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CONTACT

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금융위,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
무위탁법위를 확대하며,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

변호사 오현주
T:02.772.4690
E:hyunjoo.oh
@leeko.com
약력보기 >

회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이 2019.5.27.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고, 뒤이어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2019년 6월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
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변호사 현승아
T:02.772.4389
E:seunga.hyun
@leeko.com
약력보기 >

(1) “정보 단위”, “원칙 제시”형 규제로의 전환
개선방안은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던 방식
(현행 자본시장법 제45조)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미공개중요정보
및 고객자산 운용정보)별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는 정보 단위별 규제로의
전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월(Wall)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 법령
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및 고객자산 운영정보의 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
시하고, 세부 내용은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됩니다. 원칙 제시형 규제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완화이지만,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역
으로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2)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은 의무화되지만 그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계열회사 등
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상 규제 수
준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사내 규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차단 의무 규제는 법령
에서 폐지됩니다. 위 개선방안대로 임직원 겸직규제가 완화된다면, 계열회사, 집합
투자증권 판매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 등에서 임직원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행위규제 신설·보완 및 사후제재 강화
개선방안에 의하면 차이니즈 월 운영과 관련된 행위규제로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
용 전에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을 의무 ② 정보교류차단 절차의 적절성과
차이니즈 월 관련 임직원 매매 및 고유계정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③ 차이
니즈 월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할 의무가 신설됩니
다. 그리고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로서 ①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
해상충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추가되고, ②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협회 자율규
제가 법령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됩니다.
사후제재도 다소 강화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규제 위
반 사항에 대해 가중제재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으로 투자자에
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투자자
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1) 업무위탁 범위 확대
개선방안은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비핵심
업무만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여, 위탁가능업무의 범위를 확대합니
다. 구체적으로는, 핵심업무 중에서도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 내부감
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를 제외한 업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IT업
체와의 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의사결정을 포
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비본질적 업무로 명시하여,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
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위탁 원칙적 허용
현행 자본시장법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개선방안은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재위탁의 활용가능성을 넓혔습니
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하기 때
문에, 재위탁은 주로 외국계 증권회사가 글로벌 본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본사가 재
위탁하는 양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겸영·부수업무 등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현행 자본시장법과 달리, 개선방안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만 사전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개선방안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관한 기존의 투자자 보호규제에 더하여
①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중지명령·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개선방안은 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를 사
후 규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이니즈 월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
고, 직접 규제에서 원칙 제시형 규제로 규제방식을 변화한 점, 물리적 차단의무, 인
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
수업무에서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행위규제 신설·보완 및 사후제재 강화,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등 투자자 보
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9.5.7. 국무회의
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이번 개선방안도 전반적 규제수준을 완화하
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이
러한 경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행
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