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序 論

우리나라의 保證保險産業은 1951년 6월 保險業法 改正時 제1조의 保險

事業에 保證業務를 포함하는 內容을 追加하면서 誕生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1961년 6월 安國火災(현, 三星火災)가 身元信用保險을 인가받아 판

매한 것을 始初로 營業이 본격화 되었다. 그 후 保證保險은 政府의 지속

적인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推進으로 인한 保證需要의 꾸준히 增加하였

고 정부의 保險産業 育成政策에 힘입어 급속한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여

왔다. 더욱이 새로운 信用社會로의 變化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

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保證需要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保證保險産業

은 이에 상응하는 社會公機能的 役割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90年代 들어 政府는 급속한 對內外的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國際化, 自由化, 開放化 政策을 標榜하였다. 그

결과 보험산업은 保險價格의 自由化, 再保險의 自由化, 保險仲介人(broker)

制度의 導入, 보험사 설립시 經濟的需要審査(ENT)條項의 廢止 등 이제까

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대 變革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自由化

日程이 향후 2, 3년내에 거의 完了될 豫定이어서 保險市場은 전분야에 걸

쳐 市場競爭의 原理에 의한 치열한 競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環境變化는 保險産業에 質的, 量的으로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될 것

이며, 保險會社는 확대된 自律性을 바탕으로 體質改善을 통한 競爭力의

提高와 內實爲主의 經營戰略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保證保險事業은 專業體制를 유지하면서 2개사에 의해 영위되는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經濟不況 등의 영향으로

營業收支 赤字가 深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保險産業의 環境變化와

保證保險社의 경영불안 및 만성적인 적자 시현은 보증보험산업의 안정적

- 1 -



인 經營基盤 構築과 지속적인 發展 및 國際競爭力의 强化 등 당면과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憂慮를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이

보증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중대한 轉換

期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증보험이 갖고 있

는 問題點을 심층적으로 分析하고 改善을 위한 다양한 方案을 모색하여

中長期的인 發展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本 硏究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먼저 第Ⅰ章 序論에

이어 第Ⅱ章에서는 보증보험의 意義 및 特性, 發展過程, 市場規模 및 商

品運營現況, 營業收支 등 보증보험의 개괄적인 內容과 運營現況을 살펴보

고, 第Ⅲ章에서는 현재 保證保險産業이 직면하고 있는 問題點을 보증보험

의 安定性, 商品 및 料率, 營爲形態, 所有構造 및 類似保證機關과의 競爭

力 側面에서 검토했으며, 특히, 보증보험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증보험사

업에 內在된 體系的인 危險, 언더라이팅政策, 景氣變動에 대한 緩衝制度,

求償率, 再保險 등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分析했다.

第Ⅳ章에서는 第Ⅲ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保證保險營業의

安定性 提高와 商品 및 料率體系 改善, 所有構造 改善 및 類似保證機關과

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發展方案을 제시하였고, 第Ⅴ章에서는 保險産業의

環境變化에 따른 保證保險市場의 開放에 대한 문제와 發展方案으로 市場

開放의 方向, 方法, 效果 등을 개략적으로 檢討하고 保證保險社의 對應方

案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第Ⅵ章에서는 보증보험산업의 發展方案을 요

약하면서 結論을 맺었다. 또한 附錄에서 주요국의 보증보험 운영현황을

조사, 정리하여 국내 보증보험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한 參考資料

로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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