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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보호 대상 금융상품(2010년 8월 17일 기준)

구분 보험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책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형 중앙회 공제상품 등

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투자
매매
업자
·

투자
중개
업자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
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
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
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종합
금융
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서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
저축
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
용부금, 표지어음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주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은 제외), 해외지점 예금 중 현지국에서 보
호되는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2) 2010년 8월 현재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변액보험 상품 등도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임.

자료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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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별 예금보호한도 증액 조치

예금전액보호1) 예금보호한도 증액

한시적 영구적

오스트리아 호주 알바니아

덴마크 뉴질랜드9) 벨기에

독일2) 스위스 불가리아

그리스2)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홍콩 미국5) 사이프러스

아일랜드8) 브라질 체코

요르단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핀란드

몽고4) 인도네시아

포르투갈2) 라트비아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4) 룩셈부르크

태국 카자흐스탄3)

대만 말타

아랍에미레이트6) 필리핀

헝가리2) 폴란드

아이슬란드2) 루마니아

쿠웨이트4) 러시아

슬로바키아7) 스페인

스웨덴

영국

19 7 21

주 : 1) 예금전액보호는 은행시스템 내 예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보호함.
2) 정부에 의한 정치적 공약

 3) 70만 텡게에서 5백만 텡게로 증액. ‘12.1.1 법률로 1백만 텡게로 감액할 예정임.
 4) 자국 내의 은행 부문에 대해서 한도 없음.
 5) 이자미지급결제성예금에 대해서 한도 없음.
 6)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외 은행에 대해서 한도 없음.
 7) 모든 자연인과 일정 범위의 법인에 대해서 한도 없음.
  8) 은행 시스템의 80%를 차지하는 7개 은행에 대해서 한도 없음. 
 9) 예금당 1백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전액 보호(소매예금과 비은행예금 수취자)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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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예금보호한도 증액 전액

보호
종료일 비 고

발표일 이전 이후 영구적

알바니아 09.03.30 70만LEK 250만LEK ○

호주 08.10.12 A$100만 11.8.12

오스트리아 08.08.01 €2만 €5만1)
○

(개인예
금만)

09.12.312) EU지침 준수3)

벨기에 08.11.14 €2만 €10만 ○

브라질 09.3월 R$6만 R$2천만4)

불가리아 08.11.18 LEV4만 LEV10만 ○

크로아티아 09.10.15 KN10만 KN40만 ○

사이프러스 09.07.09 €2만 €10만 ○

체코 08.12.15 €2.5만 €5만 ○

덴마크 08.8월 ○ 10.9.302) 시행일 : 08.10.05

에스토니아 10.09.08 €2만 €5만 ○ EU와 공조

핀란드 08.08.08 €2.5만 €5만 ○ EU지침 준수3)

독일 09.06.30 €2만 €5만 ○5) 09.9.27 EU지침 준수3)

그리스 08.11.07 €2만 €10만 ○6) 11.12.31 EU지침 준수3)

홍콩 08.10.14 ○ 10.12.31 EU지침 준수3)

헝가리 09.5월 Ft 6백만 €5만 ○6)

아이슬란드 08.10.06 €20,887 ○

인도네시아 08.10.13 Rp 1억 Rp 20억 ○

아일랜드 08.09.20 €2만 €10만 ○7) 09.12.31

요르단 08.10.23 ○ 09.12.31

카자흐스탄 08.10.23 70만 텡게 5백만 텡게 ○
12.1월부터 1백만
텡게로 감액 예정

쿠웨이트 08.11.03 ○

라트비아 08.08.18 €2만 €5만 ○

리투아니아 08.08월 €2.2만 €10만 ○ EU지침 준수3)

룩셈부르크 09.01.01 €10만 ○ EU지침 준수3)

말레이시아 08.10.16 ○ 10.12.31

말타 08.08.08 €2만 €10만 ○

몽고 08.11.25 ○ 12.11.25

네델란드 08.08.07 €10만 EU지침 준수3)

뉴질랜드 08.10.12 NZ$1백만 10.10.12

필리핀 09.06.01 25만 페소 50만 페소 ○

폴란드 08.11.28 €2.25만 €5만 ○

<부록 3> 국가별 예금보호한도 증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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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예금보호한도 증액 전액

보호
종료일 비 고

발표일 이전 이후 영구적

포르투갈 08.11월 €2.5만 €10만 ○ 11.12.31 EU지침 준수3)

루마니아 08.10.15 €5만 ○

러시아 08.10.01 RUB 4십만 RUB 7십만 ○

싱가포르 08.10.16 ○ 10.12.31

슬로바키아 08.11.01 €2만 ○ EU지침 준수3)

슬로베니아 08.10.08 ○ 10.12.31 EU와 공조

스페인 08.10.10 €2만 €10만 ○

스웨덴 08.10.06 €2.5만 €5만 ○ EU와 공조

스위스 08.12.20 SFr 3만 SFr 10만 10.12.31

대만 08.10.07 ○ 10.12.31

태국 08.10.28 ○ 11.08.10
12.8.10 50만 바트, 
그 이후부터는 
1백만 바트 보호

우크라이나 08.11.05 UAH 5만 UAH 15만 11.01.01

UAE 08.10월 ○ 11.10.12

영국 08.08.07 ￡3.5만 ￡5만 ○

미국 08.10.03 $10만 $25만9) 14.01.01

주 : 1) 중소기업예금
   2) 2010.1.1일부터 €10만까지 보호
   3) Will comply with EU Directive 2009/14/EC
  4) 6개월~5년 만기 예금만 보호
   5) 독일예금보험기구 부보은행의 개인예금(private savings deposits) 보호
   6) 정부의 정치적 공약으로 무기한 보호
    7) 전액보호 대상 7개 은행 : Allied Irish Bank, Bank of Ireland, Anglo Irish Bank, Irish Life 

and Permanent, Irish Nationwide Building Society, the Educational Building Society, 
Postbank Ireland

    8) 원래 종료일은 09.12.31일이었으나, 10.12.31일로 1년 연장
   9) 이자미지급결제성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당초 시한보다 연장(09.12.31→10.06.30)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0)



참 고

<참고 1> 영국의 Moneymadeclear 

주 : 1)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에서 운영함.
　 2) http://www.moneymadeclear.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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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미국의 MyMoney.gov

주 : 1) FLEC(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에서 운영함.
2) http://205.168.45.52/

<참고 3> 캐나다의 the Money Belt 

주 : 1)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에서 운영함.
2) http://www.themoneybelt.ca/home-accueil-e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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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호주의 Understanding Money

주 : 1) ASIC(the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운영함.
　 2) http://www.understandingmone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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