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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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9년도 제21차 금융위 회의록, 제4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19년도 제22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19

년도 제21차 금융위 회의록, 제4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19

년도 제22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

호『금융감독원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468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금융감독원장 회의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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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위원) 금감원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원장께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ㅇ

(

위원)

`20

년도 금감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신경써주신 위

·

원장님과 예 결산소위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다
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페셜리스트 제도는 금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위한 예산신청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음. 비록 이번 예산
에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 자체적으로 전문성
이 고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음

ㅇ

(

위원) 조직 내에서 여러 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제너럴리

스트(generalist)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경륜과 전문지식이 있
는 스페셜리스트가 분명히 필요함. 그러나 상위직급에서는
스페셜리스트와 같은 제도에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인건비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함.

ㅇ

(

위원) 점점 금융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임.

ㅇ

(

위원)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 자체적으로 총인건비 범위 내
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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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위원)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금융감독원의 취지

에 공감함.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해 주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 의결안건 제

호『예금보험공사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469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서민금융진흥원 2020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470

제471호『 서민금융진흥원 202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72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 제473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

년과

2019

년 업무계획(안) 내용을 보면 정책모기

2020

지론 취급 실적과 유동화증권 발행 실적이 크로스(cross)로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취급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일부가
내년에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된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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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보고자) 그러함. 정책모기지 실적을 잡을 때는 심사되어 대

환이 결정된 것을 올해 실적으로 잡음. 그런데 보통
월의 시차를 두고 관련

MBS

를

2~3

개

하여 발행하기 때문

pooling

에 유동화증권 공급액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발행계획으로
잡히게 되어 있음. 그래서 약

15

조 원 정도가 내년에 발행

이 되고, 5조 원 정도는 금년 내에 발행될 예정임.

ㅇ

(

위원) 서민의 주택금융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한

다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정책모기지 취급이 과다해진다면 주택금융
공급이 주택시장의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택시장도 안정될 수 있어 주금공이 적정량의 정
책모기지 공급을 함으로써 주금공의 보증배율 자체가 적정
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음. 또 주금공이
주택금융과 관련된 위험(risk)이 금융기관에 분산되지 않고
여기에 집중되는 것도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항상 유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함.

ㅇ

(

보고자) 잘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음. 참고로 저희 계획

에 따르면 최대지급보증배수는
로 상승될 것 같음.
이 됨. 법상으로는

2019
50

2020

년 중에 약

년말 기준으로 약

배까지 가능하지만

40

36

40.3

배 정도

배 정도 수준

배 내외로 관리

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정책모기지 수요가 증가되면 이
발행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risk)관리 차원에서
도 필요할 경우 이번에 적격대출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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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한국산업은행 2020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

474

제475호『한국산업은행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제476호

『중소기업은행 2020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477호『중소
기업은행 2020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 승인안』 , 제478호

『신용보증기금 2020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

위원) 산업은행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가

년에

2020

11.9%

증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
른 총인건비 인상률

1.8%

반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ㅇ

(

보고자) 그동안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경

영성과급을 빼고 퇴직금을 줬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기획재
정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송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
성지침을 개정하였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퇴직급여충당
금을 설정한 것으로

2020

년의 경우

당금으로 확대한 것임.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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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을 퇴직급여충

836

□ 의결안건 제

호『에스케이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479

제480호『㈜트루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81호『농협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82호

『 코리아크레딧뷰로㈜ 및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83호『㈜한패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484호『 쿠팡㈜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485호『삼성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86호

『 신한금융투자㈜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487호
『㈜ 카사코리아 및 ㈜ 국민은행 등 5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 제488호『㈜ 디렉셔널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 제489호『㈜ 직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490호『㈜루트에너지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

㈜ 이하

위원) 코리아크레딧뷰로

(

‘KCB’)

가 신청한 동형암호

기술과 관련해서 규제완화 신청대상이 어떤 하나의 기술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한 여러 개의 맞춤형
모형 개발에 대한 것인지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림.

ㅇ

(

보고자)

가 신청한 혁신서비스에서는 동형암호 기술을

KCB

통해서 데이터결합을 하려는 것임. 그런데 이 기술을 테스
트해 보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신정법’)에 따른 몇 가지 예외사항을 인정받아야 됨. 그
래서

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이 기술을 통한 결

KCB

합을 위한 테스트를 위해서 신정법 특례를 받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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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삼성증권㈜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

491

제492호『 엠지손해보험㈜ 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변경안 인가안』 을

493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케이비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494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495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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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도이치증권㈜의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안』을

496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97호『㈜ㅇㅇㅇ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가산농업협동조합 등 8개 지역농축협의 금융
투자업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499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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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500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부문검사 실시 배경은 최고위험등급인 양매도

(

ETN

을

불완전판매한다는 문제제기였음. 그런데 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양매도

ETN

에 대한 위험(risk)의 주요 내용, 구조,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명서를 교부한 것에 대한
위법사항만 있음. 검사배경과 검사지적 사항이 연결되어 있
지 않은 것 같음.

ㅇ

보고자)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에 설명서 미교부 부분도

(

불완전판매의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검사가 수
범기관인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투자자들을 개별
면담하는 등의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함. 개별투자자들에게
실제 불완전 판매가 벌어졌는지의 여부는 검사과정이 아니
라 개별투자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분쟁신청을 하면 분
쟁조정과정에서 확인되어서 분쟁조정 또는 손해배상절차를
거치게 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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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안건 제501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503호

502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50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505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506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07호『㈜ 우리금융지주의 국제자산신탁㈜ 자회사
편입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508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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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09호『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510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511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

호『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

512

검사 결과 조치안』 , 제513호『㈜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514호『㈜ 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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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15호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516호『 메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517호『㈜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518호『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 제519호『㈜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20호『㈜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21호『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22호『인카금융서비스㈜ 보험
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523호『㈜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24호『한화라이프
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

호『 2018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37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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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제38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 제39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 제40호『2019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보고』,
제41호『 롯데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 보고』 ,
제42호『 2019년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9

년도 금융위원회 제2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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