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1. 보호한도 개선

가. 현황

1) 현행 보호한도

■ 예금보험의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하도록 규정함(『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〇 (보호한도)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보험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규정함(『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

일시금 신탁포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은 별도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함47)

- 보험금은 각 예금자의 해당 은행 예금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예금보험제도의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은 2001년 1월 1일 이후48) 지금까

지 전 금융권역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47)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48)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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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호한도 비고

1980년대
종금·저축은행: 1천만 원

보험: 5천만 원
-

1997. 1 ~ 11
은행: 2천만 원
보험: 5천만 원

-

1997. 12

~ 1998. 7
전액보호 1998년 4월 통합예금보험공사 출범

1998. 8

~ 2000. 12
전액보호

- 1998년 8월 이전 가입자: 전액보호
- 1998년 8월 이후 가입자:

   ‧ 2천만 원 이하 예금: 원리금 전액
   ‧ 2천만 원 초과 예금: 원금 전액

2001. 1. 1

~ 현재
5천만 원 부분 보호제도 시행

〇 (보호한도 변화) 은행권역은 1997년 2천만 원에서 2001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반면, 보험권역의 경우 1989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옴

〇 (전액보호)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액보호였

던 적도 있으나, 2001년부터 전 금융권역에 5천만 원으로 동일 보호한도가 적용됨

<표 Ⅲ-1>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보호한도 변화

자료: 예금보험공사

2) 보호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

■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는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예금보호제도의 기본 목적

의 상충을 조화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〇 (예금자보호법)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

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예금자보호법』 제1조)

-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을 방지함

〇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보험은 보험계약자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됨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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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경우, 보호한도를 높게 설정하면 뱅크런 가능성의 감소로 금융안정성

은 높아지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음

- 보험의 경우,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을 감안하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한도를 설

정함

나) 도덕적 해이와 손실분담 장치

■ 예금보험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고 기금의 손실과 예금보험료 부담도 고려하여 손실분담 장치를 포함시켜야 함

〇 (도덕적 해이) 적립금을 전액보호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

비자의 금융회사 감시를 통한 시장규율도 훼손의 우려가 있음

〇 (손실분담) 대표적 손실분담 수단이 보호한도 설정으로 정액방식의 경우 부분

보장방식으로, 보험에서는 공동부담(비례방식)으로도 손실을 분담할 수 있음

〇 (예금보험료) 전액보호방식의 경우, 손실보전을 위한 출연비용이 커지며, 예금

보험료 부담도 많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짐

■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는 예금보험의 기본 목적과 도덕적 해이 방지 외에도 경제 환

경 변화 및 금융회사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〇 (추가 고려사항) 금융권역별 보호한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역

간 자금이동, 예금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49) FSB(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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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1) 경제성장 및 금융환경 변화

■ 경제성장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1년 설정된 5천만 원 보호한

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〇 (부보예금 증가) 2000년 12월 말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전체 부보예금은 3.3

배 증가하였으며, 부보예금의 증가율이 가장 큰 금융권역은 보험권역으로 약 6

배 증가하였음

〇 (G7 국가와 비교) 1인당 GDP 대비 은행예금에 대한 보호한도는 G7 국가의 경

우 평균 2.7배지만 우리나라는 1.4배로 보호한도가 낮은 수준임

- 현행 보호한도가 설정된 2001년 당시 11,253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GDP

는 지난 20년 간 약 2.8배 증가하여 2018년 말 31,363달러에 달하였음

〇 (금융환경 변화) 경제성장, 물가상승, 자산증가 등으로 1인당 평균 적립액과 사

고보험금 등이 증가하여 현행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금융소비자와 적립금 

비율이 감소함

〇 (국제적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

정성을 강조하면서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함

- IADI의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보호한도는 예금자·금

융회사별로 약 7만 5천 달러로 지난 10년간 상당 수준 증가함50)

50) IADI(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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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예금보험 부보예금 변화
(단위: 십억 원)

구분 2000년 12월 2019년 12월 증가율(배)

은행 506,275 1,353,481 2.67 

보험 130,070 804,105 6.18 

금융투자 7,374 31,686 4.30

종금 6,556 1,453 0.22

저축은행 18,803 61,575 3.27 

신협 19,208 - -    

총합 688,286 2,252,300 3.27

주: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
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임(잔액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표 Ⅲ-3>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은행 예금보호한도
(단위: USD)

국가 예금보호한도 1인당 GDP 보호한도 GDP 배율

캐나다 73,529 46,233 1.59

프랑스 114,943 41,464 2.77

독일 114,943 47,478 2.41

이탈리아 114,943 34,483 3.33

일본 90,098 39,290 2.29

영국 110,749 42,944 2.58

미국 250,000 62,794 3.98

G7 평균 124,172 44,793 2.71

한국 44,719 31,363 1.43

  

주: 2018년 말 기준임
자료: IADI Annual Survey; World Bank Databank

2) 금융권역별 특성

■ 금융안정성, 적립금 분포, 도덕적 해이와 사고보험금 보장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호한도의 적용은 소비자 보호에 부적절함

〇 (소비자 보호)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사업모형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일한 예

금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하

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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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안정성

■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금융권역의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이 높을수록 보호한도도 

높아져야 뱅크런을 예방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〇 (은행) 유동성 및 시스템 위험이 큼에도 현행 보호한도에서 적립금 보호비중이 

25%로 금융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권역 간 시스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은행의 경우 만기가 짧은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

하는 사업모형상 자산과 부채의 장단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상존함

〇 (보험) 유동성 위험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적립금 보호비중은 각각 60%와 83%로 은행권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금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되는 구조이며, 사망보험 등의 경우에

는 사고 발생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부(Contingent) 계약임

〇 (금융투자) 일반적 예금수취 금융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교과서적인 뱅크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립금 보호비중은 44%로 은행보다 높음

-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예탁금 역시 본격적인 투자대상에 투입되기 

전의 대기성 자금으로 대출로 운용되는 은행의 예금과는 그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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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금융권역별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04. 12
2006. 91)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은행
5천만 원 이하 98.8 38.9 98.6 30.1 98.2 26.2 98.1 25.0 

1억 원 이하 99.5 49.1  99.4  39.8  99.2  35.6  99.2  34.6  

저축
은행

5천만 원 이하 97.7 80.7  96.5  79.2  99.2  90.0  97.8  74.7  

1억 원 이하 99.6 88.5  99.5  89.4  99.9  93.8  99.7  82.1  

금융
투자

5천만 원 이하 99.6 47.1  99.7  59.8  99.8  47.4  99.7  44.4  

1억 원 이하 99.8 59.1  99.9  72.7  99.9  58.1  99.9  56.0  

생명
보험

2)

5천만 원 이하 98.6 73.2  99.1  75.8  97.5  68.1  95.8  60.3  

1억 원 이하 99.5 80.4  99.8  83.6  99.3  80.7  98.8  77.1  

손해
보험

2)

5천만 원 이하 99.9 90.6  99.9  87.6  99.7  83.2  99.6  83.1  

1억 원 이하 100.0 94.4  100.0 92.4  99.9  90.9  99.9  91.8  

주: 1) 은행과 저축보험은 2004년 12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2006년 9월 자료임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증준비금, 미보고발생액 등 계약자별 구분 없이 책임준비금의 세부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제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보험권역의 사고보험금과 해지환급금

■ 보험권역은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과 해지환급금에 모두 5천만 원 동일 보호한

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보장 목적의 사고보험금은 해지환급금과 성격이 다름

〇 (위험보장) 보험계약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

하기 때문에 사고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고보험금(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

고 있으며 소비자의 보험가입 목적이 위험보장이란 점에서 타당함

〇 (해지환급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

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적립금이란 점에서 은행예금과 성격이 유사함

〇 (보호 효과) 보호한도 설정기준으로 사고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선택에 따라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전액보호되는 계약의 규모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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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덕적 해이

■ 금융권역별 위험노출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고위험 

금융권역에서 고수익 추구를 통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음

〇 (저축은행)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위

험 자산에 투자하는 등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보

호한도 적용 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음

- 예금보험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을 선택하였을 소비자들도 5천만 

원의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고수익을 쫓아 저축은행을 선택함

3) 보호한도 개선을 위한 검토기준

■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이라는 예금보험제도의 근본 목적을 감안하되, 현행 보호

한도의 객관적인 평가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〇 (검토기준) 소비자 보호의 충분성, 시스템 위험을 포함한 개별 금융권역의 특성, 

보호한도 조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검토함

〇 (국제기준) 국제적 기준에서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의 수준의 적정성과 

경제성장과 금융환경의 변화가 보호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함

■ 보호한도의 설정에 개별 금융권역의 시스템 위험, 사업모형, 소비자의 금융거래 목

적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함

〇 (금융권역 특성) 개별 금융권역의 특성은 권역의 사업모형에 따른 유동성 및 시

스템적 위험과 권역의 실물경제 및 금융체계 내 중요도를 함께 고려함

〇 (소비자 보호) 금융권역별 소비자의 금융거래(은행 등 예·적금, 금융투자회사의 

예탁금, 보험의 위험보장 등) 목적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검토함

-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투자회사의 적립금 보호방식과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 보

장방식 등 금융권역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차별화를 검토함

- 예금보험의 보장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완화를 위한 소비자의 손실분담도 금

융권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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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호한도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는 경우 경제전반과 각 금융권역에 미치는 

자금이동과 예금보험료 상승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함

〇 (자금이동) 금융회사 또는 권역 간 보호한도 차등화는 특정 회사 또는 권역에 

제도변화에 따른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유발할 수 있음

〇 (예금보험료 부담)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예상 손실보전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예금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〇 (시장규율) 보호한도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유발 

효과가 클 경우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

다. 해외사례

1) 예금보호한도에 관한 IADI 지침51)

■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 금융안정 유지와 도덕적 해이 방지(시장규율) 등 세 

가지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〇 (은행권역 관점 보호한도 지침) IADI는 은행권역의 관점에서 보호한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

■ IADI는 전반적인 금융안전망 체계를 감안하여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뱅크런의 방지

를 위해 대다수(90~95%)의 예금자를 보호52)하되 시장규율도 확보하도록 권고함

〇 (시장규율) 다수 예금자의 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고

액예금자의 은행 감시 유인을 남겨 시장규율을 확보함

- 전체 예금자의 5∼10%에 해당하는 고액예금자는 총 예금의 30∼50%를 차지

하며 이들 예금의 상당 부분을 보호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51) IADI(2013)

52) 과거 IMF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설정 시 예금자의 80%, 예금액의 20 

~ 30%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시함. 보호예금자의 비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한계보호증가
율은 미미하며, 나머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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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한도 설정 시 예금 분포와 보호예금자 수 등 필요 데이터를 이용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금 확보를 위한 손실측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〇 (도산가능성 예측) 과거 경험치 적용 방법 또는 발생가능 최대 손실금액(Value 

at Risk)과 부도율 등에 기반한 정교한 방법을 통해 도산가능성을 예측함

- 예를 들어 5~6개의 소규모 은행 또는 중간 규모 은행 2~3개 이상의 지급불능 

시에 대비한 손실을 예측하고 기금을 적립함

〇 (다른 고려사항) 기금 마련 시 재원조달 방안, 경제발전 수준, 주변국과의 연결

성, 한 국가 내 다수의 예금보험제도의 존재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

〇 (주기적 검토) 보호한도는 물가상승, 금융시장 및 예금규모 변화, 신상품 출시 

등에 따라 실질 가치가 감소하므로 보호한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

2) 해외 주요국의 보호한도

가) 은행의 보호한도 설정

■ 각 나라마다 경제적 상황과 예금보호제도의 운영환경이 달라 국가별 보호한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은행권역 보호한도는 $500 미만부터 전액보호까지 폭넓음53)

〇 (1인당 GDP 대비 국제비교) 은행 예금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EU 주요 

회원국(23개국) 평균 5.4배이며, 한국은 2018년 말 기준 1.43배로 낮은 수준임

- 2013년 말 1인당 GDP 대비 평균 보호한도는 고소득 국가는 5.3배, 중상위 국

가 6.3배, 중하위 국가 11.3배, 저소득 국가 5배로 각각 보고됨

〇 (EU 예금보험지침)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리금 포함 10만 유로를 제안하고 있

으며, EU는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예금보험 보험한도를 상향시켜 왔음

- EU 예금보험지침의 보호한도 변천: 최소 2만 유로(1994년) → 최소 5만 유로

(2009년) → 10만 유로(2010년 이후)

53) IMF(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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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한도

(계좌당, 기관당)
1인당 GDP의

배율
일시적 고액예금 

보호한도

Australia  162,474 3.62 -

Belgium  100,000 2.78 500,000

Brazil  62,971 7.70 -

Bulgaria  100,139 14.96 127,500

Canada  66,417 1.77 -

Chile Unlimited Unlimited 3,948

Croatia 100,000 9.00 -

Czech Republic 100,000 5.89 200,000

Denmark  100,000 2.13 1,300,000

Estonia 100,000 6.09 -

Finland 100,000 3.12 -

France 100,000 3.09 500,000

Germany 100,000 2.70 -

Greece  100,000 6.44 300,000

Hungary 100,000 8.42 -

Iceland 16,737 0.29 -

India  1,303 0.81 -

Ireland  100,000 1.72 -

Italy 100,000 3.76 -

Japan 78,427 2.45  Unlimited

Korea 39,007 1.57 -

Lithuania  100,000 7.19 300,000

Luxembourg  100,000 1.12 2,500,000

Malta  100,000 4.46 500,000

Mexico  100,329 13.51 -

Netherlands  100,000 2.49 500,000

Norway  203,096 3.23 -

Poland  100,000 8.67 191,861

Portugal 100,000 5.67 -

Romania 100,000 11.07 100,000

Russia 20,252 2.26 -

Slovenia 100,000 5.11 23,597

Sweden 100,000 2.16 490,000

Switzerland 83,320 1.25 -

Taiwan 83,744 4.13 -

Turkey 22,090 2.52 -

United Kingdom 95,706 2.89 1,130,000

United States 208,300 4.20 -

<표 Ⅲ-5> 해외 은행 예금보호한도
(단위: 유로)

자료: IADI Annual Survey; Adema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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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권역 특성의 반영

■ 해외 주요국에서는 각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은행 및 금융투자는 정액방식

으로, 보험은 보험종류별로 차등하여 정액·정률 방식으로 보호한도가 정해짐

〇 (사고보험금) 미국은 정액방식, 영국과 일본은 정률방식으로 보호한도를 정하

며, 캐나다는 일정금액까지는 전액보장하는 정률방식으로 보호한도를 정함

- 정액방식의 경우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는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미

국, 캐나다), 해지환급금의 보호한도는 은행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짐(미국)

- 정률방식의 경우, 영국은 장기 및 의무 보험의 사고보험금을 전액보장하고 기

타 보험은 90%를 보장하며, 일본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80~100%를 보장함

〇 (해지환급금) 정액방식에서는 사고보험금보다 낮게 정해지고(미국, 캐나다), 정

률방식에서는 책임준비금 또는 사고보험금과 보호한도가 같게 정해짐(일본)

<표 Ⅲ-6> 주요국의 금융권역별 보호한도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1) 일본2)

은행 $250,000 C$100,000 ₤85,000 ￥10,000,000

금융
투자

$500,000

(적립금3)
 $250,000)

C$1,000,000 ₤85,000 ￥10,000,000

생
명
보
험

사고
보험금

$250,000

~500,000

MAX(C$60,000

~200,000, 85%)
100% 90%

해지
환급금

$100,000
MAX(C$60,000, 

85%)

손
해
보
험

사고
보험금

$300,000

(근재보험 100%)

C$250,000

~300,000 장기·의무보험 
100%

그 외 90%

80∼100%
해지

환급금
$10,000

4)
70%

4)

주: 1) 영국 FSCS의 보험권역 보상은 보험계약 보장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2) 일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고금리계약의 계약이전 시 예정이율 삭감을 통해 

별도 보호한도, 90%-1/2∑(5년간 매년 예정이율-기준금리)를 적용함
3) 금융투자의 적립금은 투자자예탁금임
4) 손해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미경과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함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c); FSC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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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방안

■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보호한도 차별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〇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효과와 함께 추가로 시장규율 약화, 금융권역 간 자

금이동,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논의함

1) 은행

가) 보호한도 상향

■ 금융안정성과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하여 은행예금의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

향 조정함

〇 (금융안정성) 보호한도 증액은 적립금 보호비중의 증가로 금융 불안 시에도 급

격한 현금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안정성의 강화도 기대됨

- 은행은 대표적인 수신 금융회사로 여타 금융회사에 비해 경제 및 금융시장 전

반에 걸친 영향력이 커 예금보험 사고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 있음

〇 (경제성장 반영) 지난 20여 년 동안 1인당 GDP가 약 2.8배 증가하였고, EU 예

금보호지침(10만 유로)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한도를 고려해볼 때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상향함

나) 고려사항

① 예금분포 변화와 경제성장 반영

■ 현행 보호한도의 소비자 보호 비중은 적정하지만 적립금 보호비중은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금융 불안 시 소수 고액예금자들의 예금인출 가능성을 높임

〇 (소비자 보호 비중) 지난 15년 동안 전체 은행권역 소비자 중에서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부 보호되는 소비자의 비중은 9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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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IADI의 권

고에 부합함

〇 (적립금 보호비중) 전체 은행권역 적립금 중에서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

보호되는 적립금 비중은 2004년 약 39%에서 2019년 약 25% 수준으로 낮아졌음

- 지난 15년 동안 고액예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1억 원 초과 예금액 비중은 

2004년 51%에서 2019년 65%로 크게 증가하였음

- 소수의 고액예금자들이 불완전하게 보호되며 금융 불안정 시기에 이들의 대

량 인출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구분
2004. 12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96.27% 22.96% 96.48% 18.18% 95.35% 14.33% 95.50% 13.95%

2천~3천 1.32% 6.56% 1.09% 4.69% 1.31% 4.30% 1.27% 4.08%

3천~4천 0.72% 5.12% 0.62% 3.76% 0.83% 3.83% 0.77% 3.50%

4천~5천 0.47% 4.28% 0.44% 3.46% 0.69% 3.72% 0.58% 3.42%

~5천만 원 98.77% 38.93% 98.62% 30.10% 98.17% 26.18% 98.12% 24.96%

5천~1억 0.73% 10.13% 0.80% 9.65% 1.05% 9.46% 1.09% 9.60%

~1억 원 99.50% 49.06% 99.42%  39.75%  99.22%  35.64%  99.21%  34.56%  

1억 초과 0.50% 50.94% 0.58% 60.25% 0.79% 64.35% 0.80% 65.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비자 수 
및 금액

98,143,519 479,038,200 110,800,848 632,776,500 139,698,922 970,426,060 165,745,459 1,264,649,621

<표 Ⅲ-7> 은행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년 간 약 2.8배 증가하여 2018년 말 현재 31,363달러에 

달하였음

〇 (1인당 GDP 성장) 현행 보험한도가 설정된 2001년 당시 11,253달러였던 우리

나라 1인당 GDP는 2018년 말 31,363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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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한도 상향의 장단점

■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소비자가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을 집중시키면

서 은행 간 예금유치 경쟁이 증가하고 시장규율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〇 (시장규율 강화) 1억 원 보유 소비자는 기존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두 개의 은

행에 분산 예치하다가 하나의 은행에 집중 예치하면 거래편의가 증대됨

■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증가하는 은행권역 비용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예금보험료 인상)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증액하면 보호되는 적립액 비중이 

9.6%p(121조 3,437억 원) 증가하여 현행 보호한도의 보호비중 약 25%와 비교

하면 증가 규모가 큼

〇 (단계적 인상) 예금보험료 인상 정도를 추정해보고 비용증가로 인한 효율성 저

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호한도를 5천만 원~1억 원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단, 5천만 원~1억 원 사이 금액 중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

액만이 추가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 초과금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

이 필요함

2) 저축은행

가) 보호한도 유지

■ 권역 간 자금이동의 가능성, 예금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

행의 보호한도를 현행과 동일한 5천만 원으로 유지함

〇 (보호비중)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 5천만 원 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소비자와 

금액의 비중이 각각 97.8%와 74.7%로 충분하여 보호한도를 유지함

〇 (예금보험료) 은행권역에 맞추어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예금보험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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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으로 저축은행 사태 후 인상된 예금보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은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이란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나) 고려사항

① 저축은행의 적립금 분포변화와 사업모형 특성

■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소비자 및 적립금의 비중은 각각 97.8%와 

74.7%로, 보호한도를 유지하여도 대다수의 소비자와 적립금을 보호할 수 있음

〇 (소비자 보호비중)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소비자 보호 비중은 

2004년 97.67%였으며, 2019년에도 97.8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대다수의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IADI의 권

고에 부합함

〇 (적립금 보호비중) 5천만 원 보호한도로 전액보호되는 적립금 비중은 2004년 

약 81%에서 2019년 약 75%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구분
2004. 12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72.12% 16.33% 66.35% 15.08% 78.79% 12.23% 72.73% 5.99%

2천~3천 6.81% 11.73% 8.32% 12.00% 4.78% 12.07% 3.86% 6.51%

3천~4천 8.03% 19.78% 6.74% 13.49% 4.28% 14.92% 4.21% 9.91%

4천~5천 10.71% 32.85% 15.09% 38.66% 11.36% 50.78% 17.01% 52.31%

~5천만 원 97.67% 80.69% 96.49% 79.22% 99.22% 90.00% 97.82% 74.71%

5천~1억 1.89% 7.78% 2.97% 10.17% 0.64% 3.77% 1.89% 7.34%

~ 1억 원 99.56% 88.47%  99.46%  89.39%  99.86%  93.77%  99.71%  82.05%  

1억 초과 0.45% 11.53% 0.54% 10.61% 0.13% 6.22% 0.29% 17.9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2,136,456 32,640,127 4,051,912 73,606,795 3,088,241 32,177,224 3,869,860 59,518,958

<표 Ⅲ-8> 저축은행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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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적립금 분포의 특징은 4~5천만 원 범위의 적립금 비중이 50% 이상으로 

집중되어 소비자들이 예금 규모를 보호한도에 맞추는 유인이 크다는 점임

〇 (적립금 증가 양상) 4~5천만 원 범위 적립금의 비중이 2004년 33% 수준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5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여 

은행에 비하여 고위험 금융회사로 분류됨

〇 (고위험 사업모형 증가)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 PF는 올해 상반기 5조 6,000억 원

으로 집계되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1년 4조 3,000억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임54)

〇 (지배구조 특성)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른 경영자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은행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 시중은행과 달리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저축은행은 위험 감수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고스란히 대주주 일가의 몫으로 돌아가는 지배구조를 가짐

② 보호한도 유지의 장단점

■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보호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

축은행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〇 (도덕적 해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모형을 가진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은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은행과 저축은행의 보호한도에 차이가 나면 같은 예금수취 금융회사인 저축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〇 (고수익 추구) 저축은행 예금자 다수가 상대적인 고수익을 찾아 거래하는 점을 

54) 2019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 보도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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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은행의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유인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〇 (안전추구) 단, 안전추구 성향의 예금자는 상향된 은행의 예금보호한도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③ 은행 및 저축은행 계정의 통합

■ 장기적으로 예금수취기관으로 동일한 사업모형을 가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규제 

및 업무영역 등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기금을 통합하여 단일 금융권

역으로 예금보험을 운영하고 동일 보호한도를 적용함

〇 (예금보험의 목적)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이라는 예금보험의 목적에서 두 금

융권역은 사업모형과 이에 따른 위험의 종류가 동일하므로 단일 기금으로 관리함

〇 (회사별 위험) 동일 예금보험기금 아래 차등요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통하

여 회사별 위험관리를 유도하여 고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통제함

- 은행별로 위험추구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수반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는 권역별 보호한도가 아닌 회사별 예금보험료의 차등을 통하여 규율함

3) 보험

■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사고보험금

을 중심으로 보호한도를 논의하며, 해지환급금에 대한 보호한도도 별도로 고려함

〇 (보장의 지속) 보험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는 위험보장의 지속이며 따라서 보험

계약의 지속을 전제로 사고보험금 중심의 보호한도 논의가 필요함

〇 (청산방식) 현행 보호한도는 해지환급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계약

을 종료시키는 청산방식을 전제로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결함을 가짐

- 청산방식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으로 지

급하고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전형적인 부실 은행 정리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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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한도 조정방안

■ 사고보험금을 보험권역 보호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정하여 위험보장이 목적인 보험

권역의 특성을 반영함

〇 (보험계약 유지) 부실 보험회사 정리방식은 보험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계

약이전방식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함

〇 (보호한도 기준) 사고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은 책임준

비금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함

〇 (손실분담)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 손실분담은 정액 또는 비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선 정액방식 보호한도만을 고려대상으로 함 

- 정액방식은 보호한도 내에서 사고보험금의 일정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취약

한 계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소비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쉬움

- 비율방식은 보호한도 없이 모든 계약에 대해 동일 비율로 보험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계약자 간 형평성면에서 유리함

■ 일부 보험상품은 사고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신 해

지환급금은 소비자 및 적립금 분포에 맞추어 하향 조정함

〇 (사고보험금 상향)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상품인 연금, 종신, 정기보험의 경우 

사고보험금 기준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연금은 96.2%, 종신보험 94.0%, 정기보험 94.9%로 다

른 보험종목의 사고보험금 보호비중과 비슷해짐

〇 (해지환급금 하향)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소비자 및 적립금 모두 보호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향 조정이 가능함

- 보험은 계약이전을 통한 보장의 지속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특성을 가

지므로 해지환급금 하향 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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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려사항

① 보험가입금액 분포

■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인 보험가입금액의 분포는 종신보험, 정기보

험, 연금, 변액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종류의 5천만 원 미만 계약이 95% 이상임

〇 (보호비중이 낮은 보험종류) 연금은 89.1%, 종신보험은 70.4%, 정기보험은 

80.5%, 변액보험은 74.2%가 5천만 원 미만으로 보호비중이 낮음55)

■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상품인 연금, 종신, 정기보험의 경우 1억 원 또는 2억 원을 보

호한도로 설정했을 때 전액보호되는 계약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〇 (연금) 보험가입금액의 1억 원 이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은 96.2%, 2억 원 이하

는 99%임

〇 (종신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억 원 이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이 94.0%, 2억 원 

이하는 98.1%임

〇 (정기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억 원 이하 보유계약 건수 비중이 94.9%, 2억 원 

이하는 98.6%임

② 책임준비금 분포

■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소비자 및 적립금 분포를 고려하

는 경우 현행 보호한도에서 소비자 및 적립금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

〇 (소비자 보호비중) 계약자의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계약자의 비중이 생명

보험은 95.9%, 손해보험은 99.6%임

〇 (적립금 보호비중) 적립금 분포도 현행 보호한도에서 생명보험은 60.3%, 손해

보험은 83.1%를 보호하여 해지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의 보호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55) 생명보험 각 상품의 보험가입금액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은 <부록 Ⅱ>를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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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보험가입금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생명보험계약 비중(2017년)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연금 89.1 질병보험 95.8

종신보험 70.4 건강보험 96.4

정기보험 80.5 암보험 99.8

상해보험 99.0 변액보험 74.2

주: 주계약의 가입금액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8)

구분
2006. 9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94.94% 54.14% 94.81% 53.53% 89.13% 40.23% 84.58% 30.88%

2천~3천 2.14% 10.23% 2.65% 11.42% 4.80% 12.88% 5.73% 11.79%

3천~4천 0.82% 5.44% 1.11% 6.78% 2.38% 8.92% 3.48% 10.12%

4천~5천 0.66% 3.44% 0.52% 4.10% 1.23% 6.03% 1.99% 7.50%

~5천만 원 98.56% 73.24% 99.09% 75.84% 97.53% 68.05% 95.78% 60.29%

5천~1억 0.96% 7.15% 0.66% 7.80% 1.72% 12.65% 2.99% 16.85%

~ 1억 원 99.52% 80.39%  99.75%  83.64%  99.25%  80.70%  98.77%  77.14%  

1억 초과 0.48% 19.61% 0.25% 16.36% 0.75% 19.30% 1.24% 22.8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38,389,927 181,954,838 43,128,531 245,644,480 48,256,539 441,393,335 48,642,390 580,070,595

<표 Ⅲ-10> 생명보험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주: 보증준비금, 미보고발생액 등 계약자별 구분 없이 책임준비금의 세부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제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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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9 2009. 12 2014. 12 2019. 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2천만 원 
이하

99.45% 79.52% 99.21% 72.61% 98.76% 64.86% 97.77% 61.80%

2천~3천 0.30% 6.06% 0.42% 7.82% 0.59% 9.00% 0.96% 9.20%

3천~4천 0.11% 3.21% 0.17% 4.42% 0.27% 5.69% 0.57% 7.68%

4천~5천 0.05% 1.79% 0.08% 2.71% 0.13% 3.66% 0.25% 4.45%

~5천만 원 99.91% 90.58% 99.87% 87.56% 99.74% 83.22% 99.55% 83.14%

5천~1억 0.07% 3.79% 0.09% 4.87% 0.18% 7.72% 0.33% 8.67%

~1억 원 
이하

99.98% 94.37%  99.96%  92.43%  99.92%  90.94%  99.88%  91.81%  

1억 초과 0.03% 5.64% 0.03% 7.57% 0.07% 9.06% 0.11% 8.1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23,708,443 27,963,125 33,757,911 43,403,287 71,890,990 117,414,245 73,345,378 186,512,902

<표 Ⅲ-11> 손해보험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주: 보증준비금, 미보고발생액 등 계약자별 구분 없이 책임준비금의 세부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제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③ 보험권역 보호한도 설정의 기준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시 사고보험금(보

험가입금액)을 보호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〇 (보험의 원리) 보험계약의 목적이 위험보장임을 감안할 때 사고보험금(보험가

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험의 원리에 적합함

- 보험계약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보장받는 

금액(보험가입금액)이 크게 다름

- 보호한도 설정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〇 (소비자 이해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사고보험금이 책임준비금보다 이해하기 쉬움

- 소비자가 보호한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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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는데 책임준비금의 경우 계약자가 계산하기 어려움

<표 Ⅲ-12> 보호한도 설정 기준별 특징

구분 사고보험금 기준 책임준비금 기준

특징
- 보험의 위험보장 목적에 부합
- 소비자 이해도 높음

- 금융권역 간 형평성 유리
- 소비자 이해도 낮음
- 납입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외사례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 일본

④ 보호한도 상향의 장단점

■ 상품별 보험가입금액 분포 고려 시 보험계약 지속과 사고보험금 상향을 통하여 실질

적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해지환급금 하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〇 (연금가입 증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연금 가입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가입금액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보호 효과가 증폭될 것

으로 기대됨

〇 (예금보험료) 사망률 감소 등에 따른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정기 및 종신보험 수

요 감소로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〇 (해지환급금 하향 효과) 보험계약의 유지가 전제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보호한

도 하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의 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금융투자

가) 보호한도 유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립금의 분포, 권역 간 자금이동의 가능성과 금융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현행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유지함

〇 (보호비중) 소비자 기준 보호비중은 99% 이상이며, 적립금 기준 보호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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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로 은행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〇 (투자자예탁금) 투자 목적의 일시적 예치금으로 은행 등의 예금과 성격이 다르

므로 은행의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의 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〇 (보호범위 확장) 단, 금융투자권역의 보험범위를 넓혀 유가증권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보호대상 소비자 및 금액 분포를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은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도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으로부터 투자자 자산보호 차원에서 보호범위에 포함함

- 유가증권으로 보호범위를 넓히는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호한도

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고려사항 - 적립금의 분포 변화와 특성

■ 적립금의 분포 변화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소비자의 보호비중은 99% 이상으로 유

지되고 있으며, 적립금 보호비중은 2006년 47%에서 2019년 44%로 소폭 하락함

〇 (보호비중) 현행 5천만 원 보호한도에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소비자 및 적립

금 보호는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권역의 보호대상 적립금인 투자자예탁금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이나 도덕

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〇 (대량인출) 예금보호 대상인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므로 

은행예금과 다르게 금융 불안에 따른 대량인출의 가능성은 낮음

〇 (도덕적 해이) 투자자예탁금은 투자 목적의 일시적 예치금으로 보호한도에 따

라 소비자가 투자자예탁금 규모를 조정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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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9 2009. 12 2014. 12 2019. 9

계정 수 금액 계정 수 금액 계정 수 금액 계정 수 금액

2천만 원 
이하

98.79% 30.47% 98.84% 38.11% 99.38% 30.30% 99.17% 28.47%

2천~3천 0.40% 6.46% 0.45% 9.26% 0.22% 7.03% 0.28% 6.66%

3천~4천 0.23% 5.21% 0.23% 6.73% 0.12% 5.36% 0.15% 5.08%

4천~5천 0.16% 4.94% 0.15% 5.71% 0.08% 4.67% 0.10% 4.19%

~5천만 원 99.57% 47.09% 99.67% 59.82% 99.80% 47.36% 99.71% 44.41%

5천~1억 0.27% 11.96% 0.22% 12.85% 0.12% 10.72% 0.17% 11.54%

~1억 원 99.84% 59.05%  99.89% 72.67%  99.92%  58.08%  99.88%  55.95%  

1억 초과 0.16% 40.96% 0.11% 27.33% 0.08% 41.92% 0.12% 44.0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계정 
및  금액 

10,674,289 15,747,792 15,991,994 18,669,391 24,416,879 18,504,480 28,178,463 29,327,148

<표 Ⅲ-13> 금융투자 적립금 보호비중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2. 보호범위 확대

가. 현황

■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자 자산에 대한 예금보호는 금융투자회사와 증권금융회사 등

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됨56)

〇 (투자자 자산) 금융투자회사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현금성 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57)하고 유가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함58)

-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예탁한 금

56) 예금자보호법 제2조

57) 자본시장법 제74조. 단, 투자자예탁금 중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
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은 별도 예탁대상이며 청약자예수금, 연금
위탁증거금 등은 제외됨

58) 자본시장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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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매 등의 거래 후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잔여 금전 등 일시적 대기자금을 

말함

〇 (겸영회사) 은행과 보험회사 등 겸영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자의 신탁

자산 중 원본이 보존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부보 대상에 포함됨

- 겸영투자사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예치 또는 신탁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예금보험제도 아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등’의 범위에 투자

자예탁금만 포함되어 유가증권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음

〇 (보호범위) 투자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시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투자자예탁금, 유가증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보호함

〇 (유가증권)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가증권의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통합예금보험제도에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음

-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 등 투자자의 자산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자산과 분

리되어 관리되지만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락의 발생이 가능함

－ 투자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이러한 누락에 따라 투자자의 재

산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

호함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는 경우,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위

법 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는 보호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〇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상품 등 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

회사 부실 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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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성장에도 투자자 보호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

행권역의 예금자 보호방식에 맞추어 금융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〇 (보호범위 한정) 원본이 보존되는 예금 등으로 보호범위를 한정하여 금융투자상

품 관련 위법이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보호범위에서 제외됨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투자자의 유가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이 규정하는 원본이 보존

되는 예금 등에 속하지 않아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이 발생함

〇 (보호 사각) 금융회사 부실 시 횡령 등 고의나 과실에 따라 누락된 투자자의 유가

증권은 금융투자자 자산임에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보호의 사각이 발생함

- 투자자의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은 금융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지만 

금융회사 명의로 관리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59)

-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투자원본 손실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만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실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 밖으로 볼 수 

있음

〇 (시장변화) 금융투자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규모와 금융상품의 복잡성

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높임

-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투자자 보호범위가 정해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금융상품 판매도 온라인플랫폼과 비대면 금융영업의 확대 등으로 기존 판매방

식에서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제고됨

59) 정대섭(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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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자본시장의 성장
(단위: 십억 원)

연도
주식

채권 거래액
일 거래금액 시가총액 예탁금

2000 1,494 186,206 6,058 27,367

2005 5,354 655,075 11,896 3,733,478

2010 5,387 1,140,967 13,702 6,242,356

2015 3,707 1,242,832 20,917 6,986,283

2019 4,114 1,475,909 27,338 6,893,375

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회사의 파산 시 금융상품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를 벗어나지만 보상받기 어려움

〇 (불완전판매) 정보비대칭성이 상존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투자

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이 보호범위에서 제

외됨

-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이 특히 강조되며 고수익을 위한 고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함

- 그러나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투자

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자자의 책임은 경감되어야 함

〇 (피해보상) 금융회사 파산 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은 전혀 보상

받지 못하거나 금융회사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에서 일부만 보상함

〇 (부실 가능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에 비례하

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도 커짐

- 금융회사가 생존해 있는 경우, 피해 투자자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화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움

■ 실제 2013년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불완전판

매하여 모은 투자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동양그룹 사태가 촉발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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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불완전판매) 손실위험이 높고 복잡한 구조의 투자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대

량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서명, 투자성향 조작, 불충분한 위험고지 등 불완

전판매가 발생함

- 다수의 개인에게 소액·단기로 모집한 자금을 하나의 신탁상품에 넣어 펀드처

럼 운용하고 1:1 자산관리 취지를 위배하여 투자자 보호규제 회피수단으로 악

용됨

〇 (손해배상 결정) 분쟁조정 결과, 2014년 7월 말까지 24,028건 5,892억 원에 대

하여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었고 12,441명에게 625억 원의 손해배상

액이 결정됨

〇 (피해금액 회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3,165억 원을 변제받고 손해배상액 625억 원을 더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함

<표 Ⅲ-15> 동양그룹 사태 손해배상금액 및 회수액

  (단위: 명, 건, 억 원)

분쟁조정 대상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

불완전판매 
금액(A)

변제액
(B=현금

+출자전환)

손해액
(C=A-B)

손해배상액
(D=C×배상기준)

총 회수액
(E=B+D)인원 건수

16,015 35,754
24,028

(67.2%)
5,892

3,165

(53.7%)

2,727

(46.3%)

625

(손해액의 22.9%)

3,791

(64.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금감원 분쟁조정위,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신청건의 67%에 대
해 불완전판매 인정, 배상비율은 15∼50%” 

■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에서도 2013년 말까지 24개 저축은행 2만 3천 명

의 투자자가 8,170억 원 규모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61)  

〇 (배상금 결정) 13,883명의 분쟁조정 신청 투자자 중 13,387명(96.4%)에 대해 불

완전판매가 인정되어, 전체 손해액 4,155억 원 중 1,240억 원(29.8%)의 배상결

정금액이 결정됨

〇 (피해보상) 저축은행의 파산에 따라 배상 결정 후 피해자 보상은 파산 저축은행

6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61) 전선애·오승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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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산재단에서 잔여재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받게 되지만 보상받는 데 어려움

이 있음62)

-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파산배당율은 평균 28.2%로 배상결정금액 1,240억 

원 중 약 35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해외사례

1) 해외 투자자 보호 범위

<표 Ⅲ-16> 국가별 보상대상 재산권 비교

구분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계약상
채권

투자자예탁금 ○ ○ ○ ○ ○ ○

유가증권
1)

× ○ ○ ○ ○ ○

손해배상
청구권

사기2)
× × × ○ ○ ○

업무상과실3)
× × × × ○ ○

운영상오류 × × × × × ○

결제불이행4)
× × × × ○ ○

불완전판매5)
× × × × × ○

주: 1) 각 국가별로 증권범위 다름
     2) 미국과 호주는 고객의 미승인 거래만 해당됨
     3) 호주는 증권증서의 잘못된 취소 또는 취소실패만 해당됨
     4) 호주는 고객계산에 따른 증권거래로 고객 계좌로의 증권의 입고 또는 현금의 입금만 해당됨
     5) 잘못된 투자자문, 부적합 투자추천을 포함함

자료: 이성복(2018); 예금보험공사(2018d)

■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며, 일

부 국가에서만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도 보상하고 있음

〇 (독일) 투자자예탁금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〇 (일본·캐나다)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에만 투자자 보호범위에 포함하며 위법

이나 불완전판매에 의한 투자자 피해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

62) 서울파이낸스(2013. 10. 21), “[2013 국감] ‘저축銀 피해보상, 1조 2천억 중 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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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미국·호주) 투자자예탁금과 유가증권에 더하여 미국은 사기, 호주는 사기, 업

무상과실과 결제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보호하고 있음

〇 (영국) 투자자예탁금, 유가증권과 함께 업무상과실 등과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가장 폭넓은 보호범위를 가짐

2) 영국 FSCS

■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63)는 금융감독당국(FCA, PRA)의 인가를 받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실 또는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함

〇 (금융회사 종류) 예금수취 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보험 중개회사, 금융투자회사, 

주택금융 등 금융회사의 파산 또는 위법행위 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FSCS

에서 보상금64)을 지급함

- 보험 및 금융투자의 경우 개인 및 소기업이 보호대상이며, 예금의 경우 대기

업 예금도 포함함

〇 (보호범위) 부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부실 자문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까지 8.5만 파운드65) 범위 내에서 보호범

위에 포함함

- 투자자예탁금은 물론 주식, 채권, 선물옵션, 개인연금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

며 잘못된 투자자문, 관리 소홀, 잘못된 설명과 사기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보상함

- 단,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잔여재산 부족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FSCS에서 보상함

63)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64) 부실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을 통한 보상이 부족한 경우 FSCS에서 보상금을 지급함

65)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 기존 5만 파운드에서 예금과 동일한 금액인 8만 5천 파운드(약 
1억 2천만 원)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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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FSCS 금융서비스 보호대상 및 한도

대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중개) 한도

예금
은행, 주택조합, 신협 
예치금

-
8.5만 
파운드

보험

(장기) 생명 및 연금

장기보험 중 순수보장성 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100%

그 외 장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90%

(일반) 의무보험, 전문직 
배상책임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100%

그 외 일반보험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의한 손실 90%

투자상품
주식, 채권, 단위신탁, 

선물옵션, 개인연금 
장기투자상품 등

잘못된 투자자문, 부실한 투자관리, 

사기 등에 의한 손실
8.5만 
파운드

주택금융 주택금융 관련 자문
부적절한 모기지 대출 등 주택금융 관련 
자문 및 중개에 의한 손실

채무관리 채무자 지급 자금 -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b)

3) 호주 사전적립 보상기금(CSLR) 도입 논의

■ 최근 사전적립 보상기금(CSLR)의 도입을 결정하고 의견수렴 중인 호주 사례 검토

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자보호기금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〇 (제도 개혁) 호주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기초한 소비자보상제도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2017년 분쟁조정 및 민원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추진함

■ 호주는 2001 회사법 912B조에서 금융회사나 그 대리인의 규정위반에 따른 소매투

자자 피해 시 보상 방안을 마련해 놓을 것을 규정함

〇 (피해보상 방안 검토)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2007년 전문가 배상

책임과 소비자 보상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놓고 비교66)하여 배상책임을 채택함

66) 전문가 배상책임 가입,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문가 배상책임 가입, 그리고 소비자 보
상기금 조성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배상책임으로 결론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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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은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의 편익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마련됨

- 호주 정부는 크게 전문가 배상책임, 소비자 보상기금과 피해보상 증권예치 등 

방안에 대한 규제당국,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편익과 부담을 분

석함

<표 Ⅲ-18> 호주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검토

구분
배상책임
(일반적)

배상책임
(상세 규정)

보상기금 증권예치

소비자
부담 하 하 하중 하

편익 중상 중상 중상 중

규제당국
부담 하 중 중상 상

편익 중상 중 중 중

공급자
부담 하중 중 중상 중상

편익 중상 중 중 하

순위1)
1 2 3 4 

주: 1) 순위는 저자가 추가함
자료:  ASIC(2007)

■ 사전기금 보상제도(CSLR)의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2017년 외부분쟁조정

과 민원제도에 대한 검토인 Ramsey Review를 거치면서 활발해짐

〇 (개혁 권고) 2017년 12월 21일 제출된 ‘외부분쟁해결 및 민원제도 검토’ 최종 보

고서67)는 호주의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민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권고함

- 외부분쟁해결 및 금융민원제도의 개혁으로 기존의 전문가배상책임에 기반한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로는 충분한 보상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제고됨

■ CSLR 도입에 대한 Ramsey Review의 권고68)는 ① 가장 필요한 금융부문에 한정시

켜 CSLR 도입, ② CSLR은 우선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자문업에 한정, ③ 

67)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a) 

68)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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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R의 도입에 적용범위, 접근조건, 구상권, 기금조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의 반영 

등임

〇 (보호범위) CSLR 설립 후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 및 일반 자문을 개인 및 소상공

인에 제공하는 금융자문업자의 금융자문 실패에 우선적으로 한정시켜 적용함

■ Ramsey Review는 위험기반 분담금을 제안하며 위험의 평가방법, 위험의 반영정

도, 회사 또는 서비스 종류에 따른 위험 등의 논의가 필요함

〇 (분담금 책정)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

든 참여회사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적절한 정도로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분담금을 회사별로 공평하게 나누는 경우 소형회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지고 시장경쟁을 제한하게 됨

■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기

금조달 방법은 추가적 분담금 갹출, 예상 못한 비용까지 연간분담금에 포함 또는 

차입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음

〇 (추가재원) Ramsey Review는 대규모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피해보상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도록 제안함

라. 개선방안

1) 통합 예금보험제도 보호범위에 유가증권 포함

■ 현행 통합 예금자 보호체계 아래 금융투자상품 등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〇 (유가증권) 금융투자회사의 횡령 등 위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재산인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부실로 불가능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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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보상함

-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탁제도 및 투자증권 집중 예탁제도를 보완하여 금융투

자회사의 위법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함69)

〇 (제도 수용성) 현행 예금보험제도 아래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는 연

장선에서 집중예탁 대상 투자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면 제도개선이 용이함

- 별도의 독립기구나 기금의 설치 없이도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도 부보상

품에 포함시키면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충분히 제도 수용이 가능함

2)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보상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운영과정의 불법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가 부실에 빠져

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함70)

〇 (보호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사기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금융회사

의 부실로 불가능해진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함

-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일반투자자라

도 해당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

칙에 따라 보상하지 않음

〇 (장기검토)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상품 판매대

리·중개업과 자문업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상체계를 마련함71)

- 장기적으로 부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금

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담당할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하여 보상제도를 

운영함

69) 정대섭(2017b)

70) 하홍윤·김정석(2006)

71) 장기검토과제로서 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Ⅲ>를 
참고하길 바람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125

3) 고려사항

가)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형평성 문제

■ 금융소비자 보호범위를 금융회사의 위법 및 불완전판매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확대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〇 (금융소비자)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완전판매 비율 등 평

판과 책임성 지표보다 투자수익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됨

〇 (금융회사) 투자수익률을 우선하는 소비자에 맞추어 금융회사 운영의 우선순위

를 완전판매와 준법 등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유인이 생김

■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의 예는 피해자 보상이 금융회사 채권자의 변제 우

선순위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

〇 (후순위채 채권자) 다른 채권자와 비교하여 금융회사의 파산 시 채권 회수를 위

한 우선순위가 늦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음

〇 (형평성) 후순위채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을 위해 파산 금융회사의 잔여재

산에서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들과 경합시키는 것은 채권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나) 보상재원 및 운영주체

■ 보호범위의 확대에 따른 재원은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업법에 따른 과징금72)

을 금융회사의 위법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투자자 보상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

고,73)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사용함

〇 (과거 피해액)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의 피해자 배상결정금액은 1,420

억 원,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의 피해자 손해배상액은 

72) 자본시장법 제428조, 429조 및 429조의2 보험업법 196조 은행법 65조의3 등 금융법에서 
정한 과징금임

73)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추후 같은 이유로 인한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책임성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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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억 원이었음

-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 불법행위에 따른 대규모의 피해자 배상금액은 과징

금 등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임

〇 (과징금)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금액은 규모가 작아 금융

회사의 과징금을 적립하여, 별도의 분담금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함

- 금융권역 전체의 과징금 납부액은 2019년에 345억 원, 과거 3년간 과징금 납

부액은 642억 원에 달하였음

- 금융투자회사의 2019년 과징금 납부액은 117억 원이었고, 과거 3년간의 과징

금 납부액은 250억 원에 달하였음

〇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반면 2019년 12월 말 현재 통합 예금보험 계정별 적립

액은 은행 9.5조 원, 생명보험 5.1조 원, 손해보험 1.4조 원, 금융투자 3,000억 

원에 각각 달하고 있음

- 과징금을 통한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여 별

도의 분담금 갹출 없이 피해자 보상제도를 운영함

<표 Ⅲ-19> 최근 3년간 금융회사 과징금
(단위: 개, 백만 원)

금융업 금융회사 기업 수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은행 15 344 1,466 8,842

저축은행 저축은행 37 583 331 8,325

금융투자

증권 34 4,352 8,172 8,649

투자자문 3 - 204 1,630

자산운용 47 128 275 847

종합금융 1 - - 20

선물 1 - 40 -

부동산신탁 2 - 1 -

신기술금융 5 39 8 552

합계 93 4,519 8,700 11,698

여신전문업
카드 8 85 37 85

할부금융 26 814 362 257

리스 6 35 64 -

보험업
생명보험 20 9,469 661 4,855

손해보험 11 159 2,597 412

금융지주 2 18 - -

전체 합계 218 15,501 14,216 34,473

자료: CEO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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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범위 확대 시 기존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원본손실이 가능한 금융상

품도 부보상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구 및 기금에서 운영이 가능함

〇 (원본손실 금융상품 보장)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의 보호 사각에 있던 원본이 보

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넘어서는 범위를 보장함

〇 (운영주체) 금융회사의 부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므로 기존 예금보

험제도의 운영주체를 활용하면 제도의 수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과 

자문업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상체계와 이를 운영할 소비자 피

해보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