생한 변화를 더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감독자와 피감독자 모두가 [이들 모형을]
효율적·비용효과적이라 널리 간주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위기 이후 일부 국가들은 감독모형 자체의 선택을 명시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 그런 검
토의 결과, 스위스는 2009년 1월 통합모형을 새로 채택했고 스페인은 쌍봉모형으로 이행할
예정이다(Group of Thirty 2008). 또한, 2010년 중반의 선거를 앞둔 영국에서는, 현행 통합모
형(integrated model)을 유지하려는 정부(노동당)와 이를 쌍봉모형(twin-peaks model)으로
대체하려는 보수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영국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합감독체계를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영국의 감독체
계 개편론은 우리에게 적절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재무부 개혁안은 현
재의 통합감독모형(integrated regulator model)을 유지한다는 큰 틀을, 보수당 개혁안은 쌍
봉모형(twin-peaks model)이라는 새로운 큰 틀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쌍봉모형은 건
전성 감독자와 영업행위 감독자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는 감독체계로서 감독목적별 모형의
한 형태이다. 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자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중앙은행을 미
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을 통할하는 건전성 감독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쌍봉모형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Group of Thirty
2008; Nier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현행 통합모형과 경합이 가능한 모형으로는 쌍봉모형이
25) 이번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각국이 선택한 감독
모형 내부에 거시건전성 감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II장 4절)은 미국·영국·EU의 각 개혁안이 담고
있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조직화 방안이 FSA(2009)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미 살펴본 바 있
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홍범(2009c)을 참고하기 바란다.

<상자 1> 감독모형의 종류
금융기관별 모형(institutional model)
금융기관별 모형은 가장 전통적인 감독체계로서 개별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하나의 전문감독자가 그 금융기관
을 전담하여 관할하는 방식이다. 이 때 기관의 구체적 유형 - 은행,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등 - 은 그 금융기
관에게 부여된 법률적 지위(legal status)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중국·홍콩·멕시코가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 유형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와 활동의 범위가 엄격하게 구분된다면 기관별 감독모형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금융혁신과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 및 활동범
위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기관의 유형 구분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감독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으며 규제아비트리지(regulatory arbitrage)가 만연하게 된다. 금융기
관들이 동질적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률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감독자로부터 상이한 감독
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관명 - 은행업,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 - 과는 상관없이 금융서비스·기업·상
품이 크게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한 접근이 바로 기관별 감독모형이
다(Group of Thirty 2008, p.34).

금융기능별 모형(functional model)
금융기능별 모형은 금융혁신과 자유화의 추세 속에서 금융기관의 법률적 유형 구분의 의미가 퇴색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별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금융업무와 활동을 그 기능에 따라 각각의
전문감독자가 전담하여 관할한다. 금융기관의 법률적 유형이 무엇이든, 각 전문감독자는 특정 기능 및 활동에 대
한 감독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브라질·프랑스·이탤리·스페인이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능별 감독모형에서는 금융기관의 규제회피를 피하는 한편 감독의 일관성·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며 감독의
규모경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혁신에 따라 새로 나오게 된 특정 활동과 상품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가운데 “관할권 분쟁(spar over jurisdiction)”이 제기되는 점(Group of Thirty 2008, p.35)과, 한 금융기
관이 다양한 업무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전문감독자를 상대해야 하는 점,* 한 금융기관의 포괄적 건전성
을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감독자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감독목적별 모형/쌍봉모형(model by objective / twin-peaks model)
감독목적별 모형에서는 “감독목적에 따라 상이한 감독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 아래 “각 전문감독[자]...가
... 하나의 감독목적만을 관장”하게 된다(김홍범 2003, p.14). 이 모형은 최근 폴슨 개혁안(Paulson, et al. 2008)에
서 미국 금융감독체계의 장기비전으로 제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규제감독이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
는 원칙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 모형은 논리적 설득력이 매우 높다. 하지만, “동일 업무활동에 대해서도 서
로 다른 감독목적을 가진 복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 금융기능별 구조에 비해서도 더 많은 준수비
용이 들 수 있[는 데에다] ... 목적별 감독책임의 배정이 명확한 것도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김홍범 2003, p.15).
최근 일부 문헌이 주목하는 쌍봉모형은 목적별 모형의 일례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건전
성 감독기능(safety and soundness supervision function)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를 유일한 목적으로 영업행위
감독기능(conduct-of-business regulation function)만을 전담하는 감독자를 운영하는 경우를 통칭한다(Group of
Thirty 2008; Nier 2009).** 건전성 감독에는 의사의 접근이, 영업행위감독에는 경찰의 접근이, 각각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모형은 “통합[모형]...의 편익을 살리면서도 특히 소매
고객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문제들을 더 명확히 강조”한다(Group of Thirty 2008, p.38).

통합모형(integrated model)
1997년 영국의 FSA가 모든 유형의 기관 및 시장을 통할하는 단일 감독자로 출범하면서 통합모형은 세계적 주목
을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통합모형에서는 다른 모형에 비해 감독의 초점이 명확하고 일관적 규제감독을 수
행할 수 있는 반면, 통합감독자가 독점적 거대 관료기구로 전락하기 쉽다(Group of Thirty 2008).**** 지난 10여
년간 다수 국가 - 예를 들어, 벨기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라트비아, 몰타,
니카라구아, 스위스, 카타르 등 - 가 영국의 뒤를 이어 통합모형을 채택했으나(김홍범 2003; Group of Thirty
2008; Kim 2009b),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영국에서는 통합모형에 대한 강력한 회의론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능별 감독모형에서는 한 금융기관이 다수의 감독자를 상대하므로 금융기관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
이 커진다(김홍범 2003). 또한, 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다수 감독자간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독자 사이의
협력·조정비용 또한 커진다. 또한 다수 감독자간 관할경쟁 및 감독경쟁(regulatory competition)의 결과, 규제포획
이 초래될 위험마저 있다(Group of Thirty 2008).
**최근 일부 문헌에서는 건전성감독자와 구분되는 영업행위감독자를 별도로 설치하기만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세부적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쌍봉모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Nier 2009). 그러나 이는
Taylor(1995·1996)가 최초로 정의했던 쌍봉모형의 개념과는 다르다. “시스템보호를 위해 주로 미시적 건전성 감
독을 수행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ssion)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로 영업행위 규제를 실시
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Comsumer Protection Commission)의 두 감독기구로 구성되는 감독구조가 [쌍봉모형이
며, 이 모형이] 최적”이라는 것이 Taylor(1995·1996)의 원래 주장이다(김홍범 2003, p.15).
***세계 최초의 통합감독국은 노르웨이(1986)이며, 덴마크(1988)와 스웨덴(1991)이 그 뒤를 따랐다(김홍범 2003).
****당시 영국에서는 통합모형의 채택 여부를 놓고, 금융기관 및 시장의 수렴현상이 과연 감독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감독의 통합이 규모/범위의 경제를 가져올 것인지,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될 것인지, 감독이 통합
되는 경우 감독목적간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통합 감독 하에서 감독기구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그리고 감독접근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찬반이 대립했었다(김홍범 2003).
자료: 주로 김홍범(2003)과 Group of Thirty(2008)에 의존하여 작성.

유력하다. 우선, 시장과 상품, 기관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금융기관별 모형이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기는 곤란하다. 또한, 금융기능별 모형도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
시건전성 감독의 접목 가능성 면에서 쌍봉모형에 비해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금
융기능별 모형을 가진 몇몇 나라들(예를 들면, 프랑스, 이탤리, 스페인 등)이 최근 쌍봉모형
의 채택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선택은 통합모형
과 쌍봉모형 중 선택의 문제로 쉽게 압축된다.
우리나라가 통합모형을 계속 유지하는 쪽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쌍봉모형을 새롭게 채택
하는 쪽이 나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 글의 입장은 통합모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여
기에는 네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는 쌍봉모형이 각광받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
도, 한국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섣부른 분리가 오히려 시스템리스크의 증폭
을 초래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추가적 편익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쌍봉모형의
채택이란, 감독체계의 전면적 재편 - 구체적으로 현행 감독당국인 금감위/금감원으로부터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낸 후 이를 신설 소비자보호당국이 관장하도록 하는 변화 - 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보호의 강화이며, 그 자체는 물론 중요하다. 그럼에
도,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규모 금융시장을 가진 한국의 현실에서 감독당국으로부
터 영업행위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신설 소비자보호당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양의 순편익을 가져올지 여부는 그리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아울러 금융시장참가자들의
활동 및 사업모델(business models)에 대한 규제가 시스템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일 수 있”기(Nier 2009, p.48)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통합감독국 가운데 통합모형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적은 없다는 점이
다. 지난 10여 년간 영국의 통합감독체계와 그에 따른 세 금융당국간 협력·견제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통합모형의 모범사례로 꼽혀 왔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누적되는 동안 근본 문
제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보수당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가시화하기 3년 전인 2004년 이미 세 금융당국은 모의실험을 통해 노던
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The Financial Times의 보도
(Cohen and Giles 2009)로 밝혀졌음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세 금융당국이 문제의 심각
성을 인지했음에도 이후 3년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를 통합모형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어떤 감독모형 하에서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모형 자체가
갖는 치명적 약점이 이번 금융위기로 노출되었다는 보수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사실, 같은 통합모형국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영국과는 달리 이번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넘기고 있는 나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09년 10월 28일 유럽에서는 처음으
로 정책금리의 0.25%p 상승을 통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시행할 정도로 위기를 성공적
으로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26) 쌍봉모형으로의 전면 개편에 따르게 될 사회적 비용과 불확
실한 편익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 통합모형을 기왕 운용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쌍봉모
형을 새롭게 채택해야 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년간 드러난 감독상의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는 통합
모형 고유의 특성 및 작동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며 감독체계 내부에 인위적으로 편입된 문제
26) 노르웨이에 앞서, 2009년 10월 6일 쌍봉모형국인 호주도 G-20 국가 중 처음으로 정책금리의 0.25%p 상승을 통해 출구전략
을 구사했었다. 이후 2009년 11월 3일 호주는 정책금리를 또 다시 0.25%p 인상했다.

일 뿐이라는 사실도 통합모형을 지지하는 논거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小節)에
서 논의하기로 한다.
넷째, 어떤 감독모형을 채택한다고 해도 금융감독당국 간 순조로운 협력과 견제야말로 금
융안정의 달성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조건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감독당국 간
협력과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Kim 2009b). 통합감독체계 하에서 기관간 협력과 견제가 지금
까지 원활하지 않았다면, 쌍봉모형을 채택한다고 해서 협력과 견제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원
활해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현행 통합모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감독체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당국간 협력·견제를
실질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감독체계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확인과 개선책 27)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7년 말~1998년, 우리나라는 광범한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최종대부자기능)-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재정경제부(정
책조정·공적자금)으로 분업적 금융시스템 운영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기존 금융기관별 감독
체계를 통합감독체계로 전면 재편하였다. 이 때, 통합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
감독원의 이원 구조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감독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9인 행정위원회인
금감위가 관장하도록 하되 그 지시감독을 받아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구조였다. 이는, 당시 구 재경원의 관치(官治)가 외환위기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인식이 만연했음에도, “금융감독은 공권력적 행정작용”(김홍범 2006, p.122에서 재인용) 금감
원과 같은 민간조직에게는 감독을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편파적 법률 논리에 휘둘린 결과
였다. 이로써, 한국의 통합감독모형은 처음부터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로 출발했
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이란 인가-규제-검사-제재의 각 단계
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관적·통합적 과정이며(김홍범 1996), 이를 인위적으로 정책과 집행
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28) 더욱이, 처음에는 행정위원회로 출발했던 금감위
가 수년 사이에 감독부처로서의 금감위와 그 내부의 행정위원회로 변형되면서 1997년
말~1998년 감독체계 개편의 원래 취지는 완벽하게 실종되었다. 정책을 맡은 정부조직(금감
위)과 집행을 맡은 민간조직(금감원)이 대외적으로는 마치 “단일 감독당국...[인 것처럼] 움직
이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기대되었”으나(Kim and Lee 2006, p.409), 실제로는 문화가 현
격히 이질적인 두 조직이 손발을 맞추기란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이원적 감독구조는 오
늘날까지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감독 비효율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내내 작용해왔다. 이
러한 비효율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정부조직인 금융위를 흡
수하여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조직 형태의 통합감독기구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김홍범
2004b·2006·2007·2008).
통합감독모형을 도입할 당시에는 구 재경원에 의한 관치의 폐해를 의식하여 금감위 조직
을 국무총리 산하로 편제하는 등 다수의 견제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감독에 대한 재경부의 영향력이 금감위 내부의 비감독 공무원조직이었던 사
27) 이 소절은 주로 김홍범(2004b·2006·2007·2008)에 의존하였다.
28) 정책과 집행을 구분하여 각기 상이한 감독기구에 맡기는 방식으로 통합감독체계를 조직화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
일하다.

무국을 통해 조직적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2001년 2월에는 사무국이 행정위원회로서의 금
감위와 금감원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감독기구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감독에 대한 재
경부의 영향력이 금감위 사무국을 통해 구조화되었다. 이로써 위기 직후 단행된 금융개혁의
원래 취지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한국 금융시스템의 실제 작동방식은 구 재경원을 중
심으로 움직이던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당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던 배경에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본 원칙인 계급제와 관료
조직의 문화적·인지적 속성인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elitism)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구
체적으로, 계급제는 재경부-금감위(사무국) 간 순환보직 및 인사교류의 관행으로, 관료조직의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은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으로, 각각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감독
관료조직의 여러 특징은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 - 재경부의 정책지배, 감독관료의 책무혼
란, 정치포획·규제포획, 시계(policy horizon)의 단기화, 그리고 전문성 부족 등 - 의 생성과
온존에 기여한다.29)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 궁극적으로 독립
성과 책임성 - 를 크게 훼손하였다. 김홍범(2007, p.83)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한국 관
료조직에 의한 감독 부실화 메커니즘”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2003~2004년 신용카드사태
를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 대표적 사건으로 파악한다.
물론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감독체계 개편론이 두 차례 전개되기도 했다. 제1차 개편
론은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사고로, 제2차 개편론은 신용카드사태로, 각
각 촉발되었다. 하지만, 개편 기회는 두 번 모두 무위로 끝났다. 이것은, 당시 개편론에 참여
했던 재경부·감사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다같이 “경제논리는 도외시한 채 목전의 관
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안녕을 추구하는 데에만 주력했”기 때문이었다(김홍범 2006, p.viii).
한편, 2008년 2월 금융부처 개편에 의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작지 않은 인위적 변
화 - 개선이 아니라 개악 - 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금융정책기능이 재경부로부터 분리되어
기존 금감위로 이관되면서 금감위는 금융위원회(금융위)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금융정책업무가 금융위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금융정책이 “시장의 환호
가 드높은 ”인기업종”“인 반면 금융감독은 “시장의 인기도 없고 성과도 이렇다하게 드러나
지 않는 ”3D업종”“이라는 사실이다(김홍범 2008, p.346). Holmström and Milgrom(1991)과
Dewatripont, et al.(1999) 등 계약이론모형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금융위는 금융정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반면 금융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둘 다 관장하게 됨으로써 감독 비효율의 새로운 원천이 감독체계 내부에 추가된 것이다. 이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업무를 떼어내 금융위를 순수 감독기구화해야 한다.
또한, 당시 금융부처 개편에 따라 금융이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분할된 채 각기 상이
한 부처 - 즉 기재부와 금융위 - 에 배정되었다. 이는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조
치로서, 언론(예를 들면, 윤영신 2008; 중앙일보 2008)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잦은 정책혼선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가 아닌 단일 부처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함께 관장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위 사무처가 금감원에 업무지시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금감위 사
무처에 대한 금감원의 종속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는 전문감독기구인 금감원의 위상과 전
문성을 훼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감독 비효율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하루빨리 금감원을

29) 여기서 ‘재경부의 정책지배’란 재경부의 경제정책방향에 금감위의 감독정책방향이 종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감독자의 책
무혼란'이란 재경부-금감위(사무국) 간 순환보직 및 인사교류를 통해 금감위로 전입해온 감독관료가 여전히 경제관료의 시
각에서 감독정책을 다루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상세한 내용은 김홍범(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6> 통합금융감독체계의 도입과 경과(1997~2007년)

감독
체계
의
개편
(1997~1
998)

감독
체계
의
운영
경과
(1999~2
007)

1차
및
2차
감독
체계
개편
론

주요 내용
기존의 부문별 감독체계를 통합금융감독
체계로 전면 개편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인 금융감독위원
회(금감위)를 최고의결기구로, 민간특수법인
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감위의 지시·감
독을 받는 집행조직으로, 각각 기능하는 이
원구조
금융시스템의 분업구조 도입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확립
-예금보험제도 통합
-재정경제부(재경부) 정책조정기능 강화
재경부차관의 금감위(행정위) 참여
-재경부차관은 당연직위원으로서 금감위 감
시를 넘어 정책결정에까지 관여
금감위가 본연의 감독업무 이외에 구조조
정까지 관장(1999~2000)
-“공적자금 조달주체인 재경부와 ... 업무가
혼재되고 양 기관의 역할분담이 모호”해져
재경부 및 정치권 영향에 노출(금융감독조직
혁신작업반 2000)
감독에 대한 재경부 영향력의 구조화
-1999~2002년 동안 대통령령을 통해 총 4
차에 걸쳐 사무국의 기능·정원이 확대
-원래 사무국은 금감위를 행정적으로 지원하
는 비감독 관료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재경부
는 “국회소관 상임위에서의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금설법[감독기구설치법]을 직접 개정하
는 대신 행정자치부법인 정부조직법 부칙을
통해 금감위 산하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사
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김대식·윤석헌
2005) 조치(1999.5의 1차 확대)
-금감위 산하 사무국은 금감위(행정위)와 금
감원 사이에 중간감독기구의 위치를 확보
(2001.2의 3차 확대)
재경부·금감위(사무국) 간 인사교류
1차 개편론(2000.11~2001.4)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연이은 불
법대출사고로 촉발
-기획예산처가 민관합동의 ‘금융감독조직 혁
신작업반’을 구성(2000.11), 그 연구결과를 공
청회(2000.12)에서 발표
-재경부는 감독체계를 유지하되 감독관련기
능의 조정과 금감위·금감원 운영혁신을 도모
하기로 결론(2001.4)
제2차 개편론(2003.11~2004.8)
-카드부실에 기인한 금융불안(2003.3) 및 LG
카드사태(2003.11)로 촉발
-감사원의 특별감사(2003.12~2004.4) 및 보
고서 공표(2004.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금융감독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Task Force'(2004.6)를
설치한 후,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감독체계
를 유지하되 금감위의 공권력적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결론을 공표(2004.8)

자료: 김홍범(2008), pp.342~3의 <표 1>.

비고 (평가/문제점)
이원적 통합감독체계의 설계
-결과적으로 한국 금융감독의 태생적 한계
노정
-물리적으로 분할될 수 없는 일관적·통합적
과정인 금융감독의 속성상, 금감위(관료조직)
와 금감원(민간조직)의 이원구조는 업무분담
의 애매성과 조직 문화의 이질성 등 문제로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확립에 결정적 걸림돌
당시 분업구조 도입의 의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지양
하고,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들의 상호
기능적 협력·견제를 도모하자는 것
재경부에 대한 견제장치의 무력화
-조직편제: 금감위를 (재경부가 아닌) 국무총
리 산하기구로 설치
-금감위원장 임명절차: (재경부장관 추천·제
청 등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
-규정: 금감위에 규정 제·개정권 부여
-사무국(기획행정실)의 성격 명시: 금감위의
예산·회계·의사관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감독)공무원조직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 누적
-감독의 기관구조 비효율(재경부 정책지배)
-감독자 책무혼란(경제정책 v. 감독정책)
-포획(정치포획·산업포획)
-감독정책시계의 단기화
-감독전문성 부재
감독지배구조(독립성·책임성) 취약화
감독체계의 실제 운영방식
-과거 재경원에 권한이 집중된 시절로 회귀
-2003~2004년의 신용카드사태는 재경부 정
책지배에 기인한 정책실패의 전형
재경부의 감독정책 개입은 금융감독의 정
치화(politicization)를 시사
재경부 결론의 문제
-‘금융감독조직 혁신작업반’은, 중장기적으로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한 단일 민간감독기구
화가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금감원 내부에
금감위를 두는 단일 민관합동기구화를 제안
-재경부 결론은 작업반 결론과 불일치
-당초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개편론에 대해
재경부가 매듭짓게 된 배경(경위)도 불명
-개선방안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음
감사원 보고서의 문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공권력
인 감독권을 행사했다는 편파적 시각을 전제
로 감사를 진행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감사과정에서 행정편
의적 형식주의와 불투명성을 노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론의 문제
-‘Task Force’ 설치 이전, 대통령 재가를 받
은 정부혁신위 잠정안이 존재(2004.6.4)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위가 개편논의
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경위가 불명
-개선방안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음

<표 7> 금융부처 개편(2008.2)에 따른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개편의 취지/내용
비고 (평가/문제점)
개편취지(규제개혁을 겨냥한 개편)
금융감독에 대한 이해부족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 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상호 긴밀한 관련
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다툼
성은 있으나, 각각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다르므로 두 업무 간 영역다툼이란 성립하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점
어려우며, 실제 알려져 있는 사례도 없음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금융감독을 금융정책과 동일시하거나 금융
[하고] ...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
정책의 보완 수단 정도로 간주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절실”한 점
주로 규제개혁을 위해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주된 초점은 “금융규
보임 ⇒ 이는 개편 추진주체의 금융감독에
제의 획기적 완화”(이상, 제17대 대
대한 이해 부족(lack of understanding)을
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a, p.20)
반영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b, p.19)
개편내용(금융정책·금융감독 집중)
업무 특성상,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중
은 이해상충을 초래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금융
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 -금융정책은 ‘인기업종’임
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금융정책의 주된 흐름은 규제완화
-이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
금융정책은 경제주체와 중개기관에게 더
많은 위험부담(risk-taking)을 허용하고
금융위원회의 능이 금융위원회로 집중
더 많은 수익기회를 잠재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정책 및
방향으로 전개;
금융감독
금융정책의 성과는 가시적(측정 가능)이
동시 관장
며, 시장은 그 성과를 쉽게 인지(예상)

국제금융과
국낸금융의
기관간 분리

감독구조의
수직화

개편내용(국제금융·국내금융 분리)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을, 금융위원
회가 국내금융을 각각 분리 관장
개편내용(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
간 수직위계의 명시적 강화)
-금융위 위원장과 금감원 원장 분리
-금융위 사무처에 대한 금감원의 업
무지원을 명시

과거 감독설치법에 비해 금융위설
치법에서 당국간 협력·견제 위축
-예컨대, 한은의 재의요구권을 제한
자료: 김홍범(2008, pp.343~354)를 저자가 정리.
금융당국간
협력·견제

요컨대 금융정책은 시장의 환호를 받는
인기업종에 해당
-금융감독은 ‘3D업종’임
금융감독의 일차적 관심은 개별 금융기
관의 도산 확률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
하기 위한 건전성의 유지
성공적 금융감독이란 금융부문과 개별
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일상적 상황으
로, 감독성과의 측정이 쉽지 않음
평소 개별 시장과 기관은 금융감독의 성
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금
융감독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경향
요컨대 금융감독은 3D업종이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업무(thankless task)”
에 해당(Goodhart, et al. 1998, p.171)
-이와 같은 두 업무의 대조적 특성상, 금융위
원회가 금융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
라는 점은, Holmstrom and Milgrom(1991)
및 Dewatripont, et al. (1999)과 같은 계약
이론모형의 표준적 결론임 (김홍범 2008)
금융국제화·개방화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
-“위기를 관리할 리더쉽과 책임소재...[의]
분할”이 실제로 초래되었음 (윤영신 2008)
금감원의 종속화와 감독효율 저하
-과거 금감위·금감원의 수장이 동일인이었을
때 두 기관 사이에 존재하던 최소한의 명목
적 견제관계가 실질적 상하관계로 변질
-금융감독자로서 금감원의 주인의식·성취동
기·책임성·정체성 훼손⇒ 감독효율 저하
금융당국간 협력·견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명실상부한 단일 통합감독기구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표 6>과 <표 7>은 각각 1997~2007년의 기간과 2008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금까지 논
의한 통합감독체계의 경과와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종합하면, 이 글이
진단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왜곡 및 불량지배구조의 여러 문제와 각각의 개선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문제

개선책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금융위 집중

⇒

금융위는 감독만 관장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부처간 분할 관장

⇒

단일 부처(금융위
금융을 관장

금융위/금감원의 이원 구조

⇒

금감원이 금융위를 흡수하
여 공적 민간조직 형태의
단일 감독기구로 정상화

정부부처(금융위) 감독의 구조적 부실화 가능성⇒

(상동)

금융위(사무처)와 금감원 간 관계의 수직화

(상동).

⇒

제외)가

(3) 소결
우리나라의 통합감독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의문을 김홍범(2008,
pp.359~360)은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한국에서는 1997~98년 감독개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경부의 정책지배와 금융위/
금감원의 이원구조에 따른 감독 비효율 등으로 인해 감독지배구조가 취약해졌다. 그런
데 이런 상태가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 신용카드사태와 같은 커다란
경제사회적 문제가 감독체계의 결함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는 감사원(2004)의 진상조사
(fact-finding)가 공표된 연후에도 어떻게 감독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감사원의 진상조사와 처분요구 사이의 내용적 불일치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기
존의 감독체계 문제가 고쳐지기는커녕, 심각한 구조적 결함 - 2008년 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둘 다 관장하게 된 점 등 - 이 새롭게 추가
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정답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 지배구조(public sector governance)
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김홍범 2008; Kim 2009a). 지배구조 연계론(Governance
Nexus)에 따르면,30) 감독의 불량지배구조를 바로잡으려면 공공부문 지배구조가 제대
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 지배구조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
에 감독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APEC Economic Committee(2007)[이 제시한 공공부문 우량지
배구조] 의 9개 일반원칙 중 적어도 ‘법치,’ ‘투명성,’ ‘책임성(공공부문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그리고 ‘공공부문의 윤리와 정직성’ 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김홍범
(2008, p.371)의 진단이다.31)
30) 지배구조 연계론이란, “공공부문, 금융감독부문(금융감독기구), 금융부문(금융기관), 그리고 실물부문(실물기업)의 각 부문의
지배구조 사이에는 일련의 일방적 연쇄효과가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다(김홍범 2008, p.361). 지배구조 연계론은 Das, et
al.(2004)에 의해 처음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Arnone, et al.(2007), Quintyn, et al.(2007), Masciandaro, et al.(2008) 등이 이러
한 시각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31) APEC Economic Committee(2007)에 의한 공공부문 우량지배구조의 9개 일반원칙에는 ‘법치,’ ‘투명성,’ ‘책임성(공공부문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공공부문 윤리와 정직성(공공서비스 문화와 가치),’ ‘이해관계자에 대한 반응
성,’ ‘정치구조 및 관료구조,’ ‘양질 정책과 제도,’ 그리고 ‘위험관리’가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 따른 감독체계의 선택 등을 검토하는 것에 더
해, 기존 감독구조에 번성해온 구조적 왜곡 등 문제점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 구조적 왜곡의 교정을 위해서는 감독 지배구조의 확립은 물론 공공부문 지배
구조의 확립이 긴요하다는 판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
독체계는 부분적으로 개선을 모색하거나 개선을 미뤄놓고 관망하는 자세(do-nothing
approach)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지금의 비합리적 감독체계로는
한국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한 비전부터 확립하고 그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이루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운행에
관한 큰 틀을 세워야 한다. 그 틀 속에서 바람직한 감독체계의 진정한 모습과 작동방
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의 문
제를 비로소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감독체계 개혁에는 이와 같은 정공법(正
攻法)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요약 및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을 계기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금융감독체계가 자신에게
적절한지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특히 미국, 영국, 그리고 EU에서는 2008년
부터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논의의 초점은 주로 감독모형의 선택과
거시건전성 감독 접근의 모형 내 도입 방식으로 집중된다. 이 글은 미국·영국·EU에서 제시
된 여러 개혁안을 각각 분석·비교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재무부가 2009년 6월 공표한 개혁안(The U. S. Treasury Department 2009)의
핵심은, 연방준비제도(FRS)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관장하고, 8개 연방감독자의 모
임인 신설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가 정책조정·정보공유 기능과 연준에 대한 거
시건전성 관련 조언자·사전협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업행위 감독자인 소비자
보호청(CFPA)를 신설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개혁안이 시사하는 미국의 감독체계는 기존의 기능별·기관별 감
독모형에 쌍봉모형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가미된 형태가 된다(Group of Thirty 2008).
개혁안은 연준에게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연준으로의 지나친 권
한 집중, 통화정책과의 이해상충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개혁안은
거시건전성 감독에서 FSOC에게 연준 견제기능을 부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FSOC과 연준 사이의 관계가 그리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하원 금융
위원회는 재무부가 개혁안을 기초로 2009년 7~8월 작성·제출한 개혁 법안을 심의 중
이며, 연준이 아닌 FSOC이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안을 수정했
다. 또한, 상원 은행위원회는 2009년 11월 독자적 개혁 법안을 통해, 4개 연방감독당
국(OCC·OTS·FRB·FDIC) 각각으로부터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이를 신설 FIRA로 이관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영국: 2009년 은행법 제정에 의해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이후
공표된 재무부 개혁안(HM Treasury 2009)과 보수당 개혁안(The Conservative Party
2009)이 내용상 전면 충돌하고 있다. 전자는 현행 통합모형을 유지하되 영란은행과
FSA이 금융안정 기능을 각각 강화하는 안을, 후자는 FSA 폐지, 영란은행으로의 미
시·거시감독권 집중과 소비자보호청(CPA) 신설을 골자로 하는 쌍봉모형을 채택하는
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개혁안은 재무부·영란은행·FSA의 3자간
조정을 위해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안정협의회(CFS)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
는 영란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되, 정책의 최종 결정은 3
자간 조정을 거쳐 CFS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보수당 개혁
안에서는 영란은행이 건전성감독을 독자적으로 관장하므로 그와 같은 조정기구는 불
필요하다.

EU: 2009년 6월 확정된 최종 개혁안에 따르면, EU의 금융감독체계는 ECB의 인적·물
적 지원을 받는 거시건전성 감독자(ESRB)와, 신설 유럽감독당국(ESAs)와 회원국 내
감독당국으로 구성되는 미시건전성 감독자(ESFS)로 구성된다. ESRB는 거시건전성 감
독자로서 거시건전성 관련 대웅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나, 권고의 구속력은 없다. 반
면, ESAs는 초국적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구속력을 보유하지만 각 회원국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 문제로 남아 있다.

각국 정부가 감독체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감독체계의
변경이나 개편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정부는] 특히 금융위기 직후
에는 ”뭔가 하는(do something)“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감독구
조의 변경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측면이 있다(Abrams and Taylor 2000, p.3). 이는, 감독체
계 개편론이 효과적·효율적 감독을 위한 경제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Carmichael(2004, p.96)도 “어떤 나라든 감독기구
의 구조를 땜질하는 것만으로 과거의 단점이 고쳐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는 과거의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김홍범 2004a, p.64에서 재인용).
그러나 감독모형의 선택에 관한 논의가 정치적 의도 또는 정파성(partisanship)에서 자유
롭기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 위
기 초기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편 논의를 이
끌어갈 유인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 개혁안은 앞서 논의한대로 근본적 처
방과는 거리가 멀다. 감독 비효율의 근원인 감독체계의 복잡성과 균열상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1년 만에 처음으로 뱅크런을 경험하는 등 위기의 파고가 심각했던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감독개혁 논의가 정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2010
년 중반의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놓고 현 정부(노동당)와 보수당이 첨예
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합모형과 새로운 쌍봉모형 간 선택도 사실
상 노동당과 보수당간 경제학적 논리의 대결 이전에 각 정당의 정치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
로 보인다(The Economist 2009b).
어느 나라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
지만, 경제학적 논리가 개편 논의를 이끄는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하도록 보장하는 일은 중
요하다. 앞서 예로 든 미국이나 영국의 감독개혁 논의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감독관련 사안에 관해서도 열린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찬·반이 각
기 나름대로의 경제학적 논리와 원칙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모든 관련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32) 바로 이런 연유로, 이들 선진국이 개혁 논의
의 방향 감각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중앙은
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은 미국·영국·EU의 개혁안
모두에서 관찰되는 공통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거시건전성 감
독 접근과 전통적인 미시건전성 감독 접근 사이의 균형(balance)이 금융안정에 긴요하다는
경험적·논리적 인식이 이들 나라와 지역에서 제대로 확립되었음을 잘 말해준다.
지난 일년간 미국·영국·EU 등지에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포괄적 개편 논의가 활발
하게 전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2009년 들어와 두 가지 구체적 사안 - (i) 한은
법 개정과, (ii) 금융당국간 정보공유·공동검사 개선 - 으로 범위가 제한된 가운데 개편 논의
가 각각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에서 다소 비껴나 있어 위기의 심각성
32) 정파성에 관해, “외국의 논의가 비록 ... 정파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나
간다는 점은 ...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평을 저자에게 주신 윤석헌 교수께 감사드린다.

이 미국·영국·EU와는 차이가 있었던 점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한국에서는 ‘뭔가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미국·영국·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한은법 개정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하여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 2009년 9월 17일 표명한 공식입장은 ‘아무 일도 하
지 않는 접근(do-nothing approach)’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한은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2009년 9월 중순 체결된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로 인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과 국회 정무위는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지지
하는 반면, 한은과 국회 기재위는 반발하고 있다.
향후의 위기 재발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국·영국·EU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서도 한은법 논의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투명한 공개협
의과정을 거쳐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독모형의 선택에 - 현행 통합모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형(예컨대 쌍봉모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 관한 개방적 논의가
필요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감독당국간 협력·견제를 위한 ‘일반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두 기관간 역할 및 상호관계의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행 통합모형을 유지할 것을 처방하였다.
한편, 이 글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 금융감독체계에 편승·번성해온 심각한 구조적 왜곡
및 불량지배구조의 문제를 다섯 가지로 적시하였다: (i)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금융위 집중;
(ii)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금융위)의 부처간 분할 관장; (iii) 금융위/금감원의 이
원 구조; (iv) 정부부처(금융위)에 의한 감독의 구조적 부실화 가능성; (v) 금융위(사무처)와
금감원 간 관계의 수직화 현상.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독 지배구조
는 물론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체계 자체에 대한 개편 검토 이외에도, 금융감독부문 및 공공부문에
만연·누적된 불량지배구조를 우량지배구조로 대체해야 하는 고난도의 중장기 과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차제에, 1990년대 중반 호주 금융개혁을 주도했던 월리스위원회(Wallis
Inquiry)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우량’지배구조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선진국형 순수 민
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김홍범 2007·2008; Kim 2009a). 이 민간위원회에게 감독체계 개
편 검토와 중장기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맡겨 금융개혁을 설계·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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