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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경제전체의 성장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의 하나이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

화에 부합되도록 시장참가자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공적 규제기관의 역할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공적 규제기관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재경부)와 금

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을 수행하는 규제․감독기구(금감위,금감원), 통화정책의 

책임자인 중앙은행(한국은행), 그리고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기구(예금보

험공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규제․감독기구와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안전

망의 각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각자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도

록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협력과 견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한다. 개

별참가자들의 목적 성취가 결국에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

하고 동시에 상호협력과 때로는 견제를 통해 사회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의 목적 및 형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일치된 견해

를 갖고 있지 못하며 그 국가가 처한 경제여건,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 체계도 과거 역사적 경험의 산

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 체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감독

기능과 예금보험기능이 단일기구로 통합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물가안정)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보다는 집중에 따른 효율성 즉, 범위의 경제를 우

선시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안전망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

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나 과거 카드사태와 가계부실화에 따른 상호

저축은행의 부실화 진전 등에서 나타나듯이 권한의 독점은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비

효율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어

느 정도 일단락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금융안전망체계의 운 전반에 대한 문제

점을 살펴보고 이를 재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1996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1998년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별호 설치, 운 되어온 예금자보호기

금이 예금보험기구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예금보험기구의 업무도 단순한 pay-box형태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부실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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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책임 추궁권한 등을 확보하는 등 설립초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

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중요성은 여타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이는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 예금보험제도가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경우가 많아 

중앙은행이나 규제․감독기구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독립기구화에 대한 움직임도 

최근에 와서야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유화와 로벌화의 진전으로 

금융의 불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커진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금융안전망에 있어서 예

금보험제도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

라 금융안전망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예금보험기구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보다 효율

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안전망체계의 의의와 각 참가자들의 역할, 효율적 금융안

전망 구축을 위한 금융안전망 참가자간의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효율적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금융안전망의 역할

1. 금융안전망체계의 의의

금융안정망(financial safety net)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금융시스템 안

정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financial stability)은   금융기관들

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를 말한다

(한국은행, 2003). 따라서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중충화를 통해 시장간의 상호보

완(back-up system)이 이루어져 금융시스템 전체가 일시에 향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시장규율을 확립하여 자율적인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한국

은행, 2002). 이와 더불어 금융안전망참가자들의 공적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

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에 국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시에 대응함으로

1) 최근에 와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2006년 1월기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995년에 비해 2배 증가한 94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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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러한 불안요소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하부구조의 구축과 함께 

금융안전망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안전망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에 처했을 경우 그 향이 타 금융기관에 파생

되지 않도록 단절시킴으로써 금융위기의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Friedman and Schwartz(1965)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위기의 단계는 크게 (1) 경

제환경의 악화, (2) 소수 부실금융기관의 발생, (3)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 

상실과 건전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뱅크런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안전망체계도 지급불능기관의 발생을 사전적으

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금융위기 발생경로의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사전적 조치인 규제․감독기능과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시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즉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의 진

전을 억제하는 사후적 조치의 수단인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보험기능의 세 가지 수

단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김대식 등, 2002). 또한 사전적 조치는 크게 건전성 규제

와 경쟁제한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전성규제는 건전한 경 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금융기관의 경 자가 금융기관의 파산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을 취하도록 금융기

관의 자산, 부채의 선택에 법적, 행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며 유동성비율규제, 자

기자본규제 등이 건전성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에 대해 경쟁제한규제는 금

융기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 파탄의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적

인 경쟁제한규제는 진입 및 업무분야규제, 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

다.2) 한편 사후적 조치는 개별금융기관이 경 파탄에 처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금

융시스템 전반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

족에 따른 건전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대부자기능과 건전성 악화 등

에 따라 발생되는 예금자들의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예금자보호기능이 있다.

공적개입(official intervention)의 필요성에 대해서 Goodhart et al.(1998)은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의 독점적 이익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

는 것이며3) 둘째는 정보의 비대칭요인에 따른 소액거래자의 보호이다. 이는 다시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라 소액거래자가 입는 손실과 금융기관의 부정행위에 의

해 발생하는 손실로 구분된다. 그리고 셋째는 시스템의 안정이다. 즉, 금융기관에 

경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며 또한 이러한 사태가 

2) 그러나 경쟁제한규제는 최근 금융자유화와 국제화의 진전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그 효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는 추세이다.

3) 금융산업은 과점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경쟁도가 타산업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독점

에 따른 소비자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금융산업과 크게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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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금융기관에 까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가장 

중요한 공적개입의 대상은 은행인데 은행에 대해 왜 공적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자(일반채권자)가 은행의 경 상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노력을 기울여도 은행의 내부정보

를 취득하기가 어렵다. 이는 은행자산의 질은 여타 산업에 비해 제3자가 관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예금자 등이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감시활동에는 규모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

에 공적규제기관이 예금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둘째, 은행이 가지는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때문이다. 개

별은행의 유동성 위기나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은 건전한 금융기관에 전염

(contagion)되어 결제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전체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은행의 

예금계약은 전액보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언제든지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해야 하는 조건부계약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은행은 단기부채를 장기자산으로 

전환하는 자산변환기능과 준비금제도로 인해 이러한 예금자의 인출요구가 일시에 

집중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지불할 수 없어 결국 지급불능에 빠지게 된다. 즉, 

일부 은행의 부실로 예금자들이 은행산업 전체에서 일시적으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 건전한 금융기관까지 채무초과에 빠지게 하여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다

는 것이다. 

<표 1>                        금융안전망의 기능 

기  능 주 요   내 용 

1. 업인가 심사기능
신뢰도와 경쟁력이 없는 은행경 자 및 소유주의 시장진입 

차단 

2. 건전성 감독기능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위험추구 예방

3. 인가취소기능 
지급불능사태 이전에 인가를 취소하여 예금자와 채권자의 

손실 방지 

4. 인출사태 예방기능

   (예금보험기능)

인가취소가 늦어져 해당은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명시적 

혹은 암묵적 예금보험으로 인출사태 예방

5. 전염적 연쇄파산 차단

기능(예금보험기능)

은행파산이 이미 발생하 을 경우, 이로 인한 타 은행의 

연쇄파산을 예금보험으로 예방

6. 최종대부자기능
유동성공급을 통하여 건전은행의 지급불능을 막고 급격한 

자산처분에 의한 사회적 손실 최소화

7. 사후충격 최소화기능

연쇄적인 인출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실물경제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준율을 낮추는 등의 통화공급 

조절등의 조치 
자료: 예금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 예금보험공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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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형태는 크게 규제(regulation), 감시(monitoring), 감

독(supervi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는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 역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감시는 규칙의 준수 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의미

하며 감독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행동을 감시하고 만약 금융기관의 행동에 이상

이 감지되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적개입은 금융안전

망 참가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역할분배의 형태는 각국이 처한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르나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역할은 평상시 금융시

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금융안전망 참가자들

은 효율적이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에 대비하

고 시장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

다. 따라서 금융안전망체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하고 만약 금융불안이 확대된 경우에는 조기에 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금융안전망참가자들이 과다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적개입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왜곡된 채 기능하여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안전망체계는 공적 개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

안전망은 유기적인 조직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각 참가자들은 금융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최종대부자기능

금융시스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금융시

스템 안정과 물가안정을 과연 독립적인 관계로 볼 것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를 독립적인 관계로 인식하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의 관점에서 거시금융정책을 수행하며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

에 대해서는 각 금융안전망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적 신뢰가 물가안정 또는 금융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행

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통화안정(monetary stability)과 금융시스템 안정(financial stability)이라는 목

표는 상호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물가안정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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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심해져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은행의 신용중개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중앙은

행의 금융정책 변화에도 미약하게 반응하는 등 금융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은 금융시스템 안정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더

불어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보유하는 것은 정책

의 신뢰성 유지와 중앙은행의 명성(reputation)에 손상을 가져와 이를 분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 중앙은행을 논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해석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서 

신용질서유지 조항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다.4) 그러나 중앙은행이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금융정책운 상 필요한 정보수집활동과 은행의 건전성에 관한 정보수집이 수반되어

야 하며, 이러한 목적하에서 중앙은행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합리

화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이외에도 sunspot적인 

뱅크런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최종대부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개념은 Begehot(1873)5)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

되었는데 Begehot(1873)의 주장은 건전한 금융기관이 유동성 인출로 인해 파산위기

에 직면하 을 경우에는 징벌적인 금리로 담보의 제공범위까지 무한정 자금을 공급

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여신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건전한 은행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적격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이러한 중앙은행의 최

종대부자 여신제공은 19세기말의 유럽, 1930년대의 대공황,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 

등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미국에 있어서는 1987년의 블

랙먼데이(black monday), 1997년의 러시아 금융위기 및 LTCM의 파산 등에 있어서

의 연준 개입이 대표적인 예7)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시 금융시

장을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안정자금을 공급하거나 1999년 대우사태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나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최종대부자기

능을 수행하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실에 의한 유동성 부족과 일시적인 유동성

4) 현행 한국은행법 제 1조는 한국은행의 목적을 韓國銀行을 設立하고 효율적인 通貨信用政策의 수립과 執行을 

통하여 物價安定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로 규정하여 은행, 신

용제도의 건전화, 즉 신용질서유지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목적에서 제외하였다.

5) Bagehot의 최종대부자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신인석(2005)을 참조.

6) 금통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일시적인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에 대해 적격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

다(한국은행법 제 65조).

7) LTCM의 경우 연준이 금융기관에 대해 구제금융을 유도하고 금리인하정책을 실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

복하였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종대부자 여신은 아니다.



- 8 -

부족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대부자기능이 실제적으로는 부실금융기

관에 대한 구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Goodhart et al., 1998).8) 

이는 결국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최종대부자 여신의 실시가 은행의 부

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1980년대 미연준의 최종

대부자여신 남용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에서는 

연준의 자의적인 최종대부자 여신의 실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9) 한편 Freixas 

et al.(2004)는 최종대부자기능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을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며, 위

기시에만 시장금리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3. 규제․감독기능

규제․감독의 목적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자기자본규제이다. 자기

자본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대상

이 되며 대상금융기관은 자본금의 증액을 요구받거나 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다. 이러한 자기자본비율은 예금보험의 경제적 가치와 반비례한다. 즉 자기자본비율

이 낮아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 되면 이에 따라 예금보험의 경

제적 가치도 상승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BIS자기자본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도입된 자기자본규

제는 규제기준치를 정수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방식(gearing ratio)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자본규제는 은행이 위험부담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규제상의 자기자본비율은 변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규

8) 1991년의 미의회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대말 연준의 재할인 창구를 통하여 긴급신용(emergency credit)을 

받았던 418개 은행중 약 90%가 결국 도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은행들의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

문이며,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지원 대상 은행의 주된 감독당국(primary regulatory agency)이나 연준 의장이 해당 은행의 생존가능성을 서

면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자본 수준이 심각히 미흡

(critically undercapitalized)으로 분류되는 은행에 대한 대출로 인해 FDIC가 손실을 입을 경우에 있어서 연

준은 대출에 대한 담보설정액 만큼을 FDIC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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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1988년 도입된 BIS자기자본규제(BaselⅠ)에는 위험조정 적

정자본금규제(risk-related capital adequacy)방식이 채택되었다. 위험조정 적정자본

금규제방식은 은행의 자산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치를 설

정하여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자기자본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두었다. 그 이후 

1997년 시장위험을 추가하여 자기자본의 위험민감도를 높이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근본적으로 BIS자기자본규제가 국제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단순화되어 변화하는 금

융환경에 따른 은행의 위험추구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 BaselⅡ가 발표되었다. 

BaselⅡ는 자기자본규제의 정 화, 감독상의 검증, 시장규율의 강화 등 3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3축이 균형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10) 먼저 자기자본규

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은행보유자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계측을 보다 정 화하 고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더하여 업무상의 사고, 부정행위 등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을 고려한 운 위험을 추가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도록 하 다. 위험을 측

정함에 있어서 표준모형과 은행자체의 내부모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BaselⅠ에 비해 자

산의 특성이 자기자본비율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 은행이 내부위험

관리정보를 이용하는 위험측정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여 은행 자신으로 하여

금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다. 다만 이를 감독당국이 검증하도록 

하여 은행이 자의적으로 위험측정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부터의 감시기능을 확충하여 은행이 위험측정방법 

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평가를 받도록 

하 다. 

이러한 BaselⅡ는 은행이 신용위험에 더욱 민감해져 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은행의 위험관리체제가 미흡하거나 시장규율이 제대

로 작동되지 않는 금융환경에서는 오히려 감독당국의 재량적 요소를 확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규율의 활성화, 리스크관리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자의성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BaselⅡ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BaselⅡ의 도입은 급

변하는 금융시장과 은행의 위험관리수법의 고도화로 더 이상 감독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향후 금융기관의 내부적 규율

10) Basel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BIS협약 도입 추진 현황  , 금감원, 200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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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규율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reenspan(1998)은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향후 자기자본규제의 적용에 있

어서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형

태는 금융안전망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시장참가자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시장이 가리키는 움직임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규제

의 기준치는 금융안전망의 존재가 은행의 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별 은행의 위

험부담과 활동내용을 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기

술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은 항상 감독기술의 향상을 필요로 하며 

은행이 개발, 이용하는 최신 위험관리수법을 적용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분석도구

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후보군은 불명확하지만 단순한 위험가중치

에 의한 분석을 대체할 수단을 찾는 것이외의 방법은 없다. 은행자신의 정책, 행동, 

기술을 규제수법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시장에 가까운 유인체제를 확립하

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자기자본규제나 은행에 대한 검사는 만일 이러한 

것이 최적의 형태로 구축되었다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을 지탱하는 이차적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감독이나 규제는 거래상대에 대한 은행자신의 심사나 시장규

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유인체제의 대상범위를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질과 양측면에서 충실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전경  규제감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적기시정

조치제도는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수준을 포함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단계별기준을 

정해 놓고 해당기관의 건전성이 이 기준에 저촉이 될 때는 각 단계별로 감독당국이 

사전에 명시된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의 

장점은 첫째, 감독기구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경우에 경 자들은 외부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경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건전성유지의 유인을 제

공한다. 둘째로는 단계별 조치를 강구 하는 것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

화되기 전에 적절한 회생조치를 강제화 함으로써 지급불능 과 그에 따른 손실을 억

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감독행정의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

다. 객관적인 기준 명시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사전에 명문화하고 강제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이로 인

해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regulatory forbearance), 감독당사자의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정치가들의 정치적 포획(political capture) 등의 대리인 문제에 

따른 손실 확대와 문제의 은폐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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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보험기능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이 아니라 예금지급에 대한 보증(guarantee)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제도의 존재로 인해 뱅크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뱅크런의 현상을 제기

한 Diamond and Dybvig(1983)에 따르면 뱅크런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예금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이며 은행의 본질과 무관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sunspot

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Jacklin and Battacharya(1988), Chari and 

Jagannathan(1988)은 뱅크런은 장래 수익성과 기대의 변화에 따른 예금자들의 이성

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Chari and Jagannathan(1988)은 예금자가 다른 예금자

들의 과다한 예금인출을 사전에 알거나 은행의 경 상태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뱅크런은 부정적인 은

행 경 상태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11)이 예금보험제도이라는 것이다. 

둘째, 예금보험제도는 최종대부자기능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효과가 있

다. 즉, 지급불능은행의 발생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단절하기 때문에 일시

적 유동성제공으로 최종대부자기능을 제한시키는 근거가 된다(Mussa, 1986). 동시

에 파산은행의 재조직 및 흡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은 이를 위해 조달된 예금보험

기금을 활용함으로서 지급불능은행에 까지 유동성공급을 확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부담에 대한 논란이 필요 없어지고 최종대부자기능 만으로는 부실은행에 

대한 Bagehot의 원리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능이 최종대부자기능과 독립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

자의 동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지는데 완벽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무한정

의 기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금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예금자가 손실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축적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경우

는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최종대부자기능이 금융위기의 발생 등의 극한

상황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12) 

세째, 예금보험의 존재는 규모가 다른 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할 수 있

11) 예금보험제도이외에도 뱅크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지급정지(suspension of convertibility)와 은행의 자산

변환기능을 제한하는 네로우뱅크(narrow bank)제도 등이 있다.

12) Benston 등(1986), Schwartz(1987), Goodfriend(1990)



- 12 -

다. 대형기관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평가되고 문제발생시 정부의 개입 가능성

이 소형기관에 비해 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 상대적으로 소형 금융기관이 본

질과 관계없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소형금융기

관에 대한 안전망으로 작용하여 경쟁여건을 개선시킨다(Mussa, 1986).  

네째, 예금보험은 금융위기발생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쟁적 금융시장을 통해 효율성제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의 도산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정책당국이 자율화추진과정에서 

지급불능은행의 발생이 전체기관의 신뢰도저하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우려하게 되면 부실은행을 보호해야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를 두려워하는 정책당국은 자율화의 추진속도를 확신이 있을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늦추려는 경향을 띄게 되어 자율화, 경쟁, 국제경쟁력강화 수순의 발전은 늦어질 것

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이 존재하면 은행의 부실이 전체은행의 신뢰도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거하여 독립된 사건으로 끝나게 되며, 예금보험기금과 전문성의 도움으

로 부실은행의 청산 또는 건전한 은행에 의한 흡수합병 등의 순조로운 시장탈퇴여

건을 조성함으로서 은행의 도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실은행의 처리에 과거와 같은 특혜금융 논란 등이 제

거됨으로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도산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예금보험의 존재로 최소화 되는 경우 규제당국은 일반적 은행규제

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한국은행, 1988) 과감한 자율화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의 창의적 경 과 효율성제고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융자율화가 진전될 때 금융불안요인의 제거방안으로서 

예금보험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예금보험의 도입이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규제와 보호에 의해 안전성을 유지해온 체제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금

융환경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13) 

시장기능의 실패 가능성과 최종대부자기능의 한계성으로 인해 필요한 예금보험이 

뱅크런의 가능성을 억제하며 부실은행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모든 사회제도가 그렇듯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금보험의 존재는 예금자의 은행경 감시 동기를 제거하여 은행이 전반적으로 위

험성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자연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예금보험제도

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14) 문제는 부실가능성이 큰 한계은행의 

13) 정운찬 외(1992)

14) 은행이 투자의 순현재가치(NPV)를 최대화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위험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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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더욱 강하게 작용15)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뱅크런

에 대한 유인요소를 제거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제거함으로서 은행안정성을 도

모하고자 하는 예금보험제도가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은행산업의 위험수준을 높

이는 환경을 제공하여 은행의 안전성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역기능의 억제방안으로 보호

한도 및 보호상품을 제한함으로써 비보호예금자 등을 통한 시장규율이 기능하도록 

하거나 차등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위험추구에 따른 이익을 보험료로 흡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5. 금융안전망 참여주체간의 견제와 균형

금융안전망 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이 사

회적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비용으로 

참가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무, 정보공유체계 등을 

포함한 금융안전망 체계를 고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안전망 참가자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간 마찰과 이행상충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다. 따라서 각 금융안전망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한 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독점함에 따라 초래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억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정보는 규제․감독당국에 의해 생산되어

지는데, 따라서 금융안전망 참가자들간의 견제와 균형도 규제․감독당국과의 정보

의 비대칭성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금융감독 통합화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감독권16)의 독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단일기구가 감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감독기구의 

운 비용의 감소와 직결된다. 규제․감독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

의 경제성을 통해 규제․감독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감독

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 금융안전망 참가자들간의 책임 전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FDIC(1983), FHLBB(1983), Kane(1985), Herring and Vankdure (1987), Barth(1991), White (1991), 

Mckenzie, Cole, and Brown (1992)등 참조.

16) 여기서 금융감독은 규제(regulation)를 포함한 감시(monitoring)와 감독(supervision)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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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 독점의 비효율성과 관련해서 금융감독기능의 집중화에 따른 거대

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 독점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독점적인 권한이 지속되면 감독기구가 비대화되고 그에 따

라 감독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감독기구의 비

대화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혁신을 저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규제감독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금융안전망 참가

자들의 목적에 따라 각기 목적에 부합되는 감독기능을 갖는 방법이 있다. 즉, 모든 

금융안전망 참가자가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보유하는 통합된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되,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의 

목적과 관련된 일부 감독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안전망 참가자가 감독권한을 보

유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즉,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 등 금융안전

망 참가자가 각자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감독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따른 은행의 부실은 신속한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 지원이 필요

하므로 최종대부자 기능은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담당해

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유동성 지원에는 책임이 따르며 책임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

은행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부실우려기관에 대한 감시에서 최종 사후처리까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규제․감독당국이 정치적인 이

유로 또는 금융건전성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이유로 부실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부실우려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다. 한편 부실로 인한 기금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기구는 부실 또는 부실우

려 금융기관을 신속히 처리해 잠재손실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으므로 규제․

감독보다는 예금보험기구가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이 사회

적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7) 이처럼 목적에 따른 일부 감

독권한의 중첩은 중복감독과 그에 따른 운 비용 및 규제준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나 각 금융안전망 참가자가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

라 기인하는 비용의 발생을 고려하면 총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일부 감독기능의 상호보유와 더불어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기관의 권력은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창출되며 이러한 정보의 독점이 결국에는 사회적 비효용의 발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안전망 참가자들간의 효율적인 견제는 정보의 공유

17) 이러한 일부 감독기능의 분배는 규제․감독기구가 전체적인 감독을 책임지며 일부 감독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중층적 감독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 15 -

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

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시스템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

1)시스템위기에 대한 정의

전세계적으로 시스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

렵다. Kaufman(2000)은 시스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국내 경제 혹은 제도 전

체에 동시에 역효과를 나타내는 커다란 충격으로 규정한다. 즉, 시스템 위기는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제도 전체에 향을 미치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의미

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전달 과정의 붕괴로 인해 발생된다. 두 번째 해석은 타부

분으로의 전염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IS는 시스템 위기에 대해 “참여자의 계

약상 의무 이행의 실패로 인해 다른 참여자마저 실패하도록 하여 광범위하게 금융

위험을 겪도록 하는 연쇄반응” 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 적을수록, 차입이 많을수록, 그 가능성을 커지게 되고 여타 건전 금융기관의 손

실도 증가하게 된다. 시스템 위기의 세 번째 정의는 시스템의 유사성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행동과 관계된다. 즉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에 직면한 시장참가자

는 그와 유사한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위험의 가능성

을 인식하여 이에 대처하게 되고(common shock) 결국 이는 시스템위기로 확산된

다. 따라서 시스템 위기는 외부충격의 정도, 결제시스템의 위기 정도, 유사 업종에 

대한 향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 실패에 따른 위기와 시스템위기를 엄 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동일업종의 경우에도 외부충격이 미치는 정도가 다르고 

부실금융기관과의 거래정도에 의해서도 그 향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정책당국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시스템 위기에 대해 

경제상황이나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악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최소비용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시스템 위기로 정의하고18)  FDIC 이사회의 2/3 찬성과 

FRB 이사회의 2/3 찬성을 거친 후 재무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원에서도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

18) 미국연방예금보험법 제13조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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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스템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부실금융기관 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 안정을 크게 저해한다고 예금보

험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최소비용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예외에 대한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상

에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사이에 공통적으로 이를 시스템 위기로 인

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안전망 참가

자들간에 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위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재경부차관, 금

감위부위원장, 한은부총재로 구성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예금보험공

사사장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일반적인 정책협의뿐만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 시스

템 위기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재경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재경부장

관은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한다. 또한 협의체의 합의를 통해 자금지원 형태, 

손실 부담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이 공동

으로 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시스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앞에서 언급한 사전적인 시스템위기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금융안전

망 참가자들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시스템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시스템위기의 원인에 대

해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에 의한 것인지,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위기의 원인이 금융기관의 부실에 기인된 

것이라 판단되면 금융안전망 참가자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

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스템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스템위기에 대한 정책수단은 크게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전액예금보호제도로의 

전환, 규제유예,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자본확충, 정리회수기구의 설치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Honohan and klingebiel, 2000) 이러한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Honohan and klingebiel(2000)은 먼저 재정적 부담의 증가여부를 분석하 는데 무

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전액예금보호제도 실시, 규제유예는 재정적 부담을 증대시키

는 반면,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자본확충, 정리회수기구의 설치는 재정적 부담 증대

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nohan and klingebiel(2000)은 이러

한 정책들이 경제회복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 는데 무제

한적인 유동성 공급은 이러한 정책이 단독으로 실시될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정책당국이 금융기관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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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한 자금지원만을 실시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업을 계속하게 되어 오히려 실물경제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타 정책수단은 경제성장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위기 발생

에 따른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감독기

구는 시스템위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규제․감독기구가 

시스템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규제․감독업무와 시스템위

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이익상반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규

제․감독기구는 감독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구조조정 및 금융시

스템 재생의 역할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가 수행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

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일시적 유동

성 부족이 아닌 금융기관 부실에 의해 발생한 시스템위기에 있어서는 그 역할 이 

제한적이다. 즉 중앙은행이 시스템위기의 해결을 담당하게 되면 부실금융기관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스템위기에 대한 정책입안은 정부가 담당하는 한편, 금융기

관에 대한 구조조정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하거나 예금보험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부실로 인한 시스템

위기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Ⅲ.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예금보험제도의 실제

2000년대 이후 예금보험제도 표준안(Garcia, 2001), 예금보험에 대한 국제지침

(Guidance for Developing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2001) 등이 연이

어 발표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

한 논의는 각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의 모범안을 마련하려

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예금보험기구

의 직무와 보호대상 및 범위, 자금조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파산 금융

기관에 대한 처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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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목적

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액예금자의 보호

이다. 한편 Garcia(1996)는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1)부보예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이전하는 시스템을 통해 소액예금자를 보호, (2)엄격하고 신속하게 

은행의 부실을 처리하고 연쇄적인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부실은행 정리제도를 마

련하여 공공의 신뢰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 (3)저축과 경제성장의 촉진, (4)소형

은행과 신설은행이 대형 혹은 정부소유 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

성, (5)평상시 은행그룹 혹은 개별은행이 부실할 경우 정부가 감당하는 손실의 범위

를 확정, (6)은행이 타 부실은행의 정리에 기여하도록 요구 등의 6가지를 들고 있

다. 결국,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은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고 명확한 퇴출조건을 가진 유

인구조(incentive structure)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가 전제되어야 하며 예금보험기구가 유동성 부족 등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대비

하여 자금지원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예금보험기구의 직무, 보호대상 및 한도

먼저 예금보험제도의 직무는 단순히 pay-box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의 직무에서

부터 “위험최소화”의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 광의의 직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나 중요한 것은 설정된 직무에 부합하는 권한과 책임을 예금보험기구에 부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예금보험기구의 직무가 위험최소화로 규정되면 이의 효

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예금보험의 가입과 퇴출, 위험의 평가 및 조정, 금융기관 검

사 등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금융기관의 경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정보보유기관과의 정보교환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법률 또는 양해각서

(MOU)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교환체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다음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부실금융기관만이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예금보험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

화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고, 국내은행과 동일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예금보험기

금의 조달 기반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부보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유사예금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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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고, 은행과 동일한 건전성감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은행금

융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데다, 은행감독기구와 감독

기구가 분리되어 있어 상이한 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보호한도는 도덕적 해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은

행별로 계좌기준이 아닌 예금자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보험

(coinsurance)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는 한편, 거액예금자들에게

는 은행경 을 감시하는 유인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3) 자금조달

자금조달방법의 선택과 관계없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금융시스템 위기에 해결을 목적으로 한 

자금지원에 대해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금조달의 방법은 

크게 사전적인 조달방식과 사후적인 조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후적인 조

달방식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 한해 기금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부보대상 금융

기관의 상호감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반대로,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업을 지속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반면, 사전적인 조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시 즉시 보험금을 지불할 수가 있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쉬우며, 경기순환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징수함에 따라 

전반적인 보험료가 표준화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MF(Garcia, 

2000)에서는 금융기관 문제 처리에 있어서 유연성의 확보와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정수준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정상상태에서 금융기

관 파산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

는 2개정도의 중형은행이나 1개정도의 대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설정한다.19) 실제적으로 많은 예금보험제도는 사전적인 조달방식과 사후적인 조

달방식을 결합하여 운 되고 있다. 즉, 사전적인 조달방식을 원칙으로 사후적 부과

금, 정부에 의한 신용공여 등 사후적인 조달방식을 결합함으로써 기금부족시 초래

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우발적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증을 전제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는 기본적으

19) 대형은행의 파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따라서 이러한 경

우에는 시스템 위기로 인식하여야 한다(Garc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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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래의 보험료수입이나 자산매각 등에 따른 회수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4) 도덕적 해이의 방지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 결과 금융기관은 이

로 인해 본래 지불하여할 위험프리미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유한

책임하에서는 경 상태 악화시 보다 위험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유인을 갖

게 된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병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방법이 활용된다.   각 금융기관의 건전한 기업지배구

조와 위험관리  ,   비부보예금자 및 기타 채권자에 의한 효율적인 시장규율의 확

립  ,   강력한 건전성규제 및 감독 규율의 작동 및 법적 장치의 마련  등이 그것

이다.   각 금융기관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위험관리  는 금융기관 경 자(주주)

에 대한 내부통제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규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

부통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는 내부관리와 감사, 업적의 평가, 유인부합적인 보

수체계의 수립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은 때로는 경

쟁압력이나 경 상황의 악화 등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경 자의 위험추구 행동을 억제할 대체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건

전한 지배구조의 수립과 더불어 효율적인 시장규율 및 규제규율을 통해 적절한 유

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비부보예금자 및 기타 채권자에 의한 효율적인 시장규율의 확립  은 

주주, 채권자(예금자 포함) 등 이해당사자들이 금융기관의 과다한 위험추구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예금의 인출, 보유주식 및 채권의 매각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다한 위험

추구 유인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규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금융기관의 이해당사자가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에 대한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건전성규제 및 감독 규율의 작동 및 법적 장치의 마련  은 규제에 의한 

규율과 감독에 의한 규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제에 의한 규율은 설립인가 및 취

소, 자기자본규제, 경 진의 자격요건,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위험관리 기준 

등이 포함되며 감독에 의한 규율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통해 안전성, 건전성 

및 법령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문제 발생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예금보험제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유인제도로서는 보호대상 및 

보호한도의 제한, 공동보험(coinsurance), 예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차등보험료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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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들 수 있다. 

5) 파산금융기관에 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은 예금보험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리비용을 절감시키

며, 은행파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기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정리비

용 및 시장교란요인을 최소화하며, 자산회수를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채권

채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태만이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법

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는 대마불사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하며 파산처리방식에는 보험금지급(deposit payment), P&A거래, 개방형지원

(open- bank assistance) 등이 있다. 한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예금자에게 보험금 

지급시기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예금보험기구는 예금

기록의 조작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

해 은행이 폐쇄되기 이전에 예금관련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6)자기평가법의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지침에서는 예금보험제도의 설계, 실행,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6단계 “자기평가법(self assessment methodology)”을 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Guidance for Developing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2001). 자기평가법의 6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정책

목적의 설정), ② 경제적 여건, 금융․재정정책, 은행시스템의 상황과 구조, 국민의 

태도와 기대,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 등에 대한 상황분석을 실행하며(상황분석), 

③ 상황분석에 기초하여 정책목표를 재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검증), ④ 검증이 종료된 후 예금보험제도의 운 과 제도이행 과정에 필

요한 목표, 우선 순위, 시간 계획, 의사소통 전략 등을 수립하고(전략적 행동계획), 

⑤ 예금보험제도의 운 을 위하여 원활한 기업지배구조, 예산확보, 기금조달, 정보

접근의 문제 등 시행시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며(실행단계), ⑥ 예금보험제도

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 한다.(지속적인 평가 및 검증) 

이러한 자가평가법에 따라 상황평가를 마친 후,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구조를 설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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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평가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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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uidance for Developing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FSF, 2001

한편, Blinder and Wescott(2001)는 FDIC의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원리를 1)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 2) 은행에 대한 뱅크런의 

방지, 3) 미시적 관점에서 시장기능 왜곡의 최소화, 4) 은행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으

로서의 역할 방지, 5) 납세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6) 소액예금자의 감시부담 축소, 

7) 임의적인 제도변경의 제한20)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들이 예금보험제도를 신뢰하고 그 결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뱅크런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금자의 신뢰 획득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금융기관 파산시 발생하는 예금자들의 손실의 최

소화 여부와 직결된다(FSF, 2001). 예금보호제도에 따른 비용은 크게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직접비용과 예금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유인구

조에 대한 향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 등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처리비용을 최

소화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억제하며 이와 더불어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도덕

적 해이 및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

적 해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업

권간 보험료율도 금융통합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의 책정은 금융업권의 

예상손실률과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이라는 경제적 효율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0)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이를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러한 행동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또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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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기관 파산시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파산

에 대한 처리비용은 동업종의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부담이 금융기관의 재정적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 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둘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원칙을 확립하여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금융기관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고 중소형금융기관

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파산처리방식 결정에 있어서 예

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의 규제유예나 

정치권 등의 정치적 포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처리방식이 결정되는 등의 자의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위기 등을 이유로 최소비용원칙을 배제할 경우에 있어

서는 그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Ⅳ.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980년대 금융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확대되어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1991년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방지

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 다. 

FDICIA는 단순히 예금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스템 위기를 최

소화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FDICIA의 일차적 목적은 1980년대에 나타

난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유예 등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은행간 신용제한, FDIC에 의한 최종

자금결제21)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먼저 FDICIA는 예금보험공사의 

목적을 기금손실의 최소화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기

시정조치, 최소비용원칙, 목표기금제, 차등보험제도 등을 도입하 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여신남용에 따른 기금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최종대부자 여

신규제를 실시하 다. 이처럼 예금보험제도의 정책목적이 명확히 함에 따라 사전적

21) 은행간 신용제한은 자기자본이 적정수준(adequately capitalized)을 미달한 경우 은행의 총위험한도를 상대

은행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며, FDIC에 의한 최종자금결제는 비부보예금자 및 무담보 채권자

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FDIC가 파산은행의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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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차등보험제도와 목표기금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

에, 사후적으로는 적기시정조치와 최소비용원칙의 적용으로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1996년 출범한 직후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적자금지원의 주체로서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 후 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계

기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평상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구조조정기금과 신예금보험기금을 분리하여 과거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으로 충당하며 향후 발생하는 금융기

관 부실에 대해서는 신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 다. 그러나 2002년 이

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의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기금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확대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예금보험기금 부족에 따른 문제는 단지 일부 

금융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며 적정수준의 기금이 적립되기 이전에는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성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예

금보험기금의 부족은 결국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타업종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손실 최소화의 관점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

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2>                    예금보험기금 현황(2005년 말)
(단위: 억원)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종금 저축은행 계

기금규모 8,823 5,153 1,724 942 93
67

(△9,492)
16,802

연간 보험료 4,869 3,109 628 300 15 974 9,895

기관수 57(39) 22(10) 20(6) 53(15) 2 111 265(69)

주: 1) ( )는 외국계 기관수임. 
 2) 저축은행의 ( )는 차입금포함 실질자금부족액

22)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신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시 재원확보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예금보험기

능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 및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부분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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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

1)목표기금제의 실시

예금보험기금의 확보는 예금보험제도의 유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예금보험기금의 부족은 감독당국의 규제유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안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손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예금보험기금 체제

의 출범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확보와 

건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부실 부보금융기관은 적시에 정리, 

퇴출함으로써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필요시 차입, 신용

공여, 후선자금 등의 공급 등을 명문화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정수준의 기금 보유는 문제 발생시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이 시스템 위기를 제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정 기금

규모를 설정․제시하고 기금의 적립수준과 예금보험료 부과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현재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

성 제고 등을 위해 동 제도를 도입․운  중이다.23) 목표기금제하에서는 목표적립

시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목표적립 이후에는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보

험사고 발생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

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목표기금의 적립수준은 부보대상금융기관의 위험도와 더불어 이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함상문, 2004). 또한 

목표기금 설정시에는 기금의 운용비용과 함께 평상시에 발생하는 평균적인 기대손

실(expected loss)과 더불어 미래의 예상치 못한 손실(unexpected loss)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금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위

험으로 인한 예외적인 손실은 예금보험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으

로 기금손실의 확률분포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작업이며 따라서 목표기금

은 기금의 기대치를 고려한 엄 한 기금규모이기 보다는 준거(anchor)로서의 성격

을 갖게 된다(한국금융학회, 2004).

23) 사전적 기금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58개국 중에서 29개국이 목표기금제를 운 , Garci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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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목표기금제 도입․운 국 현황

국 가 목표기금규모

<유럽 : 19개국>

1 스웨덴 총예금의 2.5%

2 스페인 예금의 1%

3 노르웨이 예금의 1.5% + 위험조정자산의 0.5%

4 독일 대출금의 3%

5 이탈리아 운 비용을 위해 보호금액의 0.4∼0.8%

6 벨기에 부보예금의 0.5%

7 불가리아 총예금의 5%

8 크로아티아 부보예금의 5%

9 덴마크 30억 DKK

10 에스토니아 부보예금의 3%

11 핀란드 부보예금의 2%

12 그리스 합리적인 수준

13 헝가리 비공식적으로 부보예금의 1.5%

14 마케도니아 부보예금의 5%까지

15 폴란드 예금의 0.4%

16 루마니아 개인예금의 10%

17 슬로바키아 부보예금의 1.5%

18 리투아니아 저축은행 제도에 있음

19 국 운 경비를 위해 5백만∼6백만 파운드

<북미/남미 : 6개국>

20 미국 부보예금의 1.25%

21 아르헨티나 총예금의 5%

22 브라질 부보예금의 5%까지

23 에콰도르 부보예금의 50%

24 과테말라 보호예금의 10%

25 온두라스 예금의 5%

<아시아 : 2개국>

26 대만 부보예금의 5%까지

27 카자흐스탄 500만 T

홍콩 부보예금의 0.268%

<아프리카 : 2개국>

28 케냐 부보예금의 20%

29 탄자니아 총예금의 3%

자료: Garcia(2000)

주: 추가적으로 홍콩의 경우 2003년부터 목표기금제의 본격적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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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등보험제도의 도입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행 고정보험료

율 방식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부보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

는 도덕적 해이를 나타낼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없으며 또한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

관이 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역선

택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됨으로써 이

는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띄게 되어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

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납세자의 부

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Kareken and Wallace(1978)는 고정보험제도하에서는 은행

의 자산구성은 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위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 다. 이에 반해 차등보험료율 방식은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와 연관되어 보

험료가 결정되므로 고위험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수익과 혜

택이 위험을 반 한 보험비용으로 상쇄되어 이러한 유인문제가 약화될 수 있다(한

국금융연구원, 2002). 또한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보금융기관간 공평한 비용부담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 

그러나 차등보험료율 제도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기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정한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곤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구조를 왜곡시켜 시장의 실패를 가

져온다. Chen et al.(1992)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한 예금보험료

율 책정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은행의 자산선택 시

점과 예금보험료 부과시점과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을 정확히 반

하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은행이 위험추구를 선

택하여도 보험료는 이를 즉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위험추구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예방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실을 심각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부실화의 진전은 결국 외부효과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위

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등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건전성에서 차이가 크

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보완점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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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차등보험료율제도 현황

미 국 캐나다 스웨덴

대상기관 은행, 저축기관 은행, 신탁․여신회사 은행, 증권사

도입시기 1992 1999 1996

차등지표 자기자본비율, CAMELS 계량 및 비계량지표 자기자본비율

보 험 료

산정기준

자본등급
1)
 및 감독등급

2)
별 

차등화

지표별 평가점수별로 

차등화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계량모형 평가결과로 

차등화

보 험 료

구 분
감독등급

그룹 점수 요율 구 분 요율
A B C

자

본

등

급

1 0.00%
0.03

%
0.17%

1 80이상 0.0417%
양 호 0.4%

2 65∼80 0.0833%

2 0.03%
0.10

%
0.24% 3 50∼65 0.1667%

불 량 0.6%

3 0.10%
0.24

%
0.27% 4 50미만 0.3333%

주: 1) 1등급 well capitalized, 2등급 adequately capitalized, 3등급 undercapitalized

    2) A등급 CAMELS 2등급이상, B등급 CAMELS 3등급, C등급 CAMELS 4등급이하

3) 위험관리기능의 확보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국제화․자유화․대형화․증권화 등이 진전되면서 그 

변동성(volatility)이 커지는 대내외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의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기구는 기본적

으로 감독원리 대신에 가격변수(price variable)를 통한 보험원리 방식으로 부보금융

기관을 규율하기 때문에 보험원리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위험이 커지면 올리고 낮

아지면 내리게 되므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보험사고위험평가는 예

보의 기본업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평가는 부보금융기

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현장점검은 예금보험기구가 객관

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는 부보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검

토분석하고, 필요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고위험의 발생가능성을 판

단하는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금보험기구가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어 결국 이는 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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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보험사고위험 감축을 위한 보험원리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

야 한다. 

<그림 2>        금융감독기능과 한은․예보의 위험관리기능 비교

정상적인 단계

⇒

부실초기 단계

⇒

부실정리 단계

◦ 금감원 주도의 
   위험관리

◦ 한은․예보의 
제한적 위험관리 

(부실예방)

◦ 예보 주도의 신속한 
정리

 (최소비용원칙)

◦ 한은․예보의 최소

한의 사전위험관리 
(부실예방)

◦ 예보․금감위(원)간

의 긴 한 협조하에
 적기시정조치 발동

◦ 금감원․예보간의

   사후 방지대책 마련
 (Feedback)

◦ 정보공유․
   협의 강화

◦ 정보공유․
   협의 강화

◦ 정보공유․
   협조 지속

그러나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과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기능은 근본

적으로 다르다. 먼저 목적상 차이를 보면, 금융감독기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예금보험기구는 소액예금자 보호

와 최소비용에 의한 기금의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대상 및 시

기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금융감독기구는 모든 금융기관의 본지점에 대하여 모든 

서류․장표를 규칙적으로 검사하여 업행위(conduct of business)의 적법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으나, 예금보험기구는 부보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에 제출한 자료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업행위가 손익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는데 있다. 조치상의 차이도 명확히 구분된다. 즉 금융감독기구는 공권력에 의한 

위법․위규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해당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신분

상의 제재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사고위험요소 감축 및 

기금의 손실최소화를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데 있

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의 위험관리기능은 금감원의 검사기능과 근본적으로 차이

가 있으므로 금감원의 검사권을 침해하거나 상충 내지 중복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위험관리기능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은 앞서 지적한 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공

유협의회, 금감원앞 자료제출 요구 등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

독당국과 예금보험기구의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

법｣에 금감원앞 자료제공 요구, 공동검사, 조치요구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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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실제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즉, 자료제공 요구에 대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적기 입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일부 자료의 경우 제공에 소극적이므로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기관의 위험평

가를 위한 시사성 있는 경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한 측면

이 있다.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시장참여자로서 부보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 결과에 대한 

컨설팅 차원에서 건전경 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위험감축을 통한 

기금의 손실최소화를 기하는데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구의 위험감시기능은 오히려 보

험사고위험 감축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사후

적․교정적 검사기능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의 시정조치대

상은 아니나 부적절한 경 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노출된 위험을 감축토록 함으로써 

금융안전망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정리제도 개선을 통한 기금손실 최소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으나 공적자금의 손실 및 상환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상환우려를 불식하고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갈된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복원하여 예금보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하 다. 동 대책에 따라 기존의 금융구조조정 관련 기금과 향후 예금보험업무

를 담당할 기금이 분리되면서 2003년부터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사고 등에 대

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기금이 새롭게 적립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2년 이후에도 상호저축은행

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면

서 신기금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 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이 적자상태에 봉착하

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업계전망이 불투명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부실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기금 손실은 부실저축은행이 많이 발생하

면서 증가하게 되고 고비용․저효율 정리제도에 의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가 신뢰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

금손실 확대의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신기금 손실 최소화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실 저축은행이 증가하고 그와 관련한 정리

비용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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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변동 현황
(단위 : %)

금융기관명
1)

금감원 검사결과 BIS비율 비교

업정지일
검사전

(A)

검사후

(B)

차이

(A–B)

김천상호저축은행 ’03. 3.20 9.80 △37.40 47.20

한나라상호저축은행
2)

’04. 2.17 1.41 △14.27 15.68

한마음상호저축은행2) ’04. 9.20 8.56 △3.54 12.10

아림상호저축은행
2)

’04.12.16 14.84 △1.96 16.80

한중상호저축은행 ’05. 1.14 1.19 △39.73 40.92

플러스상호저축은행 ’05. 1.28 3.00 △5.55 8.55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2)

’05. 7.22 5.75 △17.91 23.66

평 균 - 6.36 △17.19 23.55

주: 1) 2003년 이후 업정지 저축은행

 2)경 개선권고․요구 과정 없이 경 개선명령 및 업정지

첫째,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가계 및 중

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 열악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위험관리시스템 등으

로 인하여 건전성 악화 및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회계적 투

명성 미흡으로 재무상태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철저하고 상시적인 검사가 요구되지만 검사인력의 부족 등

으로 검사를 자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위하는 은행 등에 비

해 오히려 완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가 초래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발

동에서 경 개선권고, 요구, 명령은 은행의 경우 각각 BIS비율이 8%, 6%, 2% 미만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5%, 3%, 1%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의 경우 정상 및 요주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

금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산건전성을 연체기간, 적자, 부도발생, 부실징후 등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고

정으로 분류하는 연체기간 기준도 6개월로 은행의 3개월에 비해 관대하다. 이에 따

라 저축은행에 대해 현행 기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후 실사 결과, 실제 부실은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24) 

둘째는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가능성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시감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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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절한 감독조치 부과가 지체되어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거나 부실

이 확대되는 등 감독당국의 규제유예로 인한 부실의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 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으로 적

기시정조치를 도입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유예권

을 부여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적기시정조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최대 경제적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업정지 여부

마저도 업정지 2-3일 전에야 통보받아 급박하게 정리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경제적 이해당사자인 예금보험

공사가 부실 확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

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융감독기

구가 정리권한을 갖고 예금보험기구는 단지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저해하고 최종적인 

부실 규모를 증대시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

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유인을 제어하고 실효성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용

을 통해 부실심화를 차단하고 정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기시정조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기시

정조치 발동여부, 발동 시점, 방식 등에 대해 미리 예금보험기구와 협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있어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기구간 사전협

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한다던가, 업정지 전 경 개선계획 등의 

사전심의에 있어 예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처럼 양

기관간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수준 등에 대한 재검토와 협의를 통해 부실 확률이 높

고 정리비용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오히려 완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실

이 확대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감독유예 등 기존 감

24) 유형자본비율 2% 이하인 경우 90일 이내에 자본을 확충하거나 건전한 금융기관등과 합병하지 않을 경우 즉

시 폐쇄 조치. 0%가 아닌 2%로 폐쇄 기준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i) 금융기관의 많은 종류의 자산가치

는 불투명하고 평가가 난이하며 ii) 부실금융기관은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할 유인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다수라는 점, iii) 따라서 0%보다 약간 상향된 2% 기준은 시장가치에서 실질적 지급불능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iv) 부실금융기관이 합병등과 같이 민간부문을 통해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Kaufman(2002) p.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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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제도의 폐단으로 인해 초래된 대규모의 예금보험기금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 으며,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25) 

제정시 적기시정조치의 도입목적을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장기적 손실을 최소화하

면서 예금기관의 경 부실, 자본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명시하 다. 이에 따

라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는 원칙적으로는 각 금융감독당국이 취하되, 예금보험자인 

FDIC가 각 단계별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FDIC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규제유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운 에 있어 감독당국과 예금보험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기관간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예

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손실초래 사유와 향후 손실

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원, FDIC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규

제유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개입 이외에도 부실 초기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간의 긴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실 확대 예방 및 적기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효율성 제고의 선행조건은 감독당국

과 예금보험기구간 사전적인 정보공유 및 긴 한 협조체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금보험공사를 적기시정조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기금 관리자로서 사전적인 부실우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공동검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조사권 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업정지로 인하여 여․수신 등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거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기금손실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

다. 현행 정리절차상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업정지된 후 계약이전 등이 성사되거

나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5∼10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부실금융기관의 제업무가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예금이 

동결되고 신규여신의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금자, 대출거래처 등의 

불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하다.26) 또한 업정지 후 채무자의 상환의

지 약화,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의 저하로 업정지 기간동안 부실이 심해지면서 최

종적인 정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감독당

국 등의 규제유예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최종적인 부실규모 및 정리비용

25) FDICIA;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임

26) 2005년중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민원 2,500여건 가운데 900여건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민원이었다.



- 34 -

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업의 중단없이 

정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 FDIC의 경우 부보금융기관의 유형자기자본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여 자

본충실도 등이 5등급으로 분류되면 90일 이내에 청산할 것을 원칙으로 정리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정리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상태하에서 비 리에 진행된다.  

FDIC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리방식, 절차 등을 검토하여 잠재적 인수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인수자가 있을 경우 P&A 방

식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이전하고,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게 된다. P&A의 경우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시에도 통상 금요일 업시간 이후

에 해당 금융기관을 폐쇄한 후 다음주 월요일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부보예금자들은 예금 동결 등에 따른 불편은 없다. 뿐만 아니라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자 등에 대해서도 파산재단을 통한 예상배당금을 산정하여 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정

리관재인으로 선임하여 정리관재인의 관리하에 업을 지속하면서 매각 등을 추진

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보다 원활

하고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정지 즉시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 기관의 관리 권한을 인계받아 기본적

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정리방안을 모색할 경우 부실금융기

관 정리에 따른 예금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여 회생형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업정지 

즉시 가교금융기관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일본의 정리관

재제도와 유사한 경 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되 일본과 같이 경 관리 상태하에 기본

적인 여수신 업무를 지속함과 동시에 정리방안을 모색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경 관리인의 관련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부실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금융안전망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감독유예 등으로 인한 감독실패를 방지하고 향후 이러한 실

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연방예금보험법은27)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이 2,500만 

달러 또는 해당 예금기관 총자산의 2%를 초과할 경우 주감독당국(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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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의 감사실(Office of Audits)은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사유와 향후 유사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사원장, FDIC, 의회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미국과 같이 고비용 정리사례에 대한 사후 원인분석 및 외부 보고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금융기관부실의 원인분석을 통해 감독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견제와 균형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법에 따라 금융안전망 참가자 별로 목표 및 기

능을 각각 부여하 다. 

<표 6>                   금융안전망 참가자의 역할

금융안전망 주체 역            할

정부(재경부)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 금융위기시 조정자

금융감독기구

(금감위/금감원)
금융 경 건전성 유지, 평상시 정상 개별기관 감독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기금관리, 평상시 부실예방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

한 국 은 행: 물가안정 , 금융위기시 최종대부자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으로 그 

목적이 제한되어 과거 중앙은행이 보유했던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기구

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예금보험기구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의 관리와 

부실금융기관의 사후처리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는 당시 각 기능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독립된 기능간의 견제와 균형 및 협조를 통해 금융산

업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기본취지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안전망 참가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문제 해결을 도모

하려는 의도이다. 

금융안전망 참가자들간의 이해상충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먼저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간에는 경 상황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여부

27) 미국연방예금보험법 제38조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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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최종대

부자 여신을 적격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여신공급으

로 인해 통화정책이 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금보험기구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최종대부자 

여신을 이용하여 고위험․고수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간에도 자금지원 여부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28) 다음으로 시스템 위기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과 예

금보험기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기구의 목적이 금융시스템위

기의 방지로 규정되는 경우 시스템위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기구의 부실금융기관 조기 정리를 통한 기금손실최소화의 목적과 금융시스

템 안정이라는 금융감독당국의 목적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안전

망참가자들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나 현행 

우리나라 금융안전망체제는 집중과 효율을 우선시하여 금융안전망 참가자간의 견제

와 협력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금감위(원)가 금융기관의 인허가부터 

부실기관의 처리방안 결정까지 모든 권한을 보유․행사함에 따라 금융안전망 참가

자간에 금감원 중심의 수직적 상하관계 형성되어 개별 참가자의 중립성과 효율성이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참가자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부족한 현실에

서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중첩적 업무수행 29)등으로 인하여 금융감독

정책의 정치적 포획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구의 기금관리 책임에 

따르는 권한배분이 미비하여 건전한 기금관리 수단이 제도화되지 있지 못하고 (공

적)자금 투입창구의 역할(pay-box 형)에 중점을 둠으로써 금융안전의 중요한 안전

장치인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28)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는 시스템 위기의 인정여부와 관련되며 따라서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 공동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29) 금융정책의 법제화는 재경부가, 감독정책은 금감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금융환경에 대한 인식 및 대응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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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금융안전망 참가자간 시각차와 이해상충

구 분 주  요   내  용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기구

◦ 감독기구는 속성상 규제 남발 유인과 부실기관 발생시 대응지연

유인을 가짐

   → 규제남발과 지연대응은 금융기관/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

기시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증가를 초래

      (예보기금은 신속한 대응 선호)

예금보험기구와

중앙은행

◦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시

   유동성 공급유인을 가짐

   → 문제기관에 적절한 감시와 조건 없이 유동성 제공시 예보기금

의 잠재손실 증가 초래

감독당국과

중앙은행

◦ 중앙은행은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적 관점 보유

   → 감독당국은 주로 개별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중점을 둠

<표 8>          현행 금융안전망참가자의 기능 및 역할분담 체계

구 분 금감위(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목 적 감독 및 건전성 규제 물가 안정     예금자보호

대 상 모든 금융기관
은행

(농․수협중앙회 포함)
부보금융기관

기 능
총괄적 규제기관
(umbrella regulator)

기능적 규제기관
(functional regulator)

기능적 규제기관
(functional regulator)

권 한

인허가권, 감독검사권, 
자료요구권, 지시감독권, 
제재권, 임원자격심사권, 
임원해임(권고)권, 업
정지권, 관리인선임권, 
계약이전명령권, 불공정
거래, 공시, 소비자보호 
등

검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 검사 및 공동검사

검사권*, 조사권**, 자
료제출요구권, 부실금
융기관 정리권 등
* 제한적인 공동검사로 
제약
** 적기시정조치기관으
로 제한

근 거 금산법, 금융관련법 한은법 예보법, 공자법

한편 금융관련 정보의 독점현상이 심화되어 안전망 참가자 간의 공유․협조가 미

흡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수집 및 대응책 마련

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 참가

자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기능적․권한적 수평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각 

기구간 정보와 전문지식․권한 등의 보완성을 개선 내지 강화하고, 고유목적 및 책

무의 차이에 기인하는 기관별 시각차와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금융정보공유협의회(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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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구성)를 통해 채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대

폭 확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자료에 대한 제공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유지비용은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경부를 포함한 정보공유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공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실

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결론

예금보험기구는 2003년부터 신예금보험기금이 출범에 따라 앞으로 평상시 발생하

는 부실금융기관은 동 기금이 보험료수입으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상

시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및 유지 수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금

융안전망 시스템 하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

한적이므로 금융감독기구에의 과다한 의존이 불가피하다.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위험관리기능과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

에서의 주도적 참여 등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한 예금보험기

금의 관리가 기금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예금보험기구의 주체적 역할보다는 금융감

독기구의 효율성에 좌우되는 면이 많고 그 결과 금융감독 실패시 바로 예금보험기

금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나타난다. 

효율적인 금융안전망체제는 각 참가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책무를 성실히 수

행하며 상호협력하고 견제하여야 금융안정이라는 공통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

러나 현행 금융안전망 참가자 사이에는 전통적인 금융감독기구 우대정책에 따라 각 

보유 권한의 크기 및 강도에 비례하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안전망 

참가자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는 참가자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분담 및 협조체

제를 구축하여 금융안정을 달성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즉 금융감독기구에 금

융관련 권한 및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참가자간 책무와 기능이 모호해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안전망 참가자간 일부 권한 및 업무의 분담을 통해 각 기구가 여타 참가자의 

협력 또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한다면 각 기구간 보유권한의 크기나 강도와는 관계

없이 실질적 협력 및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즉, 법률기구로서 금융안전망 회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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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 하며 동 회의체는 금융안전망 참가자의 기관장으로 구성하여 각 기구간 

정보공유 및 정리방식결정 등의 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정규모의 보험기금을 적립․보유

하는 한편, 부보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화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의 부실우려 초

기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정리과정에서도 비용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

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기능 확충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30)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기

금은 부보금융기관이 부실해지는 경우, 기금손실 또는 납세자 부담으로 직결되므로 

민 보험회사와 같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사고 등 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동 고지의무에 의한 리스크

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보험료에 반 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하여 건전 경 을 적극 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부실위험을 사전적으로 제거․경감시키기 

위해 부보금융기관의 재무․비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에 적시에 충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0)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 보호 및 기금손실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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