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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배경

Ø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가 화두가 되고 있는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 및 금융소
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우리나라도 KIKO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가 빈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그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Ø 고객공정대우(TCF)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보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여러 선진사례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영국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핵심요소인

고객공정대우( Treating Customers Fairly; TCF)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함

• 그리고, TCF를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보호 실태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Fairness and Equity in Insurance: An overview of South African Law

Daleen Millard



02 고객공정대우(1)

Ø 정의

• 남아프리카 FSCA(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 구 FSB)는 고객공정대우를 특정
되고, 명확히 표현된 금융소비자를 위한 공정성과기준을 금융회사가 실행하게 하는 규
제적 접근법으로 정의1)

• 이성복(2015)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건전하게 영업행위를 해야 함을 뜻함.

ü 구체적으로 상품의 디자인 및 통제, 목표시장의 식별, 상품 마케팅 및 판촉활동, 판매 및 자문
절차, 판매 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등 모든 절차에서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

•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구 FSA)는 모든 회사들이 고객공정대우가 자신
들의 사업모델의 핵심임을 일관되게 보여주도록 요구2)

2

【제도의 기원 및 확산】

고객공정대우는 영국 FCA의 전신인 FSA가 2001년부터 도입을 준비하여, 2006년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음. 이러한 개념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1) Treating Customers Fairly is an outcomes based regulatory and supervisory approach designed to ensure that specific, 
clearly articulated fairness outcomes for financial services consumers are delivered by regulated financial firms.

2) All firms must be able to show consistently that fair treatment of customers is at the heart of their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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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객공정대우(2)

Ø 6가지 공정 성과 기준

(1) 소비자는 고객공정대우가 기업문화의 중심이 되는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매시장에서 마케팅, 판매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식별된 소비자 그룹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수요에 알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3)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판매 이전, 판매 중, 판매 이후에도

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4) 소비자가 자문을 받을 경우에 그 자문은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소비자의 여건에

맞아야 한다.

(5)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기대하게 했던 대로 성과를 내는 금융상품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받아들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기대하게

했던 수준이어야 한다.

(6) 소비자는 판매 이후에 금융상품을 변경하거나, 공급자를 전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자 할 때 회사가 부과하는 불합리한 장벽에

부딪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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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객공정대우(3)

Ø TCF 규제 프레임워크

최종 성과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욕구가 지속가능한 산업을 통해 적절히 충족

중간 성과 고객신뢰 향상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 투명성과 규율 제고

단기 성과 성과기준 1, 2 성과기준 3, 4 성과기준 5, 6

출처 : F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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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객공정대우(4)

Ø 공정대우 개념의 변천(남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Prof. Millard 강의 중에서)

(1) 개념의 유래

• 공정의 개념은 로마법 악의의 항변(exception doli)*으로부터 계약법에 도입되었음

* 악의의 항변 : 로마법상 원고의 청구가 어떤 구체적인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가 그의 악
의에서 행하여진 것이거나 널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를 패소시키는 것이 신의형평상 부당하다고 여
겨지는 일반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피고가 이를 주장하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

(2) Common Law 상 신의성실의무

• 첫째,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행해야 함

• 둘째, 수임자는 그의 모든 거래에서 공개적이고 정직해야 함

• 셋째, 수임자는 위임자로부터 비밀이익(Secret Profit)을 얻으면 안됨

(3) FAIS ACT(Financial Advisory and Intermediaries Act)

• 고객의 이익과 금융서비스 산업의 무결성을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전문성을 가지
고, 주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함1)

(4) TCF(Treating Customers Fairly)

1) act honestly and fairly, and with due skill, care and diligence, in the interests of clients and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계약충실의 원칙(계약자유)에서 공정(금융소비자
보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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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객공정대우(5)

Ø 금융소비자보호 3대 질문 및 TCF의 답

(1) 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짐. 왜냐하면, 고객을 공정
하게 대우할 수 있는 주체가 금융회사이기 때문

(2) 누가 금융소비자인가?

•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는 고객을 금융소비자로 보고 있음. 소매고객일수록 상대적으
로 교섭력이 약하고, 정보가 부족하며, 합리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공
정하게 대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짐

(3) 얼마만큼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 고객 스스로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보호해야 함

【TCF의 필요성】
1.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비대칭성
2.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독특성
3. 통합적(Holistic), 유기적(Coordinated), 일관적(Consistent)인 금융소비자 보호

출처 : FCS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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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소비자보호(1)

Ø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

(1)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및 보호대상

• 보험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험업법상 보호대상은 전문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보험계약자

ü 현재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피해
구제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규제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협소

• 현재,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위한 국회 및 정부 입법 등 다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2) 보험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

① 사전적 규제 : 보험소비자가 금융상품 구입 전에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
도록 광고 규제, 약관 규제, 공시 규제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제

② 판매행위 규제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의 규제체계

③ 사후적 규제 : 보험상품 판매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분쟁 해결 절
차 등을 규율하며,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징금제도, 분쟁조정제도 등이 포함



8

Ø 상품 생애주기(Life Cycle)별 TCF

03 보험소비자보호(2)

신상품 설계
판촉 및

마케팅
자문 판매 판매후 정보

보상 및 민원

처리

사전적 규제 판매행위 규제 사후적 규제

【TCF와 우리나라 체계비교】
1. TCF는 상품 생애주기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
2.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 규제방식으로 판매시점 및 사후적 규제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음

* TCF방식은 규제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방해한다는 기존 금융감독철학의 변화를 대변

TCF 적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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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상품 생애주기별 TCF 요구사항 및 사례와 시사점

1) 신상품 설계

03 보험소비자보호(3)

TCF 요구사항 우리나라 등의 사례 시 사 점

상품은 고객의 요구와
금융능력에 대한 명확
한 이해를 기반으로
특정 타겟마켓을 대상
으로 설계 및 개발되
어야 한다.

개별 보장내역별로 나이 상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
지 않고 상품을 판매, 고령층의
경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품
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

e.g. 6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70
세 노인이 보험료를 납입

(출처: FSA 손해보험TCF 자료(2006))

상품생애 초기단계에 개
입할수록 보험소비자 보
호에 효과적

전통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대상을 확대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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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촉 및 마케팅

03 보험소비자보호(4)

TCF 요구사항 우리나라 등의 사례 시 사 점

상품은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공정하게 특
정 타겟그룹에 마케팅
해야한다.

A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공시이율
2.7%로 부리시켜 준다고 광고하
는 것을 시중금리와 비교해 보았
을 때 매우 높다고 생각하여 가입
함. 추후 약관을 받아보니 사업비
와 위험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10%정도 선공제한 후 부리시켜
주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품임을 알고 허탈해함.

(출처: 2018 국회 금융포럼)

가격에 초점을 맞춘 보험
상품일수록 고객을 호도
(misleading)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당국의 일시 판매중
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
험소비자 피해방지에 선
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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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

03 보험소비자보호(5)

TCF 요구사항 우리나라 등의 사례 시 사 점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
는 것이 무엇인지 명
확히 하고, TCF의 목
적과 판매증대라는 상
업적 목적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A 씨는 거의 모든 중대한 질병이
보장되는 CI보험으로 보험설계사
의 설명과 안내장을 보고 가입했
으나, 가입 후 받아 본 약관에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중증 질병상
태만 보장되는 상품으로 황당해
했음.

(출처: 2018 국회 금융포럼)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업
자의 수수료 공시 및 설명
의무 강화가 요구

ü 영국, 호주의 경우 판매업
자가 상품제조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못 받게 하거나, 
받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
히 공시하고 설명할 의무
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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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

03 보험소비자보호(6)

TCF 요구사항 우리나라 등의 사례 시 사 점

회사는 명확하고 공정
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면 계약에서 보험사가 단순히
약관만 전달하고 약관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음

이러한 불완전 판매의 배경에는
보험상품 유치한 대가로 모집수당
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때문

ü 종신보험의 경우 월보험료의 최
대 13배 지급 : 월보험료 100만
원인 경우 1,300만원을 1~2개월
에 나누어 지급하여, 한 달에 10
건 판매할 경우 1억원이 넘는 억
대dus봉 설계사가 탄생

(출처: 2018 국회 금융포럼)

보험사 인센티브 구조를
매출중심에서 TCF 요구사
항과 상업적 이익간의 균
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전
환 필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
험회사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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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후 정보

03 보험소비자보호(7)

TCF 요구사항 우리나라 등의 사례 시 사 점

회사는 상품과 특정
그룹의 고객에게 영향
을 미치는 환경변화에
대해 모니터하고 대응
해야 한다.

A씨는 2000년도에 예정이율
7.5% 상품인 개인연금보험을 가
입하였다. 설계사가 부리이율이
높은 시중금리 연동형 재테크보험
이 새로 나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계약전환을 하라고 해서
승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
사가 확정금리가 부담되니 금리연
동형 상품으로 전환시키라는 보험
사의 지시와 인센티브가 있었고, 
계약전환도 해약환급금으로 준비
금이 대체됐고, 이율도 크게 떨어
져 손해가 막심하였다.

(출처: 2018 국회 금융포럼)

보험사는 상품 판매후에
도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함

고객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
입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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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 및 민원 처리

03 보험소비자보호(8)

TCF 요구사항 우리나라 등의 사례 시 사 점

회사는 대표
(Representation), 보
장(Assurance), 약속
(Promise)에 대해 지
켜야 한다.

A씨는 장해3급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3급이
아니다, 절반만 받아라는 등 보험
금지급을 미루다가 금감원에 민원
을 제기했으나, 그 사이 3년이 경
과 되었다. 진단서를 다시받아 보
험사에 최근 지급을 요구했으나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며 지급을 거
부하고 있는 중

(출처: 2018 국회 금융포럼)

영국 FCA는 보험회사들이
TCF를 달성했는지를 주기
적으로 체크,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 원인을 진단하
고 제재를 가함

우리나라도 개별항목 뿐
만 아니라,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험소비자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 감
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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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Ø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목적으로 고객공정대우에 대해 연구

• 영국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핵심요소인 고객공정대우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TCF를 우리나라 보
험소비자보호 실태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Ø 고객공정대우 개념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첫째, 전통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대상을 상품 생애주기 초기로 확대할 필요

• 둘째, 금융당국의 일시 판매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소비자 피해방지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필요

• 셋째,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가 요구

• 넷째,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 요구

•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여섯째, 개별항목 뿐만 아니라,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험소비자 보호의 적
절성을 평가, 감독할 필요

Ø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체계로서 고객공정대우를 도입을 검토 필요

•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
한 기본철학으로서 TCF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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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보험상품 생애주기(Life Cycle)별 TCF 적용

(1) New Product design : Products are designed and developed for specific target 
markets,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ikely needs and financial 
capability of each customer group.

(2) Promotion and marketing : Products are marketed to specific target groups, 
through clear and fair communications that are not misleading.

(3) Advice : Firms need to make clear what they have to offer and need to 
balance the commercial objective of increasing sales with the objective of TCF.

(4) Point-of-sale : Firms need to provide clear and fair information and need to 
make charges transparent. Being clear to customers about what the products 
and services offer and balancing the commercial objective of increasing sales 
with the objective of TCF.

(5) Information after point-of-sale : Firms need to monitor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wider environment that may affect products and impact on 
particular classes of new or existing customers.

(6) Complaints and claims handling : Firms need to honor representations, 
assurances and promises.

별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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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TCF의 전사적 적용

(1) Leadership: The Board, senior and middle management need to provide 
direction and monitor the delivery of TCF behaviour and outcomes.

(2) Strategy: The TCF aims should not merely be part of a firm’s vision and values. 
They also need to be carried through to implementation.

(3) Decision-making: All decisions that impact on consumers should be subject to 
the challenge implicit in the TCF strategy of the company. 

(4) Controls: The monitoring of the success of a firm’s TCF strategy requires that 
management information(MI) be identified, collected and evaluated.

(5) Performance management: The recruitment of appropriate staff and agents 
(trained to deliver appropriate TCF outcomes) is necessary.

(6) Reward: While firms will establish targets related to the growth of firms and 
the growth of profits, incentive schemes need to take cognisance of fair 
consumer outco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