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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금융기관에게 위험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보

험료 제도는 금융기관 스스로의 위험관리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규

율을 확립하여 시스템 전반의 위험상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

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금융기관들

의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라는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는지를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금융기관 위험추구

행위의 변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위기대응

능력 및 건전성관리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

관리능력에 대한 측정변수로는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

율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9년～2014년의 은행

및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로부터 추출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관 고유의 특성과 거시경제 요인들을 통제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위험추구행위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은행의 경우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

우 BIS자기자본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위

기대응능력 측면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를

제도 도입 시점 기준으로 했을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건전성관리능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 위험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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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차등보험

료율 제도가 위험추구행위 억제 측면에서 은행권보다는 저축은행

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의

관계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은행의 경우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에서 위험추구성

향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위험 그룹에 속

하는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축은행에서는 위험추구행위의 위기

대응능력 및 건전성관리능력 모든 측면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

효과가 있었다. 다만, 조절효과의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위기대응능력 측면에서는 고위험 그룹에서 위험추구행위를 더 많

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에서는 저

위험 그룹에서 위험추구행위를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자는 고위험 그룹이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할인․할증율의

비대칭 설계로 인해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건전경영

유인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국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인 재무자료

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최초의 시도로서, 향후 지

속적인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차등

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매우 중

요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차등예금보험료율, 위험추구,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

능력,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학 번 : 2014-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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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도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때에 공적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기구로서 예금보험기구는 불특정 다수의 예금을 보호함으로

써 금융 불안정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6년에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1998년 4

월부터는 비은행권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권 대부

분의 예금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 이러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인 예금보호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불안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을 막아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고 있

다(정지만, 2009).

그러나 공적인 예금보호는 항상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이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할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를 수행할 유인이 작아지고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뱅크런을 걱정할 필요

가 없으므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높은 위험추구 성향을 보

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금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예금의 일정

한도까지만 보호해 주는 부분보호제도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

험료율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제도로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이

하 ‘차등보험료율 제도’라 함)하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수준이 높으

면 예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반면, 고정예금보험료율 제도(fixed deposit

1) 현재 보호대상 금융권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종금사, 금융투자업 등 5개 권역이며 예금보장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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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emium) 하에서는 보유자산의 위험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이 높은 위험추구 성향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이후 고정보험료율 제도를 채택하

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수준을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

입해야 된다는 견해는 국내 예금보험제도 시행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2009년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차

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에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을 확정하여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부과된다.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 간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기

관의 도덕적 해이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

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당초 취지대

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라는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비록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초기 단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

만 국내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포함한 시행 초기의 반

응을 짚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

라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최초의 시

도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점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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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금융기관들의 과도

한 위험추구 억제라는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은행과 저축은행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두 금융권역은 우

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여수신기관으로 동질성과 함께 영업행태 측면에서

의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연구대상 기간은 2009～2013년까지 5년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을 확정한 2012년을 제도 도입의

기준년도로 하여 제도 도입 이전 3개년과 제도 도입 이후 2개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지급이 불가

능할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며 따

라서 특정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이 아니라 예금지급에 대한 보증

(guarantee)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가장 큰 효과로는 첫째, 제도의 존재로 인해

뱅크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뱅크런의 현상을 제기한 Diamond and Dybvig(1983)에 따르면

뱅크런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예금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이며 금융기관의

2) 차등보험료율제도 기본방안이 확정된 시점인 2012년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왔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기준연도를 이 시점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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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무관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Jacklin

and Battacharya(1988)는 뱅크런은 장래 수익성과 기대의 변화에 따른

예금자들의 이성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Chari and Jagannathan(1988)

은 예금자가 다른 예금자들의 과다한 예금인출을 사전에 알거나 금융기

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뱅크런은 부정적인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대

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뱅크런을 방지하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3)이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이다(김대식·이민환,

2006, 재인용).

둘째, 예금보험제도는 최종대부자 기능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해주

는 효과가 있다. 즉, 지급불능 금융기관의 발생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

능성을 단절하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제공으로 최종대부자 기능을 제

한시키는 근거가 된다(Mussa, 1986). 동시에 파산 금융기관의 재조직 및

흡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은 이를 위해 조달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함

으로써 지급불능 금융기관에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부담에 대한 논란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나 예금보험 기능

이 최종대부자 기능과 독립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예금보험제도가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의 동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완벽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무한정의

기금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금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예금자가 손실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축적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경우는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최종대부자 기능이

금융위기 발생 등의 극한 상황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Benston 등 ; 1986, Schwartz ; 1987, Goodfriend ; 1990).

세째, 예금보험의 존재는 규모가 다른 금융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을 제공할 수 있다. 대형기관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평가되고 문제

발생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소형기관에 비해 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

하면 상대적으로 소형 금융기관이 본질과 관계없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

3) 예금보험제도 이외에도 뱅크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지급정지(suspension of convertibility)와

은행의 자산 변환기능을 제한하는 네로우뱅크(narrow bank) 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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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소형금융기관에 대한 안전망으로 작

용하여 경쟁여건을 개선시킨다(Mussa, 1986).

넷째, 예금보험은 금융위기발생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자율화와 경

쟁여건의 조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쟁적 금융시장을 통해 효율

성제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도산이 허용되어야 하지

만, 정책당국이 자율화추진과정에서 지급불능 금융기관의 발생이 전체기

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되면

부실 금융기관을 보호해야 하는 모순을 안게 된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두려워하는 정책당국은 자율화의 추진속도를 확신이 있을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늦추려는 경향을 띄게 되어 자율화, 경쟁, 국제경쟁력 강화 수순

의 발전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이 존재하면 금융기관의 부실

이 전체 금융기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거하여 독립된 사

건으로 끝나게 되며, 예금보험기금과 전문성의 도움으로 부실 금융기관

의 청산 또는 건전한 금융기관에 의한 흡수합병 등의 순조로운 시장탈퇴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에 과

거와 같은 특혜금융 논란 등이 제거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방

안이 강구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도산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예

금보험의 존재로 최소화 되는 경우 규제당국은 일반적 금융기관 규제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과감한 자율화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의 창의적 경영과 효율성 제고에 따른 순기능

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김대식․이민환,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융자율화가 진전될 때 금융불안 요인의 제거방안으로서 예금보험이 필

요하다기보다는, 예금보험의 도입이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

적으로 규제와 보호에 의해 안전성을 유지해온 체제에서 자율과 경쟁으

로 특징지어지는 금융환경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운찬·송홍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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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시장기능의 실패 가능성과 최종대부자 기능의 한계성으로 인해 필요한

예금보험이 뱅크런의 가능성을 억제하며 부실 금융기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

킬 수도 있다. 예금보험의 존재는 예금자의 금융기관 경영감시 동기를

제거하여 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위험성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자연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이처럼 예금보험제도에 내재해 있는 도

덕적 해이 문제는 부실가능성이 큰 한계 금융기관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위험

한 자산을 구성한 결과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른 어떤 실물경제 부문의 실패

가 미치는 영향에 비할 바가 아니다. 금융과 관련된 역사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

를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4)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의 기본적인 경제적 배경은 자기자본

의 출연자인 주주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크기가 자신이 운용하

는 대표적인 외부자금인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투자실패에 외부조달 자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추구와 같은 기회주의적 경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러한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에의 문제점 외에도 주주와 예금자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의 유인구조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중 금융기관의 모험적 투자 행태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예금보

험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어 온 지 오래이다. 특히, 고정예금

4) Kane(1989), Mckenzie et al.(1992)와 Cole(1993)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의 손실이 금융

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즉, 도덕적 해이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Chang and Velasco(2000)은 1990년대말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금융위기가 해당국가의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행위에 있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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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금융기관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일정한 반면, 파

산시 보험당국으로부터 보험금 수입을 누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보험이라는 보조금(subsidy)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것

이 금융기관의 자산 구성에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뱅크런에 대한 유인요소를 제거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제거

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금보험제도가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금융산업의 위험수준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의 안

전성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

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역기능의 억제방안으로 보호한도 및 보

호상품을 제한함으로써 비보호예금자 등을 통한 시장규율이 기능하도록

하거나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하여 위험추구에 따른 이익을 보험료로

흡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등이 활

용되고 있다.

한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를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예금보험제도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금융안정포럼(FSF),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 예금보험에

대한 국제적 협의기구들은 효율적이고 유인부합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구

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예금보험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

전적 예금보험기능과 사후적 예금보험기능 측면에서 유인부합적인 제도

의 구성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전적(ex ante) 예금보험기능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금융기관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는 기능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감독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을 조기에 식별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

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게 된다.

사후적(ex post) 예금보험기능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파산과 관련한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들인데,

크게 정리(resolution) 기능과 회수(recovery)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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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고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 효율성은 부실 금융기관을 언제 정

리할 것인가 하는 정리시점(timing)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

는 정리방식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와 최소비용원칙(least cost principle)이 주요

한 이슈로 제기된다. 회수기능은 어떤 정리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회수

관련 제도들도 달라진다.

［표 1］은 IMF, 금융안정포럼 등을 참조하여 유인왜곡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의 권한과 수단을 명시한 것이다. 세계 67개 예금

보험제도 중에서 유인왜곡의 최소화를 위해 이상의 권한들을 모두 보유

한 나라는 일부에 불과하다.

［표 1］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의 기능과 권한

기능 권한(수단) 효과

사전적

예금보험

강제가입

예금부분보호

충분한 경영정보 획득

적기시정조치

차등보험료율 제도

역선택 방지(경영자)

도덕적 해이 완화(예금자, 경영자)

도덕적 해이 완화(예금자)

도덕적 해이 및 규제유예 방지(경영자 등)

도덕적 해이 완화(경영자)

사후적

예금보험

최소비용원칙

경영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부실책임조사

자금지원시 양해각서(MOU)

도덕적 해이 및 규제유예 방지(경영자 등)

도덕적 해이 완화(파산관재인)

도덕적 해이 완화(경영자, 이해당사자)

도덕적 해이 완화(경영자)

자료 : 『예금보험론』(정운찬․송홍선, 2007)

3. 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

예금보험료란 부보금융기관의 도산시 예금자에게 지급할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때 예금보

험료율은 부보예금 대비 예금보험료의 비율로 계산된다. 먼저 보험료의

납부방식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사전적 납부방식과 사후적 분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납부방식이란 부보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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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갹출하여 미리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

면 사후적 분담방식이란 평상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보금융기

관의 도산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소요재원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프

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칠레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료율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에 관계

없이 각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고정보험

료율(fixed deposit insurance premium) 제도와 금융기관의 파산위험 수

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차등보험료율(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고정보험료율방

식과 차등보험료율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장단점

1)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장점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및 예금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유발하는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예금

보험기금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하

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의 왜곡 가능

성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보험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확률에 부합하

는 정당한 보험료 수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자동차 사고를 줄이려는 안

전운전을 유도하는 유인체계로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의 경

우에도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를 확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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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식이다(정지만, 2009).

또한,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기관간 형평성의 왜곡문제를 줄일

수 있다. 앞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

자와 사고위험이 낮은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

게 되면 결국 안전운전을 하는 보험자가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은 보험자의 피해보상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고정

보험료율 제도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며, 사고위험이 낮은

운전자는 이러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정보

험료율 방식에 따라 파산으로 인한 예금지급 불능 가능성이 없는 우량

은행에 대해서도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

등화하는 것이 건실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근거없이 보조

금을 지급한다는 형평성 왜곡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정지만,

2009).

한편,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

로써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따라

불건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함에 따라 책임경

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실한 금융기관 경

영시 보험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로 인해 금융기관 경영자는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을 축소하고 건전경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게

되며,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무리하게 위험한 경영을 하는 도덕적 해

이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국민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장기적

으로 시행하는 경우 결국 개별 금융기관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건전경영을 추구함에 따라 고정요율 방식에 비해 금융기관의

부실화율을 평균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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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안전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적으로도 안정성이

제고되어 금융불안정의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차등요

율제도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건실한 금융기관

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이라는 영업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건실한 금융

기관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확

대를 억제하거나 부실규모가 확대되기 전에 조기 퇴출을 유도하는 효과

가 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장기

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며, 예금보험기구의 안정성

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정성에 대

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보다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

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억제하고 금융불안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예금자의 보험료율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

의 유지에 수반하는 국민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표 2］ 주요국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현황

미국1) 캐나다 스웨덴

대상기관 은행, 저축기관 은행, 신탁, 여신회사 은행, 증권사

도입시기 1992 1999 1996

차등지표
자기자본비율, 

CAMELS
계량 및 비계량지표 자기자본비율

보험료

산정기준

자본등급 및 

감독등급2)별 차등화  

지표별 평가점수별로 

차등화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계량모형결과로 차등화

차등 등급 1~4등급 1~4등급 1~2등급

차등 요율 12~45bp 4.17~33.3bp 40~60bp

주 : 1) 대형(복합)은행의 경우, 2011년부터 금융회사의 자산 및 부채구성 등에 따른

위기대처능력 및 예금보험기금 예상손실을 반영한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개편

되었음

2) CAMELS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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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ance) 등은 공적 예금보험에 있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실제 경험을 보더라도, 예금보험제

도 도입 초기에는 고정요율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보험료율

결정방식을 고정보험료율 방식에서 차등보험료율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단점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먼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부실 금융기관은 더욱 부실화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은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받

게 되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정상

화가 어렵게 되고 나아가 금융기관 파산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경제 전

반의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적용된 보험료율이 일반 예금자 혹은 채권

자들에 공개될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가 급속히 하락

하여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과도한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할 가

능성도 있다. 이는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이동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전

체적으로도 불필요한 금융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 물론 이는 장기적으

로는 시장기능에 의한 건전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

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보다 기술적인 문제로, 금융기관의 위험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적정

보험료율의 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한계이다. 부

정확한 보험료율의 설정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위험

수준을 반영한 보험요율의 완벽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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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금융기관의 위험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있

기 때문이다. 예금보험료율의 설정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높은 보험료율이 부과된 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수준을 판별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

문인력의 확보 및 행정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 나아가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금융기간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보험료율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정지만, 2009).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수준

은 물론 전반적인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금보험료율을 설정함으

로써 공신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판위험에 따른 대규모

연쇄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등급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정운찬·송홍선, 2007).

5. 차등보험료율 산정방법

1) 옵션모형을 이용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예금보험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옵션모형이다. Merton(1977)은 예금보험제도란 보험기관이 보호대

상 금융기관에게 풋옵션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당사자 모두에

게 만기일에 계약이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선물계약과는 달리, 옵션은 만

기일 혹은 그 이전에 옵션 매입자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권리만 부여한

다. 그런데 예금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구가 사고시 보험가입자

에게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옵션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제공하고 일종

의 프리미엄으로서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옵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옵션모형을 이용해 보험료율을 추정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위험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위험수준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 그렇

지만 현실적으로 옵션모형을 이용해 보험료율을 추정하는 나라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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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제로 추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우선,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본질가치와 장기간 괴리되어 움직일 경우

옵션모형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옵션모형은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어서

은행의 위험과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전제 아

래 주식가격을 이용해서 은행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 같은 이론과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

리가 존재한다. 이런 현상은 주가의 단기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예금보험

료율을 추정할 경우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옵션모형의 활용은 상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비상

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물론 비상장 금융기관도 재무

자료를 활용해 옵션모형에 따른 예금보험의 가치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결과값의 신뢰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같이 비상장 금융기관

이 많은 금융업종의 경우 옵션모형을 통한 예금보험료율 추정은 사실상

어렵다.

셋째, 예금보험에 대한 옵션모형은 일반기업에 대한 옵션모형을 응용

한 것인데, 일반기업에 대한 옵션모형은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을 자산이

부채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로 본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파산은 일반기업

과 달리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경

험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자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낮은 시점, 다

시 말해, 금융기관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시점에서 취해지는 경우

가 많다. 이는 금융기관이 갖는 공공성과 외부성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5)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옵션모형을 예금보험의 가치를 추정하는 금융기

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재무자료와 차등보험료율

5) 규제유예란 부도위기에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감독조치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도가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전염되어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키고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유예는 개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마불사(too-big-to-fail)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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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예금보험료율을 옵션모형 등과 같이 이론적으로 추

정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대신에 대부분의 나라들

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재무지표들을 이용하여 차등보험료율

을 계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차등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의 재무비율, 감독기관의 경영평

가 결과, 위험성 지표 등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금보

험의 사전적 보호 기능이 강화될수록 차등보험료율제도도 더 큰 실효성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서, 감독기관은 재무회

계자료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을 위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보험기관은

이 등급을 차등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6)

이 방법은 감독기관에 의한 검사자료를 해당 금융기관의 위험 측정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감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분업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CAMELS 등급은 당국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일종의 전문가 모형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인 측면이 있으

며, 규제유예 등의 감독당국 유인이 반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AMELS 등급을 산정하는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 주기가 불규

칙하여 심지어 몇 년 전의 CAMELS 등급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

다. CAMELS란 자본의 적정여부, 자산의 질, 경영능력, 수익성, 유동성

상태 등 대상 금융기관의 다섯 가지 분야를 5개 등급으로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한 것이다.7) CAMELS 등급은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험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BIS 자기자본비

율 규제기준이 자기자본비율만을 이용하는 것인데 비해, CAMELS 등급

은 다양한 재무지표를 결합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Sam Peltzman, "Capital Investment in Commercial Relationship to Portfolio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 1970.
7) CAMELS란 Capital(자본의 충실도), Asset(자산의 건전성), Management(경영관리), Earnings

(수익성), Liquidity(유동성)의 5개 항목 첫 문자를 취한 것이다. 미국 은행 및 저축기관 감독당

국은 1997년 1월부터 5개 항목 이외에 "Sensitivity to market risk" 항목을 추가하여 6개 항목

이 되었으며 CAMEL은 CAMELS로 바뀌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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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1) 제도 도입 경과

우리나라에서는 고정보험료율 체계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

이를 막고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 부보금융회

사의 위험도나 경영안정성을 반영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추진되

어 2009년 개정법에서 5년 이내 시행이 의무화되었다.8) 2009년 개정 예

금보험법 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각 금융권역별 적립

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를 위해 표준보험료의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시행을 위한 측정방법 및 지표들을 공개하고

2011년 12월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후 2012년에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을 예금보험위원회9)에서 최종 확정하여 2014년도부터 본

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부터는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부과된다.

［표 3］국내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경과

연도 주요 내용

'06~'09
▪ 예금자보호법을 개정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의무화 (‘09.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10~‘11
▪ 평가모형 개발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10.10월 ~ '11.6월)
▪ 공청회 개최(’11.12월)

‘12
▪ 업계 의견 수렴 및 기본방안 확정 : 업권별 차등평가모형 등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 을 확정(예금보험위원회 의결)

'13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금융회사 통보('13.3월)
▪ 금융업권별 설명회 개최 및 시범운영 실시(‘13.6월~)

‘14
▪ 본격 시행 : ‘14.1.1일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8)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차등보험료율을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계정에 따른 보부금융

기관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9)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당연직 위원 3명(금융위원회 부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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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등평가 모형

차등보험료율 평가 대상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금융투자업

등 예금자보호법상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해당된다. 부보금융회사를 설립

근거법 및 영업행태 등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구분하고 업권별로 구분된

부보금융회사를 차등평가의 기대효과, 보험료 납부규모, 평가가능여부 등

에 따라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등급외 적용 평가의 방

법으로 평가한다. 차등평가 주기는 예금보험료 납부주기(연 1회, 은행은

분기 1회), 부보금융회사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보금융회사 사업연

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등평가 모형은 ［표 4］ 및 ［표 5］와 같이 정량평가인 기본평가

부문(80점)과 정성평가인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부문

은 평가항목으로,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기본평가부문의 경우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을 선정

하고, 이를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가중치를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부여한다.

［표 4］ 차등평가모형의 구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평가*

(80점)
←

위기대응능력(40점)* ←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유동성 관련 지표

건전성관리능력(20점)*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손실회복능력(20점)* ← 수익성 관련 지표

보완평가
(20점)

←
재무위험관리능력(10점) ←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

비재무위험관리능력(10점) ←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등

* 금융업권별로 기본평가부문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일부 상이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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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본평가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은행 및 저축은행)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위기

대응

능력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공통)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기준자기자본의 비율

40점

단순자기자본비율(공통) 실질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

단기대출비율(은행)
총원화대출금에 대한 순단기대출의

비율

유동성위험노출비율(저축은행)
총대출금에서 할인어음을 차감한

값에 대한 순인출위험액의 비율

건전성

관리

능력

고정이하여신비율(공통)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의

비율

20점초과자산증가율(은행)
3년 평균의 자산증가율에서 3년

평균의 명목GDP성장률을 차감한 값

연체대출비율(저축은행) 총대출금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비율

손실

회복

능력

총자산순이익률(공통)
실질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

20점충당금적립전이익률(은행)
실질총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전이익의 비율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저축은행)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최근 10년간(2000. 3월～2010. 6월) 금융회사 정보를 기초로 한 통계분

석10)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선정한 후 지

표별로 분포의 20 및 80 percentile 값을 각각 최소·최대 임계치로 설정

하고 지표별 점수를 선형보간법 을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표

6］참조). 한편, 시스템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는 대형은행(자산 200조

원 초과)에 대한 외화유동성비율, 업계평균 대비 초과자산 성장률을 추

가지표로 선정11)하였다.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12)의 경우 별도의 평

가그룹으로 분류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계량화하여 정량

10) 실제 부실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한 logit 모형과 주요 변수들 간의 Granger-causality 검증을

수행하였다.

11) 금융위원회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선정기준에 따라 권역 및 금융회사의 선정

기준은 가변적이다.

12) 외국계 은행·증권사·손보사 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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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6］ 지표별 점수 산정식

구 분 점수 산정식

리스크와 비례하는 경우 S=(Max-V)×100/(Max-Min) (0≤S≤100)

리스크와 반비례하는 경우 S=(V-Min)×100/(Max-Min) (0≤S≤100)

주 : S는 산정점수, V는 측정치, Max는 최대 임계치, Min은 최소 임계치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1.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보완평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질적 특성을 감안한 질적요인 평가항목과

정량지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량평가 보완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고,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질적요인 평가항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항 중심13)으로 감점방

식으로 평가하되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상시감시 결과 등을 보완적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정량평가 보완항목은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당국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량지표 이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차등평가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방식에서 최종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는 절대평가를 적용하

고 최종등급은 3단계로 나누며 할인·할증 폭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허용된 범위인 표준요율14) 대비 각각 10%로 결정한다. 즉, 가장 우량한

등급인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10% 할인,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부

과, 리스크가 가장 높은 3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10%를 할증하는 구

조이다(［표 7］참조). 다만, 시행초기 업계 수용성 제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평가모형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소프트랜

딩 기간을 두고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13) 금융당국 제재현황(금융위 제재 등), 금융사고 발생현황, 금융분쟁 현황, 예금자보호 관련

업무의 적정성, 회계업무의 투명성 등

14) 연간 기준 : 은행 0.08%, 저축은행 0.4%, 보험사 및 금융투자업 0.15%, 종금사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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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등급별 적용 요율(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등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표준요율

3등급(할증) +1% +2.5% +5% +7% +10%

3) 평가절차와 정보공개

평가절차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권역별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

평가를 실시한 후 차등평가심의위원회15)에서 심의하고, 이를 예금보험위

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보공개의 경우 기본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일반에 공개하고

최종평가등급 및 보험료율은 해당금융회사에만 통보하는 부분공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표 8］참조). 금융회사에는 최종등급 및 보험료율만 통

보하며, 항목별 등급 및 점수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8］정보공개 범위 및 통보사항

구 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 고

평가기준
기본항목 공개 공개 -

세부항목 공개 부분공개 -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 통보 제외 통보 제외 총점 통보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1.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15) 평가점수의 적정성 검증, 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공

사 내부 임원(2명)과 외부전문가(3명)로 구성되며, 평가점수의 적정성, 세부기준 등 평가

방법의 변동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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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외국문헌 연구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Weelock and Kumbhaker(1992)는 1920년대 미국 캔자스주 예금보험제

도의 사례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가입은행의 파산비율이 비가입은행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Demirguc-Kunt and Detragiache(2002)는 1980

년부터 1997년까지 61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금

보험제도의 도입이 은행의 위험추구유인을 강화하여 은행위기의 발생가

능성을 높였으며, 규제환경이 약할수록 이와 같은 은행위기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Cull, Senbet and Sorge(2005)는

잘 정비된 법률과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부재한 국가에서 엄격하지 않은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Gropp and Vesala(2004)는 EU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예금보험의 도입이 후순위채권자들로 하여금 은행감시자의 역할을 보

다 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은행의 위험추구가 억제될 수 있음을 보

였다. 한편, Gonzalez(2005)는 은행에 대한 규제가 은행의 가치와 위험추

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은행에 대한 강한 규제는 은

행가치의 하락과 높은 위험추구 유인의 원인이 되지만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은행의 가치를 증가시켜 은행의 위험추구유인 증가에 의한 효과

를 상쇄함을 확인하였다.

예금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들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다룬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Hovakimian, Kane and

Laeven(2003)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나타내는 대용치로서 은행에 부

과하는 적정 예금보험료를 사용하여 은행자산의 변동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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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예금보험제도의 존재는 은행의 위험추구유인을 증가시키지만 차

등보험료율제도와 공동보험제도, 예금부분보장과 같은 특성들이 이를 상

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정보험료율을 사용하는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강하는 하는

역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

한 방안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공동보험제도와, 후순위채의 도입 등과

같은 방안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Cartwright

and Campbell(2003)은 미국과 영국의 예금자보호 특징에 대해 논의하면

서 미국은 은행의 의사결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두고 차등보험

료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도덕적 해이가 예금자와 더 관

련이 있다고 보아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국내문헌 연구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의 실증적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해외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것들이다.

이석원(2000)의 경우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미국 은행산업의 도덕

적 해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1988년부터 1995

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 미래성장잠재력

및 자산규모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체계

적 위험계수인 주가수익률의 베타계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전(1988～1992)에 비하여 이후(1993～

1995)의 기간에 표본은행들의 체계적인(systematic) 도덕적해이의 동기

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기자본비율과 미래성장 잠재력이 낮

고, 자산규모가 큰 은행들의 높은 위험추구의 동기가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이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호선․이재현․위경우(2012)는 OECD 30개국중 예금보험제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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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28개국 은행들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

여 공동보험제도16)와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시행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계적으로 추

정된 위험자산비율17)을 위험추구행위 변수로 사용하여 차등보험료율 제

도 및 공동보험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은행규모, 요구불예금, 대출비율, 비이자영업이익비율,

매출액순이익비율, 총자본비율, 국가별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

다. 분석 결과, 차등보험료율 제도나 공동보험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

우 은행의 위험자산투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은행의 위험추구

를 제한하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신태곤․박갑제․이태규(2005)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은행의 위험추

구행위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고정보험료율제도보다는 차등보험료율제도 하에서 은행자산의 위험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보험료율 제도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기능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차등보험료율 제도 하에서 은

행은 지나치게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구성할 유인을 가지며 그 결과 사

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오히려 은행의 지나친

위험회피로 귀결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16)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을 규제당국과 예금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은 최초

2천 파운드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FSCS가 100% 모두를 보장해 주지만 2천 파운드를

초과하여 3만5천 파운드에 달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단지 90%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채택하

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이 공동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7) 국채, CD, 타은행에의 예금 등을 제외한 보유증권 및 투자증권, 자본투자, 거래증권 등의 총합

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위험자산비율(RA1)로 계산하였으며, 또한 RA1에 대출자산의 대손충

당금을 추가하여 계산한 위험자산비율(RA2)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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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당초 취지대로 금

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라는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행 차등평가모형의 다양한 위험

평가 요소들중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의 관계에

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독립변수 이외에 기관 고유의 특성과 거시경

제 요인들은 통제하며 분석을 실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연구모형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위험추구

행위

① 위기대응능력

(BIS자기자본비율)

② 건전성관리능력

(고정이하여신비율)

조절변수 : 위험추구성향

통제변수 : 기관특성 요인(자산규모, ROA)

거시경제 요인(GDP 증가율, 기준금리, 부동산가격등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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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이석원(2000), 이호선 이재현 위경우(2012)가 미국 등을 대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따라 불건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함에 따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실한 금융

기관 경영시 보험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로 인해 금융기관 경영자는 자

발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을 축소하고 건전경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증

대시키게 되며,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무리하게 위험한 경영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보험료 지

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의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보험료율 차등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후 높은 위험추구행위에

따른 예금보험료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금리체계

변화를 통해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금융기관 보유자산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위험추구행위가 높아질 가

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1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는 효과

는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차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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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율 적용시 할증 및 할인의 기준이 되는 표준 보험요율이 은행보다 저

축은행이 훨씬 높아 위험추구행위를 줄임으로 인한 보험료 절감효과가

저축은행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2가 가능

하다.

가설2 : 위험추구행위가 줄어든 정도는 은행보다 저축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위험추구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들은 차등평가시 고위험 등급으로 평가

되어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보험료

율 제도 도입 이전에 위험추구 수준이 높았던 금융기관들이 위험추구 수

준의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

다. 즉, 위험추구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이 위험추구 수준이 낮은 금융기

관보다 위험추구행위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에서와 같이 현행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차등폭이 매우 작은 데다 1등급 할인율은 5%로 큰 반면 3등급

할증율은 1%로 작은 비대칭 설계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위험추구성향

이 높은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건전경영 유인효과가 작게 나타날 가능성

도 있다.

요컨대,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의 관계

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3을 설정한다.

가설3 :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8) 표준 보험료율이 은행 0.08%, 저축은행 0.4%로, 현행 차등보험료율을 곱하는 구조를 반영할

경우 절대적인 차등폭은 은행 0.48bp, 저축은행 2.4b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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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기별 차등보험료율 차등폭

3.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차등평가모형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 자산의 ‘건전성관리능력’, 수익성과 관련

된 ‘손실회복능력’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

적인 측정지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행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금융회사

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차등

평가모형의 지표들은 위험추구행위의 수준을 측정하는 대용치(proxy)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등평가모형의 다양한 지표들중 본 연구에서는 BIS자기자본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19)을 각각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시장 및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규제

기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지표라

19)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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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20)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나타내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

적인 상황에 의한 위기시에 파산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낮은 BIS 자

기자본비율은 그 기관의 높은 위험추구행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의 비율로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포착하기 위한 대표적인 변수이다. 금융기관이 공격적인 경

영 등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게 되면 자산의 건전성이 취약하여 부

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위험추구행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손실회복능력도 중요한 차등평가 요소이기는 하지만 차등보험료

율 제도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관련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는 상대적으

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전후’로 설정한 더미변수이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9～2013년중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

안을 확정한 2012년을 제도 도입의 기준년도로 하여 제도 도입 이전 3개

년은 0의 값을, 제도 도입 이후 2개년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 금융기관의 위험추구성향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고위험 및 저위험 추구그룹)으로 분류하여 조절변수로 설

정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조

20)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

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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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위험추구성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전에 기관의 위험추

구정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로서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 두 가

지 측면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위기대응능력 측면은 제도 도입

이전 개별 기관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중위수보다 큰 기관의

경우 저위험추구 그룹으로, 중위수보다 작은 기관의 경우 고위험추구 그

룹으로 구분하였다.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 개별 기

관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이용하여 중위수보다 큰 기관의 경우 고위험

추구 그룹으로, 중위수보다 작은 기관의 경우 저위험추구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구분 기준에 따라 고위험추구 그룹에 속하는 기관에는

1의 값을, 저위험추구 그룹에 속하는 기관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4) 통제변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인 BIS

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자산규모와

총자산이익률(ROA)을 선정하였다.

자산규모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총자산

에 로그값을 취하여 채택하였다. 규모가 크면 다변화의 관점에서 위험을

분산시킬 여지도 커지므로 위험에 대해 음의 부호를 기대할 수 있다. 하

지만 규모가 클수록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기대가 작동하여 금융

기관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다 위험추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산규모

의 위험에 대한 영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ROA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관의 수익성을 측

정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기관의 수익성이 높으면 더 많은 자기자본 축

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BIS자기자본비율에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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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금융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는 거시

지표로써 GDP증가율과 기준금리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이 부동산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부동산가격이 여신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종속변수가 고정이하여신비

율인 모형에서는 부동산가격등락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GDP는 전

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정책금리

를 의미한다. 부동산가격등락률은 KB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지

수를 이용하여 전년대비 등락률을 산정하였다. 거시경제 변수들과 위험

추구행위와는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

각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예상되는 부호는［표

9］와 같다.

［표 9］변수 선정 및 예상 부호

구분 변수내용 측정 방법

예상 부호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종속변수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총여신

독립변수 차등제도 도입
더미변수(도입이후 1,

도입이전 0)
+ -

조절변수 위험추구성향
더미변수(고위험추구기관

1, 저위험추구기관 0)
- +

통제변수

자산규모 총자산의 로그값 +/- +/-

ROA 당기순이익/총자산 +

GDP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감률 + -

기준금리 한은 기준금리 + -

부동산가격등락률 전년 대비 등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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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 은행은 2009년말부터 2013년말까지 5개년도,

저축은행은 2009년 6월말부터 2014년 6월말까지 6개년도의 매해 최종

결산 재무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FIA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BIS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경영정보가 반기별로 공시

되나 차등평가는 연 1회 최종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단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였다. 업권별 데이터가 대칭성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결산시기가 각각 12월말과 6월말로 서로 다르

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초로 차등평가가 이루어지는 2014년 6

월말 결산자료까지를 데이터에 포함하여 분석 대상기간을 6개년도로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집합(data set)은 은행의 경우 5개년도, 저

축은행은 6개년도 패널 데이터(panel data)의 성격을 가진다.

은행 데이터는 국내은행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대상기간중 매년

17개씩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총 85개 모두가 포함되었다. 저축은행의 경

우 여신 및 자산 데이터가 누락된 1개를 제외하고 총 590개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저축은행 숫자가 분석대상 기간중 계속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이 파산으로 일부 정리되

었기 때문이다.

한편, GDP 및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과 관련한 자료는 KB은행의

주택통계자료에서 수집하였다.

［표 10］기간별 데이터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은   행 17 17 17 17 17 - 85

저축은행 106 105 105 96 91 87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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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 방법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4개의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1)과 (1-2)는 가설1을 검

증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이 각

각 달라 모형을 구분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에는 ROA

가 통제변수에 포함된 반면, 부동산가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또다

른 종속변수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ROA가 제외되었고 부동산가격이 포

함되었다.

모형 (2-1)과 (2-2)는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이다. 차등보험료

율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의 관계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

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들이 달라 모형을 구분하였다.

Y(BIS)it = α + β1×Dpolicy + β2×ROAit + β3×SIZEit + β4×GDPt

+ β5×INTt + εit (1-1)

Y(NPL)it = α + β1×Dpolicy + β2×SIZEit + β3×GDPit + β4×INTt

+ β5×HOUSEt + εit (1-2)

Y(BIS)it = α + β1×Dpolicy + β2×DRISKi + β3×Dpolicy×DRISKi + β4×ROAit

+ β5×SIZEit + β6×GDPt + β7×INTt + εit (2-1)

Y(NPL)it = α + β1×Dpolicy + β2×DRISKi + β3×Dpolicy×DRISKi + β4×SIZEit

+ β5×GDPit + β6×INTt + β7×HOUSEt + εi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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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종속변수 Y(BIS)it와 Y(NPL)it는 위험추구행위로서 t기 i은행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각각 의미한다.

독립변수 Dpolicy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전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이

다. 조절변수 DRISKi는 기관의 위험추구성향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이다.

ROAit는 총자산이익률, SIZEit는 자산규모, GDPt는 t-1기 대비 t기의

GDP증가율, INTt은 기준금리, HOUSEt는 t-1기 대비 t기의 부동산가격

등락률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이다.

한편, 통계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변수의 기술통계

［표 11］은 분석기간중 모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경우 평균 14.49%, 최대값

18.05%, 최소값 11.70%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33의 값을 보이고 있

다.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11.29%, 최대값 138.64%, 최소값 -187.20%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7.68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종속변수인 고정

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경우 평균 1.49%, 최대값 3.86%, 최소값 0.86%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55의 값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17.91%, 최대값 91.46%, 최소값 0.11%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4.40의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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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종속변수 모두 은행에 비하여 저축은행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이를 통해 저축은행간 경영상태가 기관별로 매우 상이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정한 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

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IS자기자본비율

이 음(-)의 값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당국에 의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저축은행과 2009년 이후 영업정지가 이루어진 저축은행

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인 제도도입(Dummy)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전(2009～

2011년)은 0, 제도 도입 이후(2012～2013년)는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이다. 조절변수인 위험그룹(Dummy)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전 기

관별 위험추구성향을 기준으로 높은 위험추구기관과 낮은 위험추구기관

을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위험그룹Ⅰ은 위기대응능력 측면을 기

준으로, 위험그룹Ⅱ는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높은 위험그룹은 1의 값, 낮은 위험그룹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제변수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은행의 경우 평균 0.51%, 최대값

1.50%, 최소값 -1.01%, 표준편차 0.31의 값을 나타낸다.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1.56%, 최대값 25.53%, 최소값 -65.19%, 표준편차 5.44의 값을 나

타낸다. 여기서도 저축은행간 경영상태가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

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대상 기간의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상황이 상

당히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총자산의 로

그값의 평균은 은행이 17.88, 저축은행이 12.85의 값을 보였다. 한편, 거

시경제 변수인 GDP 및 부동산가격등락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하

며 동일연도에는 모두 같은 값을 부여하였다. 기준금리는 은행 및 저축

은행의 각 회계연도말 시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GDP 및

부동산가격등락률 평균은 각각 3.26%, 2.20%이며, 기준금리 평균은

2.62%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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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변수의 기초통계량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관찰수
BIS자기
자본비율

은행 14.49 18.05 11.70 1.33 85
저축은행 11.29 138.64 -187.20 17.68 590

고정이하
여신비율

은행 1.49 3.86 0.86 0.55 85
저축은행 17.91 91.46 0.11 14.40 590

제도도입
(Dummy)

은행 0.40 1 0 0.49 85
저축은행 0.30 1 0 0.46 590

위험그룹Ⅰ
(Dummy)1)

은행 0.55 1 0 0.50 85
저축은행 0.50 1 0 0.50 590

위험그룹Ⅱ
(Dummy)2)

은행 0.58 1 0 0.50 85
저축은행 0.55 1 0 0.50 590

ROA 은행 0.51 1.50 -1.01 0.31 85
저축은행 -1.56 25.53 -65.19 5.44 590

총자산
로그값

은행 17.88 19.40 14.85 1.26 85
저축은행 12.85 15.49 10.26 1.03 590

GDP 3.26 6.50 0.70 1.19 675
기준금리 2.62 3.25 2.00 0.47 675

부동산가격등락률 2.20 5.30 -0.40 1.46 675
  주 : 1) 위험추구성향을 위기대응능력 기준으로 구분함

      2) 위험추구성향을 건전성관리능력 기준으로 구분함

2.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들간의 변이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따로 주

어지지 않고 단지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변

수간 상관관계가 매우 강한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로 인해 유의해야 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되

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관관계가 강할 경우 추정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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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가 커지고 이것이 추정치의 유의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민인

식·최필선, 2012).

［표 12］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중에서 기준금리와 부동산가격등락률을 제외하면 강한 상

관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기준금리와 부동산가격등락률의 경우 상

관계수가 0.763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증분석시 두 변수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더라

도 두 변수를 모두 추가했을 때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모형의 적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위기대응능력이 높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증가하면 건전성

관리능력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위기관리능력

이 높아지면 건전성관리능력도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제도도입(Dummy)과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 및 고정

이하여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도도

입 이후 위기대응능력은 높아졌으나 건전성관리능력은 예상과는 달리 오

히려 악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조절변수인 위험그룹Ⅰ,Ⅱ 모두 예상대로 BIS자기자본비율과는 음(-)

의 상관관계, 고정이하여신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총자산

순이익률(ROA)과 BIS자기자본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 총자산순이익

률(ROA)과 고정이하여신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

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수익성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자산과 두 개의 종속변수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

를 보이고 있다. 자산규모의 위험에 대한 영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기타 통제변수인 거시경제 변수들과 종속변수와는 상

관계수가 크진 않으나 모두 동일한 부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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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표

BIS자기
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제도도입
(Dummy)

위험그룹Ⅰ1)
(Dummy)

위험그룹Ⅱ2)
(Dummy) ROA 총자산

로그값 GDP 기준금리
고정이하
여신비율 -.414**
제도도입
(Dummy) .154** .088*

위험그룹Ⅰ1)
(Dummy) -.411** .258** .014

위험그룹Ⅱ2)
(Dummy) -.180** .530** .155** .266**

ROA .601** -.692** .059 -.282** -.335**
총자산
로그값 -.091* -.291** .010 .155** -.001 .031

GDP -.092* .086* -.170** .019 .123** -.133** .021

기준금리 -.095* .197** -.141** -.003 .199** -.180** .009 .578**
부동산가격
등락률 -.146** .085* -.599** -.008 .058 -.142** .009 .348** .763**

주: 1) 위험추구성향을 위기대응능력 기준으로 구분함

    2) 위험추구성향을 건전성관리능력 기준으로 구분함

    3) **, *는 각각 1%,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38 -

제2절 가설검증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미

치는 영향을 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앞

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를 은행과 저축은행

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를 제도 도입 기준연도로 하여 분석한 결과도 추가적으로 제

시하였다.

1. 제도 도입이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은행에 대한 분석

은행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2］

와 같다. 은행의 경우,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종속변수인 BIS자기자

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기대응능력이나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이 지지되지 못하였

다. 현재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보험료율 차등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표준 보험료율이 0.08%로 현

행 차등보험료율율 곱하는 구조를 반영할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절대적인 차등폭은 0.48bp에 불과하다. 한편, 은행은 제도 도입 이전에도

보수적인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절대평가 방식인 현행 차등보험료율 제

도하에서는 특별히 위험추구행위를 줄이지 않더라도 우량등급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위험추구행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등급

상승을 통해 보험료 절감 혜택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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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 도입 이후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어떠한 통제변수들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의

관계에서는 통제변수들중 GDP증가율만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향상되어

연체 가능성이 줄어듦에 따라 음(-)의 관계를 기대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양(+)의 값(0.125)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은행이 수익

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대출확대 정책을 구사하여 대출자의 신용도

스팩트럼이 넓어짐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이 더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건전성관리능력에 대해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기준연도를

달리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도 도입의 준비기간보다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

기를 제도 도입 시점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BIS자기자본비율보다는 변화를 빨리 줄

수 있어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방법은

제도 도입 이후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

기에는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분명 있다.

이와 같이 기준연도를 달리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표 13］의 고정이

하여신비율(기준연도Ⅱ)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의 경우 예상한 대

로 음(-)의 값(-0.215)을 보이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기타 통제변수들도 앞의 분석방법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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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  분

종속변수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연도Ⅰ)1)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연도Ⅱ)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11.663***
(5.112)

0.323
(0.288)

-0.400
(-0.113)

제도도입(Dummy)
0.421
(1.312)

0.033
(0.185)

-0.215
(-0.185)

총자산이익률
0.518
(1.041)

총자산로그값
0.193
(1.661)

0.041
(0.905)

0.041
(0.905)

GDP증가율
0.067
(0.792)

0.125***
(3.774)

0.129***
(3.078)

기준금리
-0.489
(-1.254)

0.063
(0.163)

0.433
(0.248)

부동산가격등락률
-0.069
(-0.868)

-0.162
(-0.363)

F값 1.111 3.402 3.402

조정된 R2 0.007 0.125 0.125

주: 1) 차등 제도 기본방안 확정연도(2012년)를 제도도입 기준연도로 설정

    2) 차등 제도 본격시행 연도(2013년)를 제도도입 기준연도로 설정

    3)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저축은행에 대한 분석

저축은행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표 13］

과 같다.

먼저, 위기대응능력 측면인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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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더미변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4.290)을 보이고 있다. 즉, 저축은행의 경우 차등보험료율 제

도 도입 이후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높은 보험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위험추구행위를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우

위기대응능력 측면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가설 1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인 총자산이익률은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익성

이 높을수록 위기대응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 높

으면 더 많은 자기자본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총자산 로그값의 경우 음(-)의 부호를 보

이고 있다. 즉 규모가 클수록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대형 금융기관은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어 위험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

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다 위험추구적일 수 있고, 규모가 클수록 정부

의 묵시적 보호, 즉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기대가 작동하여 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높음을 시사한다(Saunders et al., 1990).

다음으로,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인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더미변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8.710)을 보이고 있다. 즉, 저축은행의 경우 차등보험료율 제

도 도입 이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

입 이후 저축은행이 건전성관리 능력을 악화시킨 것으로, 예상과는 반대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몇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동수․성태윤(2002)의 연구

에서 예금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가된 비용상승을 금융소

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21)와 비슷한 맥락으로, 차등보험료

21) 예금보험료가 0.1%p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0.01~0.02%p 인상하고 예금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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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제도 도입 이후 높은 위험추구행위에 따른 예금보험료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금리체계 변화를 통해 예금보험료 증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수신의 가격이라 할 수 있

는 금리체계 변화는 대출 및 수신의 양을 변화시키는 등 금융기관의 보

유자산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의 건

전성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

조정 이전 저축은행이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실제 회사의 재무상태를

과대 포장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금융

당국은 재차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의 분식이 걷히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의 수치가 표면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셋째,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로 누락변수

(omitted variable)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여신의 연체율 상승, 이를 상쇄

할 신규 우량여신의 정체, PF자산 부실정리의 장기화, 다중채무자의 채

무상환 능력 악화 등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

인22)들을 모형에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총자산로그값의 경우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

다. 즉 규모가 클수록 위험추구행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BIS자기

자본비율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은행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건전성관리능력에 대해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기준연도를 달리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금융기관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BIS자기자본비율보다는 변화를

빨리 줄 수 있고 특히 저축은행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비율의

변동성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준연도를 달리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4］의 고정이

0.01~0.02%p 인하하며, 이러한 금리변화에 대하여 예금의 증가율이 2bp 하락하고 대출의 증가

율은 4bp 하락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22)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13년 겨울 제1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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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신비율(기준연도Ⅱ)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차등보험료

율 제도 도입 더미변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

(-7.345)을 보이고 있다. 즉,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낮아졌다. 앞서 제도 도입 기준연도를 준비기간까지 포함하여 분

석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가설 1과 부합된다.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높은 보험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저축

은행들이 위험추구행위를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기대응능

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효과를 나타낸 반

면, 건전성관리능력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인 기준금리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금

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떨어지게 되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차주

의 이자비용 부담이 작아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다른 통제변수인 부동산가격등락률은 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 건전성 지표가 부동산 경기에 매

우 민감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 나머지 통제변수들

은 앞의 분석방법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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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저축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  분

종속변수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연도Ⅰ)1)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연도Ⅱ)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51.649***
(6.579)

-11.047
(-1.214)

-64.832***
(-3.788)

제도도입(Dummy)
4.290**
(3.443)

8.710**
(2.558)

-7.345**
(-2.012)

총자산이익률
1.840***
(17.308)

총자산로그값
-3.303***
(-5.970)

0.958*
(1.723)

1.555**
(2.472)

GDP증가율
-0.388
(-0.545)

0.013
(0.012)

-1.248
(-1.475)

기준금리
1.866
(1.199)

3.770
(0.762)

32.218***
(4.422)

부동산가격등락률
1.853
(0.984)

-8.534**
(-3.453)

F값 82.389 10.760 7.545

조정된 R2 0.409 0.077 0.063
주: 1) 차등 제도 기본방안 확정연도(2012년)를 제도도입 기준연도로 설정

    2) 차등 제도 본격시행 연도(2013년)를 제도도입 기준연도로 설정

    3)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기관유형(은행 및 저축은행)별 비교분석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은행과 저축은행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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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은 제도 도입 이후 증가하였고 은행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저축은

행은 제도 도입 이후 감소하였으나 은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한편, ［표 15］와 같이 제도 도입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를 보더라

도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훨씬 크다. 이러한 결과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저축은행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 그 효

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는 효과는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등보험료율 적용시 할증 및 할인의

기준이 되는 표준 보험요율이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훨씬 높아 위험추구

행위를 줄임으로 인한 보험료 절감효과가 저축은행이 더 크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23) 결국 가설 2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은행 및 저축은행의 제도도입(Dummy) 회귀계수(t값) 비교

구 분 BIS자가지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1)

은행
0.421
(1.312)

-0.215
(-0.185)

저축은행
4.290**
(3.443)

-7.345**
(-2.012)

주: 1) 차등 제도 본격시행 연도(2013년)를 제도 도입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위험추구성향 차이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1) 은행에 대한 분석

23) 표준 보험료율이 은행 0.08%, 저축은행 0.4%로, 현행 차등보험료율을 곱하는 구조를 반영할

경우 절대적인 차등폭은 은행 0.48bp, 저축은행 2.4b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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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종

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제도 도입 여

부와 조절변수인 위험추구성향의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위기대응능력에 미

치는 영향은 위험추구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IS자기자본비

율은 최소 적립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다 감독당국 및 예금

자 등 이해관계자가 가장 많이 살펴보는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정

성이 높은 은행권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전에도 BIS자기자본

비율에 대하여 통상 보수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기관도 차등평가시 최고점수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절대평가 방식인 현행 차등보험료율 제

도하에서는 위험추구성향에 관계없이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통해서는

보험료 절감 혜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려는 노력

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여부와 위험추구성향의

상호작용항에서 회귀계수값이 -0.409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위험추구성향이 높았던 은행이 위험추

구성향이 낮았던 은행보다 제도 도입 이후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더 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건전성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위험추구 수준이 높은 은행은 차등평가시

고위험 등급으로 평가되어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

기 때문에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전에 위험추구 수준이 높았던 은행

이 위험추구 수준의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즉, 위험추구 수준이 높은 은행이 위험추구 수준이 낮

은 은행보다 위험추구행위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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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  분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14.926***
(6.855)

0.227
(0.244)

제도도입(Dummy)
0.147
(0.359)

0.079
(0.409)

위험추구그룹(Dummy)
2.121***
(7.524)

0.739***
(5.737)

제도도입×위험추구그룹
-0.339
(-0.781)

-0.409*
(-1.975)

총자산이익률
-0.209
(-0.553)

총자산로그값
-0.050
(-0.553)

0.024
(0.645)

GDP증가율
0.045
(0.737)

0.071**
(2.437)

기준금리
-0.271
(-0.376)

0.170
(0.523)

부동산가격등락률
-0.089
(-1.337)

F값 11.402 8.792

조정된 R2 0.498 0.394
주: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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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은행에 대한 분석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제도 도입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값은 7.216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제도 도입 여부와

위험추구성향의 상호작용항은 회귀계수값이 -5.666으로 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BIS자기자본비율이 제도 도입 이후

높아졌으나,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추구성향이 낮았던 저축은행

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위기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

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현행 차등

보험료율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기는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차등폭이 매우 작다. 더욱이 1등급 할인율은 5%로

큰 반면 3등급 할증율은 1%로 작은 비대칭 설계로 인해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3등급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인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값

은 8.578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제도

도입 여부와 위험추구성향의 상호작용항은 회귀계수값이 -5.530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추구

성향이 높았던 저축은행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험추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은 차등평가시 고위험 등급으로 평가되어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추구 수준의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율

을 낮추려는 유인이 더 강하다. 따라서, 저위험추구성향보다 고위험추구

성향 저축은행에서 위험추구행위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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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저축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  분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47.565***
(6.403)

-11.674
(-1.594)

제도도입(Dummy)
7.216***
(4.424)

8.578***
(2.839)

위험추구그룹(Dummy)
-7.482***
(-5.478)

18.637***
(16.257)

제도도입×위험추구그룹
-5.666**
(-2.435)

-5.530***
(-2.634)

총자산이익률
1.616***
(15.316)

총자산로그값
-2.613***
(-4.903)

1.251***
(2.793)

GDP증가율
-0.337
(-0.502)

0.335
(0.385)

기준금리
1.248
(0.847)

-1.219
(-0.305)

부동산가격등락률
1.772
(1.169)

F값 76.630 57.509

조정된 R2 0.473 0.402
주: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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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금융기관들의 과도

한 위험추구 억제라는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는지를 국내은행과 저축

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위험추구행위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험추

구행위의 측정변수로는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활용하였다.

먼저 차등 제도 도입과 위험추구행위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종속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기대응능력이나 건전성관리능

력 측면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

을 보여 위기대응능력 측면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건전경영 유도 효

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건전성관리능력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를 제도 도

입 시점기준으로 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 제도 도입 이후 건전성관리능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권과는 달리 저축은행권에서

는 가설 1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저축은행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하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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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는 효과

는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의 관계에

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은행과 저축은행 각각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먼저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와 위험추구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고정이하여신비

율의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에서 회귀계수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증적 결과를 얻었다. 이는 위험추구행위의 위기대

응능력 측면에서는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없지만 건전성관리능력

측면에서는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제도 도

입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 상호작용항은 음(-)의 값을 각각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즉, BIS자기자본비율이 제도

도입 이후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추구성향이 낮았던 저축은행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 상호작용항은

음(-)의 값을 각각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요컨대 저

축은행에서는 위험추구행위의 위기대응능력 및 건전성관리능력 모든 측

면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금융기관에게 위험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는 금융기관 스스로의 위험관리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

여 시스템 전반의 위험상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

는 제도이다.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본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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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당초 취지대로 금

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라는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다. 국내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준비

과정을 포함한 시행 초기의 반응을 짚어본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

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며, 지속적인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 위험추구행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수준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후생을 높이는 합리적 수준의

위험추구는 허용하되 부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위험추구는

사전에 억제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좀더 확대되기 위해

서는 충분한 보험료 차등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

가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일부 위험지표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차등폭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

재는 소프트랜딩 기간이고 향후 차등폭이 점차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

에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여지는 있다. 다만, 현행 법령

상 최대 차등폭(표준보험료율±10%)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제도의 도입 취

지에는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차등폭이 상당

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적정 차등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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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후 높은 위험추구행위에 따른 예금보

험료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금리체계 변화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이 제기됐다. 이러한 금리체계 변화는 금융기관의

보유 자산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변화할 것으

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와 금융부실화, 예금

보험료 인상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실

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은 아니었지만 거시경제 변수와 위험추

구행위와의 관계에서 일부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자체에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차등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변화와 도산위험에 근거하여 부과되므로

경기악화시 높은 예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부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경기상황이 좋을 때 예금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경기가 악화될 때 덜 부과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

회사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과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호

성 등(2011)의 연구에서 제안한 이동평균에 의한 예금보험료 부과방식24)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등화 지표의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재검증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이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위험을 측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기관과 시장참여자

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아울러 시장원리에

부합되며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국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효과를 최초로 객관적인 재무자

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

24) 매년 예금보험료율을 평가하되 평가된 요율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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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도 가지고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

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데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전과 관련된 데이터는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나, 제도

도입 이후의 데이터는 본격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년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 시행 시기보다 앞선 기본방안 확정

시점을 제도 도입 기준시점으로 하여 2개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차등평가 모형의 위험측정 지표는 계량항목만 하더라도 10개로 매우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 대표성을

띤 2개 지표만을 위험추구행위 변수로 채택하여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

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제도와 관계되는 더 다양한 지표

를 분석에 활용하면 더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차등지표별 임계치 내지는 전체 기준점수를

넘어서야만 건전경영에 대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

순히 지표의 개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임계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지표

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다면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보다 정확

하게 정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3등급 금융회사가 2등급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받도록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제도가 건전경

영 유도효과를 갖는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지표가 개선되었더라도 여전

히 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유의적인 건전경영 유도효과를 갖는다고 추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임계치 또는 기준점수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러한 정보의 경우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분석상의 한계가 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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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Effect of

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system on the

Risk-Taking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Oh, JongJ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system(RBPS) can be a

positive factor in promoting sound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an objective tool to calculate an

appropriate level of deposit insurance premium. Korea adopted this

system starting from 2014.

This study is the research about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RBPS to reduce excessive risk-tak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ountry was demonstrated for domestic banks and savings banks.

Changes in the risk-taking behavior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view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bility to cope with a crisis and the ability to ensure financi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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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to be sensitive to the RBPS. BIS capital adequacy ratio was

utilized as the variable that measures the ability to cope with a crisis,

and NPL ratio was used as the variable that measures the ability to

ensure financial soundness.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as utilized

panel data extracted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avings banks in 2009-2014. The institution-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acro-economic factors was controlle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oduction of

The RBPS and the risk-taking behavior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bank, both dependent variables, BIS ratio and NPL ratio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savings bank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of the positive(+) at the BIS ratio.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BPS has the effect of inducing sound

management in terms of the ability to cope with a crisis.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as

the time to conduct the full-scale system, the ability to ensure

financial soundness was impro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rom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BPS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risk-taking

behavior.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RBPS is operating more

effectively in savings banks than banks in terms of risk-taking

behavior reduction.

Further study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degree of the

risk-taking has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oduction of The RBPS and the risk-taking behavior.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bank, the degree of the risk-taking has moderating

effects in terms of the ability to ensure financial sound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ncentive to lower the premium appears stronge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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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nks belonging to relatively high risk-taking groups.

In the savings banks, the degree of the risk-taking has moderating

effects in all aspects.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irection

of the moderating effects. In terms of the ability to cope with a crisis,

the incentive to lower the premium appears stronger at a savings

bank belonging to relatively high risk-taking group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ability to ensure financial soundness, the

incentive to lower the premium appears stronger at a savings bank

belonging to relatively low risk-taking group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 of attracting sound management in the high

risk-taking financial institutions appears weaker because of the

asymmetrical premium rate structure.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BPS in

Korea in a quantitative method using an objective financial data.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an provide clues for the

ongoing research. Further, it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in the point of obtaining a very important result that will

support the validity of the RBPS empirically.

keywords : 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risk-taking,

ability to cope with a crisis, ability to ensure financial

soundness, BIS capital adequacy ratio, NPL ratio

Student Number : 2014-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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