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1. 현황

가. 예금보험기금 자금조달

■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및 출연금, 정부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

권 발행,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차입금,74) 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채권

의 회수자금, 기매입 예금채권 등의 회수자금,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함

〇 (제도 경과)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상환기

금으로 귀속되었으며,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

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〇 (재원 구성) 예금보험기금 중 예금보험기금계정에는 2003년부터 부보금융회사

가 납부하는 보험료75)의 55%와 부보금융회사 출연금76) 등이 재원으로 사용됨

〇 (특별계정) 예금보험기금 중 각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에는 2003년부터 부보금

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

행, 외부차입금, 회수자금 등이 재원으로 사용됨

74)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은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수 있음

75) ‘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의 경우 매 분기)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76)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영업 또는 설립)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한 차례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금
액을 말함. 그러나 부보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
가를 받은 때에는 출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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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호저축은행권역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 

보험료를 납부함

<그림 Ⅳ-1> 예금보험기금의 수익 및 지출 구조

자료: 예금보험공사(2019)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비율을 예금보

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〇 (예금보험료)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 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

부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적용함

〇 (납부시점)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

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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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단위: 십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은행  4,871  395  420 437   468 501 525 534 8,150 

금융
투자회사

266 - - - - - -    4  270 

생명보험 2,853  22  81  128 186 235 247  243 3,994 

손해보험 666    49   45  71   81   88  97  102 1,199 

종합
금융회사

26  0.8 0.6 0.4 0.7 0.9  0.9  1.0 31 

상호
저축은행

1,428   25  26   6  30   29   14 25 1,582 

특별계정
합계

756 667 616 712  682 824 910 936  6,104 

합계 10,865 1,159 1,187 1,355 1,446 1,677 1,794 1,844 21,328 

주: 2019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

■ 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부보금융회

사로부터의 특별기여금77)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함

〇 (특별기여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

조의4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

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

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

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음

〇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

로부터 총 52조 3,06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

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2007년 이후로는 공적

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 

77) ‘특별기여금’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예금등 잔액의 일정한 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
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특별기여금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
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2년에 수립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부보
금융기관이 2003~2027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정분담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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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타 재원) 이 밖에 예금보험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채권의 회수자금, 기매입 예금채권 등의 회수자금,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에 지원된 자금의 회수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

로 함

<표 Ⅳ-2>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억 원)

구분

상환기금 설치 전 
보험료 수입2)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98
前 3)

’99
~’02

합계
’03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은행  161 1,311 1,472 5,868   897 959 979 1,066 1,134 1,201 1,257 13,361

금융투자 -    69   69  180    20     20    18    24    27     30    31 350

보험사   232 824 1,056 1,638  300  318 351 384 417  433 451 4,292

생보 180 665 845 1,310 230   239   262   284   307  313 323 3,266

손보   52  159  211  328   71    79    90 100  110  120  128 1,025

종합금융  98  84 182   10 0.9 0.7 0.7 0.8 1.0 1.1 1.2 17

상호저축 241  183  424 464  39    32   31    35  40   47    54 743

신협   40  149   189   120    25     26   28    30     33      -    - 262

합계   772 2,619 3,392 8,280 1,283 1,356 1,407 1,540 1,653 1,712 1,793 19,024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임
     2) ’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됨
     3) ’98년 보험료 수입은 ’98년 4월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98년 6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함 

     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2002. 12. 26.> 제6조에 따라 신협의 특별기여금 납부는 2017년 12월 31일까
지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

■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 분의 5’, 즉 50bp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율을 곱한 금액78)을 연간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함

〇 (예금보험료율) 은행은 8bp,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

융회사는 15bp, 저축은행은 40bp 등 권역별로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함

78) 당해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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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 특별기여금 요율 출연금 요율

은행 8/10,000 1/1,000 1/100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5/10,000 1/1,000 1/100

보험회사 15/10,000 1/1,000 1/100

종합금융회사 15/10,000 1/1,000 5/100

상호저축은행 40/10,000 1/1,000 5/100

신용협동조합 - 5/10,000 -

〇 (특별기여금요율)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

사는 10bp, 저축은행은 5bp를 적용함

〇 (출연금요율) 설립출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의 100bp,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은 50bp를 적용함

<표 Ⅳ-3>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자료: 예금보험공사

■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

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예보법 제26조)

〇 (외부차입) 예금자보호법은 한은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한은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〇 (차입규정) 한국은행법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는 한은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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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기금제도

■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System)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

록 사전에 금융권역별로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09년 1월 도입되었음

〇 (목표기금 도입) 2009년 1월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할 금액 수준의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목표를 설정함

- 목표규모(목표적립률)은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 부보예금(Insurable 

Deposit)의 일정 비율로 설정함79)

〇 (보험료 감액과 면제)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목표가 달성되면 동 부보금융권

의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 납부가 감면되며, 직전년도의 기금적립률이 목표규

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됨

－ 예를 들어, 2013년에는 금융투자회사는 기금적립률이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

하여 면제를 받았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여 

각각 45%, 7%의 감액을 받음

〇 (감면율 근거 불명확)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감면율 수준을 각 권역별 계정 예상 

운용수익, 수입 및 지출 등의 가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

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음

79)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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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예금보험 계정별 기금적립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0.638%

(하한 미달)

0.655%

(하한 미달)

0.688%

(하한 미달)

0.664%

(하한 미달)

0.676%

(하한 미달)

0.690%

(하한 미달)

0.715%

(하한 이하)

생명
보험

목표규모
하한

0.660%

목표규모
상한

0.93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0.918%

(하한 초과)

0.860%

(하한 초과)

0.858%

(하한 초과)

0.831%

(하한 초과)

0.807%

(하한 초과)

0.810%

(하한 초과)

0.832%

(하한 초과)

손해
보험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0.923%

(하한 초과)

0.829%

(하한 초과)

0.775%

(하한 미달)

0.741%

(하한 미달)

0.717%

(하한 미달)

0.706%

(하한 미달)

0.711%

(하한 이하)

투자
매매 
중개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528%

(상한 초과)

1.940%

(상한 초과)

1.714%

(상한 초과)

1.252%

(상한 초과)

1.204%

(상한 초과)

1.025%

(하한 초과)

1.138%

(상한 초과)

상호
저축
은행

목표규모
하한

1.650%

목표규모
상한

1.92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4.228%

(하한 미달)

-5.389%

(하한 미달)

-5.464%

(하한 미달)

-4.703%

(하한 미달)

-3.789%

(하한 미달)

-3.3303%

(하한 미달)

-2.964%

(하한 이하)

종합
금융

목표규모
하한

(대상 부보금융회사 수가 1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 유보)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831% 3.803% 3.632% 3.047% 2.395% 2.905% 2.206%

주: 1) 목표규모(목표적립률):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 부보예금의 일정 비율임
2) 기금적립률: 계정별 결산서상 자본 총계 / 계정별 공사의 직전회계연도 말 부보예금 

자료: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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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등요율제도

■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은 고정보험료(Flat-rate or Fixed-rate Premium)와 차등보

험료(Differential Premium) 또는 위험보험료(Risk-based Premium)로 구분됨

〇 (고정보험료율제도) 고정요율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재무상황 등에 관계없

이 개별금융회사의 자산, 부채, 보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

는 방식임

〇 (차등보험료율제도) 차등요율은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

르게 적용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는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

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1항의 개정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됨

〇 (도덕적 해이 억제)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도모라는 순기

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는데, 각국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억제시키고자 함

- 즉,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

금융회사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시키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

〇 (보험료 형평성)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위험의 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한 보험료율

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〇 (평가모형 구분)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① 차등모형 평가, ②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③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됨

- 이 중 차등모형 평가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성됨

- 기본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나타내는 위기대응,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건전성 관리, 수익성을 나타내는 손실회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보완평가부문은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과 금융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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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현황 등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으로 구성됨

〇 (차등보험료율제도 연착률 유도)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으로 인한 부보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2017년부터는 등급 간 차등폭이 확대되는 본격 가동기간

으로 설정하여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함

<표 Ⅳ-5> 차등평가의 구분

구분 대상 평가방법 적용요율

차등모형
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외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차등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소액보험료 납부 
부보금융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외
적용 평가

부실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a)

<표 Ⅳ-6>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1) 대비)

구분

소프트랜딩 기간 평가방법

2014~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2019~
2020년

2021년~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0% 0% 0% 0% 0%

3등급(할증) +1% +2.5% +5% +7% +10%

주: 1)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임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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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기금 재설정 

가. 문제점

■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사전적립에 기초한 목표기금제도를 운

영 중이나, 목표기금 수준과 달성기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〇 (기금 수준의 투명성 부족) 목표기금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목

표기금액 및 감면율 설정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여 산출기준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〇 (목표기금 도달가능성) 한편, 목표기금액이 정액이 아닌 정률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기금액 도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 또한 존재함

■ 무엇보다 금융환경 변화와 괴리된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산업의 사회적 기능 약화 

문제를 유발하거나, 기금운영의 지속성에 한계를 보일 수 있음

〇 (과다적립에 따른 문제) 기금 산정에 자본규제 강화 이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

으면, 목표기금이 과다 추정되어 금융산업의 자금운영 효율성을 감소시킴으로

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사회적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〇 (과소적립에 따른 문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손실 충당이 불가능하여 금

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예상치 못한 손실 흡수를 위해 권역별로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

유토록 하는 자기자본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됨

〇 (은행: Basel Ⅲ) 자기자본을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대출 부실화가 은행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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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금융투자: NCR) 기존 NCR제도는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으로 산출하였

으나, 2016년 개정된 신 NCR은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함

- 한편, 외부차입에 따른 자산증가 현황을 표시해 금융투자사의 과다한 부채경

영을 억제하고자 2016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함

〇 (보험: RBC) 보험회사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

정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RBC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2009년에는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RBC 제도로 전환하였

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리스크 측정 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의 상향 

조정, 장수리스크 반영 등 자본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으로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

로 예금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표 Ⅳ-7>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규제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제도 BIS 자기자본 규제 NCR 규제 RBC 규제

산식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반영
위험

시장, 신용, 운영 시장, 신용, 운영
시장, 신용, 운용, 

보험, 금리

기준 8% 100% 100%

도입
1992년

(’08년 바젤 Ⅱ, ’13년 바젤 Ⅲ)

 1997년
 (’16년 개편)

1999년
(’09년 RBC)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과 보험업은 저축기능 위주의 유사한 사업모형을 견

지하였으나, 이후 양 권역 간 사업모형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함

〇 (사업모형 변화: 부채구조)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환매 가능성이 낮은 보장성보

험이나 연금 등의 적립금 비중이 높아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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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업모형 변화: 자산구조) 장기국채 등 유동성이 풍부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

는 사업모형의 변화가 진행 중이나 목표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음

- 보험회사가 보유한 안전자산 비중은 2000년 31.7%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기준 50.3%로 크게 늘어남

- 저금리 장기화로 최근 안전자산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운용자산 중 안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 여전히 높은 상태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연금상품 21.6 27.2 28.1 32.7 35.6

일반 저축성보험 49.3 13.1 13.1 18.4 12.5

보장성보험 29.1 46.1 35.4 31.3 36.8

변액보험 - 13.6 23.4 17.6 15.1

<표 Ⅳ-8> 생명보험 상품비중(부채구조)의 변화
(단위: %)

 주: 연금상품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변액연금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현금 및 예금 6.8 2.5 4.0 2.7 2.3

국공채 및 특수채 14.9 37.4 44.2 48.2 41.5

약관대출 10.0 11.8 10.4 7.1 6.5

안전자산 합계 31.7 51.7 58.6 58.0 50.3

<표 Ⅳ-9> 생명보험 자산구조의 변화
(단위: %)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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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사례

1) 주요국의 목표기금 운영 현황

■ 대부분의 G7 국가에서는 목표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금의 설정방식에서는 금

융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80)

〇 (예금자보호제도) 전 세계 113개 예금보험기구를 대상으로 한 IADI(2018b)의 

조사결과, 응답국(69개) 중 64개 기구가 사전적립방식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44개 기구가 목표기금제(Target Ratio)를 적용하고 있음81)

- 목표기금제도를 운영 중인 대다수 국가는 목표대상(Fund Target)으로 적립금

액(Fund Amount)보다는 적립비율(Target Ratio)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하마

와 일본의 경우만 목표대상으로 적립금액을 사용하고 있음

- 목표적립률 설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호한도에 속한 보호예금(Insured 

or Covered Deposits) 또는 부보요건을 충족하는 전체 부보예금(Insurable or 

Eligible Deposits)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목표적립비율을 일정 범위로 적용하는 국가들은 적립비율을 일정 범위로 설

정한 후 기금적립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함

- 목표기금 규모 달성을 위한 기간은 중기(5~10년)로 설정하는 기구가 응답국

의 절반 이상임

〇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일본, 프랑스, 독일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에서 목

표기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예를 들어, 일본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경우 적립금이 4,000억 엔에 달

할 때까지 회원사의 부담금으로 사전 적립하며, 기금적립액이 4,000억 엔을 

초과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사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싱가포르는 사전분담금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며, 기금 부족 시에는 사후분담

80) G7 국가의 금융권역별 보호기금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Ⅳ>를 참조하길 바람

81) 주요국의 목표적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Ⅴ>를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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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

- 한편, 사후갹출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는 독일의 건강보험, 호주 손해보험, 미

국의 생명 및 손해보험, 캐나다 생명보험은 목표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〇 (투자자보호제도)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목표기금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독

일, 프랑스, 일본 등임

- 예금자보호제도에서는 G7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율’ 방식을 

통해 목표기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금액’ 방식

을 통해 목표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예를 들어, 독일 EdB는 단기간에 보험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적립규모

(가장 최근에 징수한 보험료 합계의 2배)를 설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전적

립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100억 유로의 목표기금액을 설정하고 있음

<표 Ⅳ-10> G10 국가의 기금적립방식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유형 적립 목표 적립 목표 적립 목표 적립 목표

미국 RM 사전 ○ 사후 × 사후 × 사전 -

일본 LM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영국 P+ 혼합 - 혼합 - 혼합 - 혼합 -

프랑스 LM 혼합 ○ 혼합 ○ 사전 ○ 사전 ○

독일 RM 사전 - 혼합 ○ 사후 × 사전 -

이탈리아 LM 사전 ○ None 사전 - 사후 -

캐나다 LM 사전 ○ 혼합 ○ 혼합 ○ 사전 -

스웨덴 P+ 사전 - None None 사후 -

네덜란드 P+ 사전 - None None 혼합 -

벨기에 P 사전 - None 혼합 - 혼합 -

스위스 P 사후 - - - 혼합 - None

한국 RM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주: 1) 예금보험기구 유형: Paybox(P), Paybox Plus(P+), Minimizer(LM), Risk Minimizer(RM)

      2) 기금적립방식: 사전적립, 사후갹출, 혼합방식(사전+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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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권고사항

■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목표기금 설정 시 금융시스템 구조, 법적 체계, 건전성 

규제, 감독 및 정리제도, 거시경제 환경, 긴급자금지원 접근성 등을 반영할 것을 권

고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음82)

〇 (금융시스템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수, 예금보험기구의 리스크익스포져, 금융

기관 재무현황, 예금자 및 상품 유형, 금융기관 상호연관성, 파산 확률, 예금보

험기구의 손실 경험

〇 (법적체계) 예금보험기구의 권한, 파산법과 별도의 정리체계 보유 여부, 사법제

도, 금융거래 관련법 등

〇 (건전성 규제, 감독 및 정리제도) 예금보험기구의 부보은행 취약성 적시발견·조

기개입권한, 정리방식 및 권한 보유 여부

〇 (거시경제 환경)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부보금융기관 파산가능성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상황

〇 (긴급자금 활용)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긴급유동성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차입 등 외부자금의 조달방안

〇 (기타 요소) 회계 및 공시제도, 기금 증가율, 시스템 위기 등

<표 Ⅳ-11> 목표기금 설정 시 반영 요인
(단위: 개)

금융시스템 구조 및 특징 법체계 건전성 규제 및 정리제도 거시경제 환경

33(75%) 29(66%) 24(55%) 24(55%)

긴급자금지원 접근성 회계 및 공시제도 기타 -

14(32%) 7(16%) 12(27%) -

   주: 목표기금제를 운영 중인 44개 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함 
자료: IADI(2018b)

82) IADI(2018b); IADI(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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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규제 강화와 금융회사 파산확률

■ 해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보다 강화된 자본규제는 금융회사의 파

산확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함83)

〇 (자본규제와 파산확률 간 관계) 자기자본규제는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

크기와 위험도에 비례하여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금융회사의 추

구하는 위험을 모두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파산 확

률을 낮출 수 있음

■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파산확률 감소는 위험추구 행위(Risk-taking 

Behavior)나 산업경쟁도(Competitive Effect)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84)

〇 (금융회사 위험추구 행위 억제) 자본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회사의 위험추구 

행위는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금융회사 파산 시 지분보

유자(Equity-holder)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주주(Shareholder)가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낮아짐

〇 (부실 금융기관의 시장진입 억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산업 경쟁도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요구자본 수준은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본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요구자본에 대한 부담 증대로 파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방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목표기금은 단기적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의 보

험회사 파산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음85)

83) EIOPA(2019); Caporale et al.(2017); Song et al.(2017)

84) Furlong and Keeley(1989); D’erasm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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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등 정책목표 미도달 가능성)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목표기금 평가 시 개별 항목에 경영환경 변화, 규제환경 강화, 사업모형 변화 등 외

부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〇 (예상손실액의 구성요인) 목표기금 수준(예상손실액, Expected Loss)은 부도확

률(PD: Probability of Default),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위험노출액

(EAD: Exposre at Default)으로 구성됨

     ×  × 

■ 과거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부도확률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금융회사 부도확률을 산출하는 방식 중 통계적 모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파

산확률을 추정한 후  예상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〇 (금융회사 부도확률: PD) 금융회사 부도확률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① 과거 실제 

파산확률(Historical Failure Rates), ② 신용평가등급(Rating Agency-based 

Forecasts). ③ 파산확률추정을 위한 통계적 모형(Statistical Model) 등이 있음

〇 (사업모형과 자본규제의 반영) 파산확률 모형(Reduced Form)에 각 금융권역의 

사업모형상 특징(상품구성의 변화), 자본규제 강도(자본 수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86)

85) 미국, 캐나다 보험회사의 파산 건수 추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Ⅵ>를 참조하길 바람

86) Caporale et al.(2017); Nolte and Kha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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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방식 재검토

가. 문제점

■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기금 조성방식으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한 목표기금제(2009

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금조성방식과 관련하여 적합

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1) 단일기준의 기금적립

■ 전 금융권역에 걸쳐 획일화된 사전적립방식의 기금조성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부보

금융회사들의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〇 (비효율성) 신속한 정리와 대규모 적립기금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권역의 경우 

획일적인 기금조성방식은 자금운영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에서는 각 금융권역별로 기금조달방식을 상

이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차이에서 

비롯한 정리방식에 일정 부분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〇 (은행)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리의 속도를 중시함에 따라 

신속한 정리와 사전적립기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임

〇 (보험) 반면, 보험업은 보험회사 간 상호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정리의 속도보다

는 계약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간을 두고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생명보험이나 연금과 같이 보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파산한 보험회사의 고

객에게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회사를 시장에서 퇴

출시키는 청산방식을 취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전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는 청산방식을 통해 보험 가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고연령층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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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보험계약자는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너

무 높아지기 때문임

■ 따라서 최근 효율적인 정리제도로의 개편 논의를 감안해 볼 때, 현재와 같이 전 금

융권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식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〇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Ⅱ-1장(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참고하기 바람

2) 예금보험료 부담

■ 사전적립제도에서 예금보험료 부담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산업 수익

성이 악화되는 환경이나 경기불황 시 금융회사의 파산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

용할 수 있음

〇 (경기순응성)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등과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차등보험료의 경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변화와 도산위험에 근거하여 

부과되므로, 경기 악화 시 높은 예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부보금융회사의 부

담을 가중시켜 부도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2018년 기준 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수준은 저축

은행과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보험료 부담의 변동

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〇 (예금보험료 부담 수준) 2018년 기준 권역별 보험료 부담은 저축은행(16.9%), 

생명보험(11.4%), 은행(5.8%), 손해보험(5.4%)의 순임

〇 (총예금보험료 부담 수준) 한편,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당기순이익 대

비 총예금보험료 부담은 최근 5년 사이 20%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

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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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표준편차

은행 9.6 16.0 27.5 7.7 5.8 8.8

저축은행 72.6 34.2 8.1 14.7 16.9 26.1

생명보험 6.2 8.2 15.2 11.2 11.4 3.4

손해보험 3.6 4.8 4.2 4.1 5.4 0.7

<표 Ⅳ-12>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 추이
(단위: %)

주: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 비중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표준편차

은행 21.7 35.7 62.0 17.3 13.1 19.8

저축은행 90.6 42.8 12.2 18.6 21.1 32.1

생명보험 13.6 15.4 26.9 19.0 19.1 5.1

손해보험 7.0 8.1 7.1 6.9 9.1 1.0

<표 Ⅳ-13> 금융권역별 총예금보험료 부담 추이
(단위: %)

주: 당기순이익 대비 총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상환기금특별기여금) 비중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부담을 ① 권역별 수익성과 ② 예금보험료 수준 두 가지 요

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저금리 장기화로 당기순이익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 

하에서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가) 금융권역별 수익성

■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권역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추세임

〇 (은행)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회사 간 경쟁 심화, 경기둔화 등

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음

〇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과 높은 자산증가율을 바탕으로 ROA와 ROE가 타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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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계속된 적자가 7년 만인 2014년(2014년 7월~2015년 6월)에 연간 

기준 흑자로 전환함

〇 (보험) 보험회사의 이익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발생하는데, 시장포화로 

보험영업이익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영업이익 실

현 또한 제한적인 상황임

- 특히, 생명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LAT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

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된 상태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1.37 5.88 7.34 7.93 6.98

저축은행 6.71 8.07 8.61 7.61 7.56

생명보험 5.83 3.67 5.71 5.55 3.87

손해보험 9.59 11.24 11.39 8.86 5.48

<표 Ⅳ-14> 금융권역별 ROE 추이
(단위: %)

주: 국내 일반은행 기준임
자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나)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수준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타 권역 대비 예금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〇 (예금보험료 증가율) 최근 5년간 권역별 예금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

험(22.8%), 손해보험(20.6%), 상호저축은행(9.5%), 은행(5.8%) 등의 순임

〇 (총예금보험료 증가율) 최근 5년간 권역별 총예금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손

해보험(16.2%), 생명보험(15.1%), 상호저축은행(9.6%), 은행(5.8%)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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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은행 763 794 850 910 955 5.8%

저축은행 130 124 68 153 187 9.5%

생명보험 202 297 369 437 459 22.8%

손해보험 84 129 147 161  177 20.6%

합계 1355 1446 1677 1794 1,844 8.0%

<표 Ⅳ-15>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 추이
(단위: 십억 원)

주: 1) 고유계정과 특별계정 보험료 합계 실적임
     2) 합계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은행 1,722 1,773 1,916 2,044 2,156 5.8%

저축은행   162    155 103   194    234 9.6%

생명보험  440   559   652  744    772 15.1%

손해보험  163    219  247   271    297 16.2%

<표 Ⅳ-16> 금융권역별 총예금보험료(=고유계정+특별계정+상환기금특별기금) 추이

(단위: 십억 원)

주: 고유계정, 특별계정, 상환기금특별기금 보험료 합계 실적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① 부보금융기관 변화

■ 2019년 말 기준 전체 부보금융회사는 321개사로, 2014년 대비 19개사가 증가하였

으나 권역별 부보금융회사 변동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〇 (권역별) 은행, 저축은행, 보험권역의 부보금융회사의 변동폭은 크지 않으며, 주

로 금융투자회사의 시장진입 및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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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56 58 60 56 56 54

 저축은행 81 80 80 80 80 80

 보험회사 48 48 47 47 44 45

   생명보험 25 25 25 25 24 24

   손해보험 23 23 23 22 20 21

 금융투자회사 116 114 104 110 124 141

 종합금융회사 1 1 1 1 1 1

 합계 302 301 292 294 205 321

<표 Ⅳ-17> 금융권역별 부보금융회사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주: 1) 부보금융회사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됨

     2) 부보금융회사는 인·허가일부터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일 전일까지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② 부보예금 변화

■ 예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보예금은 2018년 기준 2,103조 원이며, 최근 5

년간(2014~2018년) 연평균 7.3% 증가함

〇 (은행)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의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된 상태임 

〇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타 금융권역과 달리 부보예금 증가율 상승세가 지속되

며, 연평균 15.8%의 부보예금 증가율을 기록함

- 이는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제공, 대출 등 영업 활성화에 따른 부

보예금 조달 증가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저축은행 예금의 퇴직

연금상품 운용 대상 편입87) 등의 효과도 존재한 것으로 보임

〇 (보험)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장기인보험 상품 수요 확대로 부보예금이 증

가해왔으나, 최근 들어 신계약 성장 한계로 부보예금 성장률은 둔화된 상태임

87)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2018. 9. 7 시행)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신용평가등급 투자적격 이상인 저축은행의 예·적금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운용대상 
편입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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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은행    970     1,065  1,141  1,198  1,244 6.4%

     (개인) N.A. 490 602 633 647 -

     (법인) N.A. 408 539 566 597 -

 저축은행      32      37      44      51      58 15.8%

 생명보험   446    487    532    564    584 7.0%

 손해보험   120    138    155    172    187 11.8%

 합계 1,587   1,752  1,900  2,017  2,103 7.3%

<표 Ⅳ-18> 금융권역별 부보예금 추이
(단위: 조 원)

주: 1) 부보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은행·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
준비금, 종금사 CMA 등)에서 예금자가 정부·공공기관·부보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임

     2) 합계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해외사례

1) 주요국의 기금조성 현황

■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① 사전적립(Ex-Ante Funding), ② 사후갹출(Ex-Post Settling-Up), ③ 혼합

방식(Hybrid or Mixed Funding)으로 구분됨88)

〇 (사전적립방식) 금융회사의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금융회사들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사전에 징수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기금적립방식임

〇 (사후갹출방식) 금융회사 파산 후 소요되는 정리비용을 사후적으로 생존해 있

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징수하거나 차입을 통해 기금을 조달하는 무기금 방식임

〇 (혼합방식) 사전적립방식과 사후분담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기금을 사전에 적

립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보험료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방식임

88) G7 국가의 금융권역별 보호기금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Ⅳ>를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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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보호제도와 투자자보호제도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경우 혼합방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상

대적으로 많음

〇 (예금자보호제도) G7 국가 중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이 사

전적립방식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임

-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69개국을 대상으로 한 IADI(2018b)의 조사에 따

르면 이 중 64개 기구가 사전적립방식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임

〇 (투자자보호제도) G7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전적립방식의 투자

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임

- 영국은 혼합방식 형태의 투자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임

〇 (보험계약자보호제도)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최소한의 사전적립기금을 유지하

고 부실 발생 시 사후갹출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가 많음

-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운영 중인 G7 국가 중 일본만이 사전적립제도를 

운영 중이며, OECD 회원국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사전적립, 사후갹출, 혼합방

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89)

- 일본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적립금이 4,000억 엔에 달할 때까지 회원사

의 부담금으로 사전 적립하며, 기금적립액이 4,000억 엔을 초과하고 특정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사는 부담금 납부가 면제됨

- 사후갹출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는 독일의 건강보험, 호주의 손해보험, 미국의 

생명 및 손해보험 등은 별도의 사전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89) OEC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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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G10 국가의 기금적립방식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조달방식 차등요율 조달방식 차등요율 조달방식 차등요율 조달방식 차등요율

미국 사전 ○ 사후 × 사후 × 사전 ×

일본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영국 혼합 ○ 혼합 ○ 혼합 ○ 혼합 ○

프랑스 혼합 ○ 혼합 × 사전 × 사전 ○

독일 사전 × 혼합 ○ 사후 ○ 사전 ○

이탈리아 사전 ○ None 사전 × 사전 -

캐나다 사전 ○ 혼합 ○ 혼합 × 사전 ○

스웨덴 사전 ○ None None 사후 -

네덜란드 사전 ○ None None 혼합 -

벨기에 사전 ○ None 혼합 × 혼합 -

스위스 사후 × - - 혼합 - None

한국 사전 ○ 사전 ○ 사전 ○ 사전 ○

주: 자금조달방식: 사전적립, 사후갹출, 혼합방식(사전+사후)

■ 1991년 미국이 위험기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캐나다, 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〇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권역별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현황을 보면, 예금자보

호제도에서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나타남

- 미국은 부보은행의 자본비율과 감독등급을 기초로 총 4등급의 차등보험료율

을 계산하고, 여기에 보험료 부과기준을 곱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를 산출함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15년 역내 통일된 분담금 산정체계 적용을 위하여 

분담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90)

〇 (투자자보호제도) 캐나다, 독일 등에서 차등요율제도를 운영 중임

- 캐나다는 회원사로부터 사전 적립되며, 회원사의 위험수준 및 고객자산의 규

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함

90) EB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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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연간 50억 엔을 총부과 규모로 하여 회원사 수(10억 엔), 영업수익(20

억 엔), 보상대상 고객 자산규모(20억 엔)에 따라 개별회원사에 부과함

〇 (보험계약자보호제도) IFIGS(2015)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

영 중인 국가에서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응답국의 29%임

- 예를 들어, 독일 생명보험은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각사의 준비금은 보

험상품의 구성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차

등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음91)

- 한편, 싱가포르는 보험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4단계(Low, Medium Low, Medium 

High, High)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자본적정

성 지표와 경영성과 지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함

2) 보험료 감당가능성: 보험료 또는 보험료율 한도 설정

■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간보

험료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〇 (예금자보호제도) 사전적립기금을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에서는 연간보험료 한

도를 설정하고 있음

〇 (투자자보호제도)  독일은 고객자산 보유 가능 여부, 자기계정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금융회사 연 총수익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한편,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직전 회계연도 순영업이익의 0.25%이며, 기금규

모가 목표수준을 상회하거나 향후 6개월 이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순

영업이익의 최대 0.02%까지 하향 가능함

- 일본은 기금의 규모가 목표 수준인 500억 엔을 상회할 경우 부과를 중단하며, 

2003년부터 목표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징수가 중단됨

〇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일본과 영국은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과도하여 

91) Verordnung über die Finanzierung des Sicherungsfonds für die Lebensversich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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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적립단계에서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은 사후갹출 단계에서 보험료율 상한을 설정함

- 한편, 유럽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EIOPA(2018)의 조사 결과, 개별 보험회사

(11개국) 또는 보험산업(8개국) 대상으로 연간납부 보험료의 상한 설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음92)

<표 Ⅳ-20> G10 국가의 예금보험료 감당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적립
보험료 한도

적립
보험료 한도

적립
보험료 한도

적립
보험료 한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미국 사전 - - 사후 - ○ 사후 - ○ 사전 ○ -

일본 사전 ○ - 사전 ○ - 사전 - - 사전 - -

영국 혼합 - - 혼합 ○ - 혼합 ○ - 혼합 - -

프랑스 혼합 - - 혼합 - ○ 사전 - - 사전 - -

독일 사전 ○ - 혼합 - ○ 사후 - ○ 사전 ○ -

이탈리아 사전 - - None 사전 - - 사후 - -

캐나다 사전 - - 혼합 - - 혼합 - ○ 사전 - -

한국 사전 - - 사전 - - 사전 - - 사전 - -

3) 경기순응성 대응: 경기조정 보험료

■ FDIC 이사회는 목표적립률(DRR: Designated Reserve Ratio) 결정 시 과거 손실경

험 등 다음과 같은 요인을 반영하도록 권고함93)

〇 부보금융회사의 과거 손실 사례 및 잠재위험을 포함한 당해 연도 또는 향후 예

금보험기금의 손실위험

〇 부보금융회사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

- 경기호황기에는 목표적립률(DRR)을 높이고 경기불황기에는 목표적립률을 낮

92) EIOPA(2018)

93) FDIC(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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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방안 강구

〇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 방지장치

〇 ‘Reform Act. 12 U.S.C. § 1817(b)(3)(C)’에 부합하는 기타요인

■ 즉, 목표적립률 결정 과정에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차등보험료의 경우 금융회사의 파산위험에 기초하여 부과됨에 따라 경기불황 시기

에 부보금융회사의 부담을 증가시켜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국제통화기구(IMF)94)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

함을 지적함

〇 (목표적립률 구간) 예를 들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경기순응성(Pro- cyclicality)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적립률을 특정 수준이 아닌 일정범위로 설정하는 방

안을 제시함

4) 사후 기금징수의 신뢰도 제고

■ 사후갹출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서는 기금징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의 내부유보(프랑스) 또는 추가보험료 징수 가능(독

일, 프랑스)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험료 추가갹출을 허용하고 있음

〇 (징수신뢰도 제고 장치) 한편, 홍콩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나, 보험회사 파산 정리과정에서 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승인하에 1% 

한도 내에서 추가분담금 징수가 가능함95)

94) Andritzky et al.(2009) 

95) 사전기금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12억 달러, 7,500만 달러이며, 분담금은 수
입보험료의 0.0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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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기금조달방식 유형별로 각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의 제도 운영과

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〇 (효과성 vs. 효율성) 사전적립방식은 효과성이나 기금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유리하나,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점을 보유함

- 사전적립방식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파산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기금 적립에 참여함으로써 사후분담에 비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함

- 수익성이 높은 경기호황 시에 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 파산이 많이 발생하

는 경기불황에 대비함으로써 경기변동 충격 완화 등의 장점을 보유함

〇 (행정비용 절감 vs. 자금지원의 신속성) 사후갹출방식은 보험료 부담, 행정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보험료 형평성,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자금지

원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단점을 보유함

-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 파산 사례가 거의 없는 시기에는 사전

적립방식에 비해 금융권의 부담이 적고, 보험료 수취 및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없으므로 사전적립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이 가능함

<표 Ⅳ-21> 사전적립방식과 사후갹출방식의 장·단점

구분 사전적립방식 사후갹출방식

장점

 ㆍ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ㆍ경기변동 충격 완화

 ㆍ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ㆍ 금융기관의 낮은 보험료 부담

 ㆍ 기금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

단점  ㆍ사후분담에 비해 높은 초기 비용
 ㆍ기금 미비로 정리지연 가능성

 ㆍ금융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 우선 현행과 같은 사전적립방식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경우 금융회사의 연간보험

료 한도 설정, 경기조정 보험료 등을 통해 예금보험료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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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연간보험료 한도) 금융권역별 또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보험료 상한 적용

이 가능한데, 제도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회사별 상한 설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산업별 상한 설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〇 (경기조정 보험료) 보험료 부담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보험료 책정기준을 당해 

연도가 아닌 이동평균지표를 적용하거나 보험료율 산정 시 경기변동을 포함시

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동평균법) 이동평균 방식에 의한 예금보험료 부과방식은 매년 예금보험료

율을 평가하되 평가된 요율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으로,96) 실제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예금보험료 산정 모형 내에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함

■ 한편, 사후갹출을 혼합하는 방식 도입 시에는 기금징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자본의 

내부유보 또는 추가보험료 징수 등의 안전장치 적용이 가능한데, 내부유보 방식이 

징수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〇 (기금징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장치) 징수 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내부유보 방

식이 추가보험료 징수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함

〇 (제도변경을 위한 고려사항) 사전적립방식에서 사후갹출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전환 시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각 금융권역별로 적립된 기

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는 혼합방식제도하에서도 부실 금융기관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임

96) Konstas(1992; 2005); Shaffer(1997); Pennacchi(2005); 한편, Jarrow et al.(2006)은 경기역
행적(Counter-cyclical)이면서도 리스크가 고려된 예금보험료 부과시스템을 제안함. 즉, 경
기가 좋을 때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경기가 나쁠 때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며,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