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保證保險의 運營現況

1. 保證保險의 意義 및 特性

가. 保證保險의 意義

保證保險의 源泉인 保證의 歷史는 고문서나 성서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명의 발생초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오래된 保證

契約은 BC 2750년에 페르시아인과 앗시리아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을 기록한 판이 Sargan Ⅰ세의 圖書館에 보관되어 있다.1) 또한 함무

라비법전에는 페니키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에 전해져 海上保險의 起源이

되었다고 하는 行商人(darmatha)에 관한 身元保證規定도 존재하고 있어

이 시대에 이미 財産抵當, 人質, 그외의 物的, 人的債權擔保方式의 不備를

보정하는 새로운 制度가 모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의 信用保證制度를 擔保力이 부족한 企業의 資金調達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公信力있는 제3의 機關이 保證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源

流는 19세기 스위스의 信用保證制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제도

는 길드제를 바탕으로 하여 혈연적 관계에 입각한 형태로 시작하여 業種

別 保證組合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스위스의 保證制度는 제2차 세

계대전을 전후하여 獨逸을 통하여 日本에 영향을 미치고 오스트리아, 네

델란드 등 유럽각국으로 전파되어 각각 그 나라의 實情에 맞는 제도로

定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의 信用保證制度와 유사한 형태가 처음으로 구상

된 것은 1960년 과도정부에 의해 작성된 「3/4분기 재정금융안정계획2)」

1) 대한보증보험(주), 보증보험 연구 , 198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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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도정부는 4·19혁명 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한 政策目標의 하나로 삼고 중소기업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자의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제도상의 일

대 진전이 있었다. 이 제도는 후에 中小企業銀行法의 제정과 함께 승계

발전되어 信用保證制度가 도입되는 契機가 되었다.

1) 保證制度의 意義

현대적인 保證制度는 保證人의 성격에 따라 個人保證과 法人保證으로

구분할 수 있다. 個人保證(personal suretyship)制度는 個人保證人의 信用과

財力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保證契約의 성립과 그 履行過程에서 많은 缺

陷3)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英國과 美國 등에서 法人(기업)保

證(corporate suretyship)制度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保證制度는 經

濟의 發展과 더불어 信用去來가 증대되면서 하나의 經濟制度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民法上 保證이라 함은 債務의 履行을 하지 않은 경우에 債

務者 이외의 자가 그 이행에 대한 責任을 負擔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

이 主債務者 이외에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부종적채무자

라 함)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附從的으로 이행하는 자가 保證人이고 그가

부담하는 채무는 保證債務이며 보증채무를 보장하는 계약이 保證契約이

다. 보증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로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존

재하고 보증채무인 主債務가 있어야 하며, 보증인의 辨濟能力, 行爲能力

2) 동 계획은 1960년 5월 합동경제심의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임.
3) 보증인의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보증을 기피하게 되고, 주채무자도 보증인

을 세운다는 것도 어렵고 자신이 2차적인 보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채권자의 경우

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보증인의 재무능력 등의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신뢰할 수 있더라도 장래에 이행치 못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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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필요하다.

保證制度는 자금의 만성적인 超過需要와 물적담보 위주의 金融慣行 등

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金融機會를 제공함으로써 國民經濟의 效率性과 公平性 提高에 크게 이바

지하여 왔다. 그동안 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信用保證制度에 대한 사회

적 기대와 金融市場에 내재되어 있는 矛盾을 완화하는 중요한 政策手段

으로서 국민경제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信用保證制度는 그 경제적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信用保證은 국

가별로 각기 독특한 모습과 내용을 지닌 제도의 산물이며, 사회적인 현상

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신용보증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

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金融産業의 落後性에서 신용보증의 의의를 찾는 전통적인 시

각이다. 신용보증은 成長經濟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

한 金融産業을 보완하는 하나의 政策道具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부문의 현 주소에서 신용보증의

존재의의를 찾는 것으로서 신용보증제도를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 즉

물적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나 대기업 편중여신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補完的 金融시스템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경제의 각 부문이 선진화되면

그 존재의의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두번째는 金融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좀더 구

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供給者가 제공하는 資金과 수요자가 요

구하는 자금의 質的 性格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괴리는 시장

내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데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이

와 같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실패를 가져오는 障碍要因을 제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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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즉 자금의 供給者가 요

구하는 낮은 수준의 債務不履行危險과 需要者가 지니고 있는 높은 수준

의 債務不履行危險 사이의 괴리를 제거하여 金融資源을 최적상태에 접근

시킬 수 있는 仲介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개시스템이 바로 신

용보증제도라는 입장이다.

2) 保證保險4)의 意義

우리나라에서의 保證保險事業은 保險業法 제5조 제1항의 괄호에서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 법에 의하면 保險事業은 『賣買·雇用·都

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

생한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손해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기타 義務者에

게 約定하고, 채무자·기타 의무자로 부터 그 報酬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5)하므로써 保證契約이 保險의 形態를 취할 수 있는 基礎

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保證保險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

자(채무자)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계약상의 債務不履行 또는 법령에 의

한 義務不履行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

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保險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保證保險의 意義를 살펴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을 보증해주는 法人保證制度이며,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商法上의 전형적인 보험형태가 아니라 行政規制法인 保

險業法에 의해 營爲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 보험이다.

그러나 아래 <표 Ⅱ-1>과 같이 保證과 保險은 그 성격에 있어서 差異

4) 이후 보증보험을 보증증권, 신용보험과 구별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을 달기로 한다.
5) 동 조항은 신용사회의 증대로 보증보험의 수요와 중요성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사업으로서의 규제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어 1971년 보험업법 개정시 신설·

삽입된 조항이다. 노상봉·홍범식,「보험업법해설」, 보험연수원, 1996.2,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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點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保證保險의 損害保險性 認定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保證保險을 保險事業으로 규정한 타당성을

保險事故의 偶然性側面과 商法 제659조 제1항에의 배치 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 1> 보험과 보증의 차이점

구분 보험 보증

관련법규 상법 민법

개념

보험자가 우연한 일정의 사고
가 생긴 경우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일정의 보험료를 지불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보증인인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행을 하는
의무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계
약

계 약 당 사

자
보험자, 계약자

채권자 (oblig ee), 채무자 (principal),
보증인 (surety company )

보험사고
사고발생을 예정, 우연성이 성
립요소

예정불가, 채무불이행

계약성격

독립계약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완적 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보증료 납입은 보험금액
지급의 전제요소는 아님)

계약해제권 인정 불인정

기능 손해의 전보 채무불이행위험을 배제함

保險事故의 偶然性이란 保險事故의 발생이 保險契約 成立時에는 不確

實하다는 뜻이므로 事故가 보험계약자의 作爲·不作爲에 의하여 左右되

는 것과 契約成立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契約締結 時點

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계약은 成立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商法 제659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도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故意·重過失로 인한 사고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保證保險에서는 故意, 重過失도 補償하고 있어 상법규정에 반한다

- 7 -



는 의견이 있으나 自動車賠償責任保險 등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故意·重過失을 보상하고 있고, 상법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不利益하게 變更(상법 제663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규정의 性質과 根本趣旨에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6) 따라

서 保證保險을 損害保險으로 認定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나. 保證保險의 機能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保證保險은 계약자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保險金을 지

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損害保險이다. 또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법상의 전

형보험7)이 아니고 行政規制法인 保險業法에 의한 보험으로서 그 내용이

보증이므로 보험계약법중 보험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대신 民法上의 保證에 관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증을 보험의 형식을 빌어 영위하는 법인보증제도로

서 保證과 保險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1) 保證의 機能

民法 제428조에 『보증은 주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

우에 채무자 이외의 자(즉, 보증인)가 그 이행의 책임을 담보하므로서 주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보증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6) 노상봉·홍범식(1995), 전게서, pp. 131∼132.
7) 상법 제4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

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과 인보험의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말한다(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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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보험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의 공여와 채권자에 대한 債權

擔保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자는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자

신의 擔保力 또는 資本力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외적인 信

用度를 증진시켜 원활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는 보

증보험증권을 債權擔保物로 제공받아 거래상의 안전을 기할 수 있고 손

해발생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동시에 이익

을 주는 債權擔保的 機能을 하게 된다.8)

2) 保險의 機能

가) 信用手段의 提供

일반적인 商去來 關係에서 채권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채무자

에게 保證人을 세우거나 物的擔保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확보수단으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물적담보의 제

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이

행능력을 보장하면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損害補償을 확실히 할

수 있는 信用手段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경제거래가 다양해지고 활발해질수록 담보위주의 거래에서 신용위주의

거래로의 轉換은 필수적이다. 즉, 개인의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물적담보력이 부족하여 개인신용거래활동이 위축된다고 할 때 보

증보험의 필요성은 실로 크다. 信用社會의 定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

증보험은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거래에 따른 金融活動을 수행케 하므로써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신용사회를 정착

8) 조현도, 보증보험의 경영안정화 대책 ,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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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 經濟的 安定圖謀

보증보험의 1차적인 목적은 債務者의 信用을 보증해 주는 것이지만 2

차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損害를 보상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고로 인한 經濟的 損失을 신속하게 보상함으

로써 피보험자(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되므로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그 기능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다) 損害의 防止

보증보험은 被保險者의 책임있는 事由(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를 약관에서 免責事由로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채권자와 보험계약자

인 채무자간의 共謀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또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信用度 調査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不良物件은 인수를 거부

함으로써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라) 資金의 供給

保險料로 축적된 자금은 건전한 財源으로서 株式, 社債, 國公債, 不動産

등에 투자되므로 기업 또는 국민경제에 資金供給者로서의 역할도 수행하

고 있다.

마) 危險의 分散

보증보험은 擔保危險이 서로 이질적이고 景氣變動에 민감하므로 위험

의 분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一般損保社와 마찬가지로 국

내외 보증보험사 또는 專業再保險社와 재보험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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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證과 保險의 兩面性

보증보험의 성격을 순수한 보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으로 볼 것

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規制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損

保社들이 보증업무를 보증보험사업의 형태로 계속 영위하는 데는 학술적

으로나 현실적 또는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保證證券業務를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1972년 11월에 保

險審議會에 附議한 결과 손보사들이 보증업무를 영위하는데는 기본적으

로 이의가 없으며 보증업무의 범위는 정부당국 관계자의 자문에 따른다

고 결정을 보았다. 이에 따라 일본 손보사들은 1974년 6월 保證證券 業務

를 인가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 구조를 보면 대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의 주계약, 채무자와 보험사(보증인)간의 보증위임계약, 보험사와 채권자

간의 保證委託契約 등으로 되어 있고 특히 保證契約 제1조를 보면 채권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달리 連帶保證債務

임을 명기하고 있다9).

다. 保證保險의 特性

1) 市場의 特性

가) 保證의 需要

保證의 需要는 크게 企業에 의한 수요와 個人에 의한 수요로 대별할

수 있다. 수요자가 기업인 경우 주요 거래상대방의 이행 또는 대금지급관

계와 채무이행관계에 대한 商事保證이 주가 되므로 保證金額이 큰 것이

9) 박도수, 보증보험의 성장변수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6.,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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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반면에 수요자가 個人인 경우 주로 상대방에게 개인의 신용

및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한 民事保證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少額인 경

우가 많다.

기업의 보증수요는 보증금액이 크고 보증에 수반되는 복잡한 제반 문

제로 인해 보증을 제공받는 거래상대방은 개인보증이나 물적담보의 제공

보다는 事故發生時 간편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企業保證制度에

의한 보증을 선호하는 傾向이 있으나, 피보증인은 보증에 대한 手數料의

負擔이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까다로운 條件 때문에 오히려 忌

避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保證需要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保證內容, 보증관계 당사자간의 利害關係에 의해 조정, 결정되는데 비하

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보증내용에 따

라서는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보증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家가 개입하여 권유하거나 法制化함으로써 기업보증제도로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기업보증제도에 대한 보증수요는 保證市場에서

유효보증제도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개입하에 정책

적으로 창출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자연히 國家政策에 따라 큰 영향을 받

거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증수요는 官製需要的인

性格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保證의 生産

保證의 生産이란 채무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이라는

信用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 산출된 급부가 곧 保證商品이다. 따라서 보

증상품은 신용이라는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無形商品으로서 그 생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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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

첫째, 保證生産은 被保證人의 채무 또는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保證自體가 주계약에 대해서 從屬性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保險事故의

人爲性10)으로 인하여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파악 및 신뢰성 부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 셋째, 신용의 제공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보험과

는 달리 危險의 非轉嫁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大量生産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증의 對價도 手數料의 性格으로 인식된다.

보증의 공급은 보증수요에 종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의

供給量은 보증수요량에 正比例하게 되나 보증수요량이 모두 보증의 공급

량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는 보증사고의 인위성 및 위험의 비전가성

으로 인하여 보증수요자의 信用狀態에 따라 보증의 공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 市場의 不完全性

보증보험시장은 이와같은 보증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라 보험시장

이 갖는 불완전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보증시장에 내재되

어 있는 商品間 代替性 및 交換性의 결여로 인하여 일반 보험시장보다

不完全市場의 형태를 갖게 된다.

상품간 대체성 및 교환성의 결여는 각 보증기관별 商品特性에 기인하

기도 하며 상품간에 보증대상과 내용이 같아 商品自體의 대체성 및 교환

성은 존재하더라도 대개 대상수요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상품간 대체성·교환성이 결여 내지 제한으로 보증시장에서는 불완

전시장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보증시장에서는 需要者의

選擇보다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보증을 제공받는

10) 보험사고의 발생이 주로 도덕적 위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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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권리자의 要求에 의해 상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需要者의 意思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서 보증상품의 需要가 決定되는

경향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여 보증시장의 불완전성을 더욱 강

하게 하는 것이다.

2) 保證保險事業의 特性

保證保險契約은 보험계약자(채무자)의 피보험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제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損害保險契約에 속한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보증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갖고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과 같은 人爲的 事故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반손해보험과

는 다른 특성이 있다(<표 Ⅱ-2> 참조).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형

태 및 내용, 보험사고의 성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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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일반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비교

구 분 일반손해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보증증권(Bond)

계약목적
특정유체물
(재물보험),

재산(책임보험)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계약당사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채 무 자 ( 피 보 증
인)와 보험자

채권자 (보험계
약자=피보험자)
와 보험자

채권자,채무자,
보험자

계약형태
자기 또는 타
인을 위한 보
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료 예정원가 취급수수료 예정원가 취급수수료

보험사고 우연한 사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담보위험
보험종목에
따라 다름

보험계약자의 채
무이행 능력

채무자의 지급
불능

채무자의 채무
이행능력

보상방식
및

담보범위
금액보상

금액보상/
실손해액의 100 %

금액보상/
75 %∼90 %

주계약상의 동
일한 보증채무
이행(금전 또
는 채무이행)

중도해지권 임의해지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임의해지 가능 해지권 없음

구상권 없음(대위권) 있음 없음(대위권) 있음

가) 保險契約의 形態

① 保險契約의 從屬性

보증보험계약은 보증인의 입장에 있는 保險者와 주채무자인 保險契約

者가 債權者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形態를

취한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 의한 주채무의 존재가 전제되는

종속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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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險契約의 當事者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은 하나의 채권계약으로서 그 계약

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지만 保證保險契約(단, 신용보험계약

은 제외)에서는 언제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

라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保險契約者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의 被保險者의 存在가 요구된다.

③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피

보험자(채권자)가 입은 損害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他人을 위한 보

험에 속한다11). 이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은 民法上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형

식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

권자에게 人的 또는 物的擔保를 제공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

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

게 함으로써 손해를 담보토록 하는 일종의 損害擔保契約의 형태를 취하

고 있다는 점에서 自己를 위한 保險과 他人을 위한 保險의 融合形態 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증보험계약은 민법상의 보증제도의 결

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特殊保險 形

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

상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共通身元信用保險의 團體契約, 피보

험자 보험계약특별약관이 첨부되는 주택마련보증보험 등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信用保險的 성격을 갖고

11) 상법 (제4편 보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16 -



있다.

④ 保險契約 解止權의 制限

一般損害保險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지체(상법 제650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652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험증가(653조) 등이 발생했을 때에

는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解止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

증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

고 있으므로 그 義務違反이 보험계약자에게만 있고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가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보증보험에서의 보

험계약자는 主契約에서의 채무자이므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保險證券

을 교부받아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채권담보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면에서 볼 때 주계약

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保險契約의 內容

① 危險의 非轉嫁

보증보험계약은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

행으로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損害擔保契約의 일종으로 保證과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

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

는 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代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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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따라서 보험자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계약체결시 連帶保

證人의 入保 등 債權補塡措置를 취하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위험의 轉嫁가 일어나지 않으며, 위험의 최종 부담자는 결국 보험계약자

자신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② 事前 信用提供 및 連帶保證性

보증보험의 1차적인 목적은 사전 신용제공이며 손해보상은 2차적인 목

적이 된다. 또한 상법 제511조 2항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가 주채

무자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겼을 때 또는 보증이 상행위일 때에는 주채

무자 및 보증인이 개개의 행위로서 채무를 각자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인수에 의한 보증은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행위의 일종으로 연대책임(상법 제52조 2항)을 지게 되어 보험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의 경우와 같은 검색 및

최고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③ 保險料의 手數料的 性格

일반손해보험의 保險料는 保險事故의 偶然性과 同質危險集團(homo-

geneous risk group)에 의한 大數의 法則을 전제로 산출되므로 장래 보험

금 지급을 위한 豫定原價가 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적립으로 마련된 준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예측이 곤

란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한 전액구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예정원가가 아닌 取扱手數料(service fe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 保險事故의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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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險事故의 人爲性 및 連鎖性

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손해보험과 같으나 보증보험은 보

험계약자인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人爲的 事故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

위적인 사고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故意 또는 重過失로 발생한

사고는 商法 제659조(보험자에 의한 면책사유)에 의한 면책사고로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동일 보험계약자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손해보험

에 있어서는 한 보험사고와 다른 보험계약과는 통상적으로 관련이 없으

나 보증보험은 그 사고의 인위성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同時多發的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景氣沈滯로 인한 대

기업체의 부도로 연쇄적인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는 현상은 그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② 危險選擇의 特異性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전제로 일정율의 損害發生을 豫

定하고 있으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逆選擇이 존재하며, 보증의 성격상 구상권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사고발생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따

라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와 달리 사고발생 가능성을 배제키 위해 보험

계약자인 주채무자의 자본(capital), 능력(capacity), 특성(character), 신용도

(credit)등 4C 원칙에 입각하여 事前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信用調査 및 審

査를 거쳐 위험을 선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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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景氣變動에 敏感

보증보험은 보증을 보험의 형식을 빌어 영위하는 法人保證制度로 경제

거래에 따른 信用의 補充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

험의 수요는 경제거래와 직결되어 창출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증보

험사고의 발생은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景氣變動에 따라 민감

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景氣가 好況일 때 수입보험료가 증대되면서

보험사고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수입보험료 증가율

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증가하게 된다.

1970년부터 1993년까지의 보증보험의 실적을 景氣變動別 期間으로 구

분하여 양자간의 보험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표 Ⅱ-3>과 같다. 보증보험

의 보험료성장율은 경기가 나쁠 때 성장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Ⅱ-3> 경기변동과 보증보험의 특성

(단위 : %)

구 분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증 특 종 장 기 전 체

보험료

성장율

확장기 10.7 15.0 26.1 22.0 2 1.2 49.0 19.5

수축기 11.0 4.3 20.0 15.3 5.7 32.5 14.1

전기간 10.8 10.1 23.3 18.9 14.1 4 1.4 17.0

손해율

확장기 34.2 54.9 7 1.4 94.3 53.2 68.0 55.0

수축기 43.2 54.2 74.8 118.2 48.3 73.4 58.0

전기간 38.3 54.6 75.2 105.3 58.3 70.5 56.3

- 20 -



2. 保證保險의 發展過程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은 1915년에 日本保險會社가 信用保險을 판매한

것이 효시이며, 그 후 安保火災(1963.2.1 안국화재로 흡수합병)가 國內社

로는 처음으로 보증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증보험은 현재 大韓保證

保險(1969.2), 韓國保證保險(1989.11)의 2개 專業社體制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FY'95기준 原收

保險料가 약 7,000억원으로 GNP 대비 0.2%, 손해보험 전체시장의 약

6.4%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Ⅱ-4> 보증보험의 발전과정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GNP(경상)
8,057

(24.9)

27,884

(28.2)

10 1,292

(29.4)

358,570

(29.5)

793,0 11

(16.6)

1,782,62 1

(17.6)

3,482,843

(14.2)

손해보험료
2 1

(31.7)

145

(47.9)

726

(37.9)

3,719

(38.6)

10,166

(22.2)

35,896

(28.5)

109,244

(25.2)

보증보험료
0.2

(85.7)

8

(107.8)

35

(33.1)

2 13

(43.1)

468

(16.2)

2852

(43.7)

7002

(20.4)

보 증

보 험

비중

GNP 0.003 0.03 0.34 0.06 0.06 0.16 0.20

손보 1.1 5.9 4.9 5.7 4.5 7.8 6.4

주: ( )는 해당기간에 대한 과거 5년간 기하평균성장율임.

이와 같은 보증보험산업의 急成長은 첫째,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실시로 인한 國民經濟規模의 擴大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보증보험

需要의 급신장, 둘째, 정부의 예산회계법 개정, 관세유예제도 등을 통한

수요 창출 및 성장 지원, 셋째, 전업체제의 유지에 따른 보증보험 산업

의 보호 및 육성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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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0年代

60년대의 보증보험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보증수요가 나타나지

않아 손해보험 중 보증보험의 占有比는 1.1%(1965년 기준)에 불과하였고

GNP대비 비중도 0.003%해당하는 초기단계에 머무른 상태였다. 60년대에

는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용을 보완하여 주는 企業保證制度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보증

보험이 하나의 손해보험영역으로 위치를 갖게 되는 초기적인 단계에 머

물렀다고 볼 수 있다.

보증보험상품은 정부의 손해보험 육성방안에 의해 전 손해보험회사(이

하「손보사」라 한다)가 취급할 수 있는 多元化體制를 유지하면서 1963년

신용보험, 1965년 이행보증보험, 1968년에 할부판매대금보험을 인가받아

판매하였다. 1965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12)의 개정으로 보증보험 이

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증보험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회계법이 개정된 후인 1966년 계약건수는 전년도 3,657건에서 43,561

건으로 1,091%, 보험료는 22,869천원에서 88,630천원으로 288% 증가했으

며, 이 후 196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이 1966

년 대비 10배 이상씩 증가하여 대폭적인 신장이 이루어졌다. 보증보험의

이러한 신장은 政府의 支援政策에 힘입어 고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제②항 제1호 :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

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1273호,

19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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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1960년대 국내보증보험시장의 추이

(단위: 천원, %)

년도 계약건수 보험금액 원수보험료 성장율 비고

1963 1,042 40,672 957 -

1964 2,57 1 178,611 2,280 138.2

1965 3,657 1,706,939 22,869 903.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1966 43,561 5,949,177 88,630 287.6

1967 52,706 9,485,794 149,168 68.3

1968 45,459 19,942,809 289,642 94.2

1969 10,696 15,086,189 274,528 -5.2 대한보증 설립

자료: 대한보증보험(주),「대한보증보험25년사」,1994, p. 68.

10개 손보사는 대출보증과 신원보증을 제외한 입찰, 이행, 할부판매보

증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1969.2.19 保證保險 專業社인 大韓保證保險

社(이하「大保社」라 한다)가 설립되어 대출보증,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증보험상품13)을 판매하기 시작함에 따라 專業社와 非專業社 體制로 변

경되었다. 그러나 大保社는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금융계 인사

로 경영진이 구성되고 관리층 부문의 과도한 인력 보유, 주력판매 상품인

대출보증보험의 실적 악화 및 관리비의 증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진의 개선, 기구 및 인원의 축소, 손보사가

참여한 增資(2억원) 실시 및 은행채무의 期限附 猶豫措置를 취함과 동시

에 해외 재보험을 통해 담보능력을 보강하도록 하는 등 緊急 救濟措置를

취하였다.

아울러 대보사를 재건하기 위해 10개 손해보험사의 자본참여와 함께

보증보험 면허의 반납 조치를 단행하여 보증보험사업의 一元化14)를 실시

13) 대한보증사의 보험사업면허는 손해보험면허로써 대출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입찰보

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보증보험영위와 관련된 화재보험을 영위토록 인가되었다. 대한

보증보험(주), 「대한보증보험 25년사」,1994, p.77.
14) 재무부, 보험1223-1196호 보증보험 영위의 일원화에 따른 지시 , 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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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은 1970년 5월을 기해 1개사 專業體制로 전환되

었다.

나. 1970年代

70년대의 보증보험산업은 보증보험 전업사인 大保社의 설립과 1970년

보증보험 영업 일원화 조치에 따라 보증보험시장이 1사 전업체제로 변경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원수보험료는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연평균 34.4% 성장하여 10년간 약 20배 규모로 확대되었

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년기준

4.9%로 확대되었으며 GNP대비 점유율도 65년의 0.003%에서 75년

0.34%로 증가하였다.

이는 1970년에서 1979년까지의 높은 성장율은 보험종목별로 볼 때 신

원보증보험 48.3%(점유율 8.4%), 이행보증보험 46.2%(점유율 51.6%), 납세

보증보험 67.3%(점유율 13.1%), 할부판매보증보험 21.8%(점유율 14.4%)

등의 신장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점유율은 1970년

45.4%에서 1979년 14.4%로 감소한 데 비해 이행보증보험은 1970년 27.1%

에서 1979년 51.6%로 증가하여 주력종목이 할부판매보증에서 이행보증으

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1980年代

보증보험산업은 1980년대들어 前半期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율

(16.9%)을 기록했으나 後半期에는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등으로 손해보험

대한보증보험(주),「대한보증보험25년사」, 1994,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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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장율을 상회하는 43.8%의 성장율을 나타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연평균 성장율이 81.4%, 신원보증보험이 23.9%로 평

균 성장율 16.9%를 상회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은 수요가 계속 감소하여

1985년 점유율이 37.1%까지 떨어졌다. 1989년 시점에서 볼 때 할부판매보

증보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보증보험시장의 42.2%를 점유하였고 이행

보증보험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하여 16.9%로 되었으며, 이 두 종목의 점

유율이 59.1%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였다.

이 후 國內經濟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7년동안 연평균 6.6%의 고도

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새로운 保證需要가 창출되고 대보사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1,000억원대를 상회하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증보험산업이 불황

을 모르는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과거 자동차보험의 다원화 경험, 개방화

자유화의 추진 등으로 보증보험종목의 1개사 독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

었다.

1989년 정부의 제2신용보증기금 설립 계획과 함께 도시 서민의 금융지

원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1989년 11월 15일에 자본금 300억원 규모의 韓

國保證保險社(이하「한보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사업은 2사 전업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

업법상 보증보험사업을 專業社만이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업체

제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라. 1990年代

1989년 韓保社의 설립으로 국내보증산업은 20여년간의 大保社 獨占體

制가 무너지고 2개사 寡占體制로 접어들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 兩社間

의 競爭이 加速化되고 급격히 증가된 國際收支 赤字와 産業構造 調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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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安定 政策 등 國家經濟政策의 方向轉換으로 한계기업의 부도사태 등

전반적인 景氣沈滯가 지속되고 보증산업의 成長率도 매년 둔화되었다.

1995년 현재 保險料는 약 7,000억원으로 전체 손보시장의 6.4%를 점유

하고 있으며 GNP에 대하여는 0.2%를 차지하고 있다. 양 보증보험사의 영

업결과를 보면 과거 20여년간 당기순이익상 적자가 없었던 대보사도

1992회계년도에 303억원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한보사15)도 창업 초년도

부터 1996까지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보증보험산업이 최대의 위기

를 맞이하고 있다.

<표 Ⅱ-6> 대보사와 한보사의 주요경영지표의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보사

영업이익 (231) (297) (699) (196) (5 18) (406)

투자이익 395 313 392 4 12 670 462

순이익 9 1 13 (303) 190 117 40

한보사

영업이익 (65) (344) (893) (461) (5 19) (523)

투자이익 32 40 25 5 1 135 54

순이익 (34) (306) (872) (4 17) (390) (472)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년도.

특히 90년대에 들어 정부의 國際化, 世界化 政策의 일환으로 1996년

OECD가입과 더불어 보험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의 자유화 추진은 보증보

험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제도의 자유화,

즉 경제적수요심사(ENT)제도의 폐지,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상호참여

와 같은 종합금융기관화 추진 등은 보증보험산업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 한보사는 경영혁신을 통하여 96사업연도(96.4∼97.3)에는 6천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하

였다. 금융보험통신 , 199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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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證保險의 市場 規模 및 商品運營現況

가. 保證保險의 市場規模

우리나라의 보증시장 규모는 80년대 중반들어 달러價値, 原油價, 國際

金利의 下落이라는 이른바 3低現狀에 힘입어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9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된

國際收支 赤字, 産業構造 調整 및 物價安定 政策의 추진으로 수많은 中小

企業의 不渡事態가 발생하는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보증시장의 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왔다.

95년말 기준으로 보증시장 규모는 보증잔액기준 223조 9천억원이며 이

중 보증보험은 79조원으로 35.3%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시장에서

보증보험의 비중은 90년 이후 새로운 보증기관의 등장에 따라 점차 감소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Ⅱ-7> 국내 보증시장의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1990 199 1 1992 1994 1995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보증보험 367,975 39.2 537,533 42.2 604,942 41.1 599,903 33.6 790,944 35.3

보증기금 82,556 8.8 113,794 8.9 130,049 8.8 180,392 10.1 211,057 9.4

은 행 316,709 33.7 400,965 31.5 472,604 32.1 511,637 28.6 558,744 25.0

공제조합 83,776 8.9 131,650 10.3 181,062 12.3 354,492 19.8 513,833 22.9

기 타 87,927 9.4 89,701 7.1 84,404 5.7 141,704 7.9 165,416 7.4

합 계 938,943 100 1,273,643 100 1,473,061 100 1,782,128 100 2,239,994 10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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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별 점유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保

證保險社와 銀行은 변동이 없으나 共濟組合의 비중은 90년 8.9%에서 급

속히 증가하여 95년에는 22.9%를 차지하고 있다. 유사보증기관은 1963년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된데 이어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되면서 보증

시장에서의 보증보험사와 유사보증기관간의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Ⅱ-8> 유사보증기관의 보증상품

보증기관 근 거 법 설립일 주 요 상 품

신 용

보증기금

신용보증

기금법
1976.6.1

대출보증/지급보증의 보증/이행보증/사채보증/납
세보증/어음보증/시설대여보증/제2금융 보증

은행 은행법
1897.2.19

이후

융자담보 지급보증/관세담보 지급보증/중소기업

발행 CP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기타 거래보증

종 합

금융사

종합금융회사

에관한 법률

1976.4.1
이후

사채보증/어음보증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1953.9.18

이후
사채보증

건 설

공제조합

건설공제

조합법

1963.11.18
이후

입찰,계약,차액,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하도급이

행보증/지급보증(선금급,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의 보증,보증보험의 보증, 대출)/인허가보증/주
택마련부지 매입보증/임시전력수요 예납보증

전기공사

공제조합

전기공사

공제조합법
1983.10.9

입찰,계약,차액,하자,지급보증/손해배상보증/하도

급 이행보증

전기통신

공제조합

전기통신

공사법
1986.9.22 입찰,계약,차액,하자,지급(선금급 지급)보증/대출

기 계

공제조합
공업발전법 1986.12.23 입찰,계약,하자보증/지급보증(선금급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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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證保險商品의 運營現況

1) 保證保險의 分類基準

가) 一般的 基準

보증보험의 일반적인 分類基準은 保證保險契約의 特性 즉, 담보위험의

성질 또는 피보험이익의 발생원인 에 근거한다. 담보위험의 성질에 따

른 분류는 보증보험의 誠實義務를 담보하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능력을 담

보하는 각종 이행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그리고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납세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또한 피보험이

익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는 契約上 債務履行 또는 法令上 義務履行으

로 구분하여 계약상 채무이행보험으로 각종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

보험, 사채보증보험과 법령상 의무이행보험으로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

증보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나) 保險業法上 基準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사업은 일반손해보험처럼 商法 보험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보험형태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우리나라 보증보험의 계약형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반면에 공통신원보증보험과 같이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同一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형태도 일부 운용되고 있으나 販賣者(공급

자) 爲主의 市場救助가 지배적인 관계로 판매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 主要國의 保證保險 分類

우리나라에서는 日本과 같이 보증보험사업을 단순하게 損害保險事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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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許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保證保險 商品別

特性에 따라 보험감독법 또는 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각각

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국가별 보증보험 사업의 분류 및 운영현

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Ⅱ-9> 주요국의 보증보험의 분류

구분 일본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보험법규
보험업법

제3조 6항
보험법 1113조

보험회사법 부칙

1,2(별표 A )

보험법전

R 321- 1

보험

종목수

생 명 보 험 과

손해보험
30개종목 24개종목 25개종목

보증보험

사 업 방 법 서

에서 규정함

16)신원보증, 보

증보험

17)신용보험

18)권원보험

23)모기지

(m ort gage)

24)실업신용보험

25)금전채무보증

보험

14)신용보험

(cr edit )

15)보증보험

(surety ship )

16 )금전재정상의

손실

14)신용보험

(credit )

1 5 ) 보 증 보 험

(caut ion )

16 )금전재정상

의손실

( p e r t e s

pecuniarir es

div er ses )

① 日本

保證保險事業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업법 제3조 6항에 근거하여 영위

되고 있지만 운영형태는 우리나라와 다른점이 있다. 즉, 보증보험을 영위

하기 위하여는 保險業法 제3조에 의해 대장대신의 손해보험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保證保險業을 規定한 保險業法 제3조 6항을 보면 保證證

券業務(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무중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당해 대가를 결정하고 준비

금을 적립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을 행하는 것과 기타 보험의 고유

한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증은 제3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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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한 일반손해보험업의 보험인수로 간주하고 당해 보증의 대가도

보험료로 간주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보험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는 않지만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를 보증보험사업과 신

용보험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保證保險事業은 事業方法書上 제1부

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순수한 保證保險事業을, 제2부에서는 보

증증권(bond)이라고 불리는 保證事業을 分離하여 운용하고 있다.

② 美國

미국의 경우 保險契約도 保證證券(guaranty fidelity or surety or surety

bonds)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또는 채무자

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 또는 금전적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이 한

개인에 의해서 체결되고 보증인을 위한 대가관계(consideration)가 없는 계

약일 때는 단순히 보증계약(contract of guaranty or indemnity)으로 분류한

다. 이와 같은 보증계약이 법인에 의하여 체결되고 규칙적인 보험료의 대

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보증보험계약 또는 신용보증계약으로 간주한다.

즉, 보증계약도 法人에 의해 체결되고 對價關係만 있으면 保險契約이 되

어 保險法의 적용을 받게 된다.

美國의 뉴욕州 保險法 제41조에 의하면 보증계약이 보증사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에 의해 체결될 때는 이를 보험계약으로 본다16) 라고 規定

함으로써 保證事業을 保險者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한 보증사업을 크게 信用保險(credit insurance), 權原保險(title insurance) 및

保證證券業(fidelity bond, surety bond)으로 분류하고 있다.

16) 뉴욕주 보험법 제41조 : A contract of warranty, guaranty or suretyship is an insurance

contract, within the meaning of this chapter, only if made by a warrantor, guarantor or

surety who or which, as such, is doing an insurance business within the meaning of this

chapter.

- 31 -



③ 英國

英國의 경우 보증보험업에 대한 분류는 保險會社法(Insurance Company

Act)과 保險會社規則(Insurance Company Regulation)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

험회사법 제1조(1)항(f)에서 언급하고 있는 pecuniary loss insurance는 동

법 제83조(6)항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채무의 불지급(nonpayment of

debts)에 대한 보험, 계약의 불이행(noncompletion of a contract)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대부분의 보험을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증보험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규칙 부칙 1,2의 별표

A에는 信用保險(credit insurance), 保證證券業(suretyship), 기타 금전적 손실

(miscellaneous financial loss)담보 보험이 규정되어 있다.

④ 프랑스

프랑스는 保險法 R 321-1조에서 보증보험과 관련된 보험사업을 영국과

같이 3개로 구분하고 있다. 信用保險에는 일반적 支給不能擔保保險, 수출

신용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저당권자신용보험, 농업신용보험 등으로 분

류하고 있으며, 保證에서는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하고 있다.17)

2) 保證保險의 種類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증보험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으

로 保險業法 등의 監督法規에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손해보험사업면허

를 받으면서 인가받은 事業方法書 등의 基礎書類에서 社別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종류를 구분하면 保證人의 성격에 따라 個

人保證, 法人保證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는 우리나

17) 三好義之助, 「プランスの保險事業」, 東京: 千倉書房, 1996, pp. 3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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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같이 손해보험사업 포괄면허가 아닌 특정종목별 면허를 받을 수 있

도록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 유럽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감독법상 분류하

고 있는 기준에 의해 保證保險을 保證保險(Surety Insurance), 保證證券

(Bond), 信用保險(Credit Insurance)으로 크게 구분하여 상호간의 차이점 등

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保證保險(Surety Insurance)

어떤 주계약상의 채무자 또는 법령상의 의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주계약상의 채권자 또는 법령상의 권리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채무자가

주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

로써 채권자 또는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

험이다. 보증보험은 보증을 그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는 점에서 保證證券

도 보증보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신용보험과 권원보험도 포괄적

인 의미의 보증보험이다.

<그림 Ⅱ-1> 보증보험의 구성

채무자

(보험계약자)
주계약

↔

채권자

(피보험자)

보험

계약↖↘ ↗보험금

지 급

손보회사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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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證證券(Bond)

보증증권(bond)은 보험자(보증인)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책임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증

증권은 民法 제446조에서 말하는 보증의 형태를 갖는 반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자(채권자)

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상법 제629조에서 말하는 損

害保險契約이다.

보증증권의 당사자는 채권자(권리자), 채무자(의무자) 및 보증인(손해보

험회사 포함)이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主契約(법령에 의한 의무의 보증인

경우 관련법규), 채무자와 보증인은 保證委託契約, 채권자와 보증인은 保

證契約 관계에 있다.

<그림 Ⅱ-2> 보증증권의 구성

채무자

(보증위탁자)

주계약

/ 법령
↔

채권자

보증위탁

계 약↖↘ ↗보증

계약

손보회사

(보험자)

保證料는 일반적으로 채무 및 보증의 종류마다 標準料率이 정해져 있

으며 주계약의 조건, 보증조건, 보증기간, 채무자의 실적, 신용도, 시설,

능력, 신용조사경비, 보증금액에 따라 割引·割增을 적용한다. 保證料率은

보증금액 또는 보증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보증료의

상당부분이 채무자의 신용조사 및 계약내용 조사비용(고정비적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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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되므로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보

증금액 또는 보증기간이 2배로 증가해도 보증료를 2배로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銀行의 保證料는 계약금액이 고액일수록, 계약금액 중 보

증금액의 비율 정도에 따라 또는 보증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비례적으로

높게 된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스스로의 채무이행이지만 실질

적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求償은 보증금액과

이를 채무자로부터 구상할 때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

다) 信用保險(Credit Insurance)

신용보험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연역적

사유, 수요자의 요청, 실무자의 요청 등에 의해 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보험은 크게 상업신용보험(Commercial

Credit Insurance)과 재무신용보험(Financial Credit Insuran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업신용보험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buyer) 또는 채무자

(debtor)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파산함으로써 상품 또는 서어비스 공급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재무신용보험은 빌린 돈 또

는 이자를 갚기로 약속된 차용자 또는 채무자가 완전 파산 또는 부분적

으로 파산함으로써 대여자(lender) 또는 채권자(creditor)가 입게 되는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보

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증보험과 동일하나 보험제도적인 측면에

서 보증보험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保證保險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므로 보험계

약의 형태에서 볼 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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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의 계약당사자는 채무자(보험계약자), 채권자(피보험자), 보증인(보

험자)이 존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이

다. 반면에 信用保險은 보험계약자의 不誠實 行爲(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 또는 계약상의 債務不履行과 같은 피보증인의 인위적인 사고

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信用保險은 담보위험측면에서 保證保

險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信用保險은 신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상실로 인한 財産減少를 사후적으로 補塡하는 데 있으므로 保險契約

者와 被保險者가 동일인인 자기를 위한 보험의 형태를 갖는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즉, 신용보험에서의 보험료납입 주체는 채권자이고 보증보

험에서는 채무자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8).

<그림 Ⅱ-3> 신용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자
(＝판매자)
(＝채권자)

(＝피보험자)
판매계약

상품 구입자
1 구입자 Risk
2 구입자 Risk
3 구입자 Risk

↑

보
험
료

신용
보험
증권

↓

보험회사

또한 신용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생

긴 손해를 사후에 보상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被保險者

18) 양승규,「보험법」, 1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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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것인데 반해

保證保險은 주채무자와 동등한 종채무자를 두어 사전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

서 보증보험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정한 인수심사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 체결이 가

능하다.

3) 保證保險의 商品 現況

FY'94 현재 국내 保證保險社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大保社 23개, 韓

保社 22개이며 대부분 兩社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을

채권·채무 또는 권리·의무의 발생원인에 따라 保險業法 제5조의 규정

에 맞게 계약상의 채무 및 법령상의 채무에 관한 보증보험으로 분류하고

계약상의 채무를 다시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것과 賣買, 都給 기타 계약

상의 債務에 대한 것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Ⅱ-10> 보증보험상품 현황

구 분 상 품 내 용

고용계약을 전제한 성실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한
상품

신원보증보험, 공통신원신용보험, 교육훈련
비보증보험, 주택마련보증보험

매매, 도급 기타 계약상
의 채무에 대한 상품

이행보증보험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
급), 지급계약보증보험, 리스보증보험, 할부
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어음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주택보증보험(개인주택자
금, 사업자주택자금)

법령상의 의무에 대한
상품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보석보증
보험, 공탁보증보험

기타 크레디트카드보험, 가계수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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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商品構造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증보험시장의 성장을 주

도하는 상품의 수요가 변하여 왔다. 보증보험산업의 초기인 60년대에는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주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공공부

문의 건설공사와 민간공사에서의 각종 이행기관 보증수요의 증가 등으로

이행보증보험이 전체보증보험의 40%∼50%를 차지하여 보증보험의 주력

상품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행보증상품은 80년대 중반기 이후

技術信用保證基金 등의 각종 保證機關 및 專門建設共濟組合 등의 利益團

體의 출현으로 이행보증시장이 잠식당함에 따라 동 종목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표 Ⅱ-11> 보증보험상품별 점유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신원 192 5.4 2,695 12.6 6,896 15.2 15,116 5.4 29,049 4.4

이행 1,666 46.7 12,681 60.0 18,831 4 1.5 60,349 2 1.7 156,685 23.7

납세 1,080 30.3 2,349 11.0 1,494 3.3 3,044 1.1 2,370 0.4

인허가 22 0.6 1,343 6.3 2,542 5.6 6,140 2.2 12,277 1.9

리스 - - - - 952 2.1 24,833 8.9 4,0 18 0.6

할부 584 16.4 1,598 7.5 13,024 28.7 106,726 38.3 2 11,444 32.0

사채 - - - - 833 1.8 25,728 9.2 29,831 4.5

소액대출 - - - - - - 16,828 6.1 161,077 24.4

기타 21 0.6 570 2.6 862 1.8 19,745 7.1 53,378 8.1

계 3,565 100 2 1,4 16 100 45,434 100 278,509 100 660,129 100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自動車 普及이

大衆化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실적이 급속히 신장하였으며, 政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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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育成政策의 추진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리스 및 사채

보증보험과 같은 金融性保證保險商品(Financial guarantee insurance)이 크게

성장하였다. 90년대 이후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대출을 보증

하는 소액대출보험의 상품개발 및 판매에 따라 이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

져 FY'95 할부판매보증보험(전체 보증보험시장 중 32.0% 점유) 다음으로

24.4%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상품은 政府의 經濟政策과 國民所得 水準의 向上

등과 같은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 및

관련보증수요의 적극적인 개척에 힘입어 보증보험 산업이 성장,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4) 保證保險의 料率體系

保證保險料率은 保證保險이 보증업무를 보험의 성격으로 영위하기 때

문에 料率算出은 기본적으로 一般損害保險의 方式을 따르고 있으며 여타

보증기관과는 달리 大數의 法則을 기초로 과거의 실적을 반영하여 요율

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요율은 일반손해보험 요율에 비해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보증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보증보

험요율은 手數料의 性格을 갖고 있어 一般損害保險과 같이 과거의 經驗

統計를 基礎로 한 손해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요율을 산정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둘째, 보증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保險金을 지급한 후 보험계

약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求償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손해율이

제로가 되어야 하지만 미구상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구상실적에 따라 손

해율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보험수요자의 신용위험이 料率算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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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素에 포함된다. 넷째,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과의 경쟁관

계상 이들의 보증요율을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해야 한다. 다섯째, 보

증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에 비해 景氣變動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

로 이에 따라 요율수준이 변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보증보험요율은 料率算出機關인 保險開發院에

서 산출되는 일반손해보험 요율과 달리 보증보험사가 직접 요율을 산정

하여 재정경제원에 보고 후 사용하는 요율이 대다수이며, 일부 종목에 대

해서만 보험개발원에서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보증보험회사가 직접 산정

하는 요율은「範圍料率運用 基本指針」19)에 의거 산출하는 요율이며 보

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요율은 損害保險 料率管理規定 에 의거 산정하여

재경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보증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요율로서 구체

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Ⅱ-12> 보증보험의 요율형태

요율형태 산정주체 근 거 인가구분 보 험 종 목

범위요율
(요율자유
화 이전)

보증보험
사업자

범위요율운
용기본지침

재경원
보고후
사용

이행, 납세, 인허가, 할부판매, 리
스, 사채, 어음, 소액대출, 생활안
정자금, 주택임대차, 개인주택자
금, 사업자주택자금, 공탁, 신용카
드신용, 상품권, 보석보증
( 95.4.1)

범위요율
( 95.4.1

요율자유
화 이후)

보 험
개발원

손해보험요
율관리규정

재경원
신고후
사용

신원보증, 크레디트카드, 가계수표

공통신원신용, 교육훈련비보증

일반손해보험이 94.4.1부터 고정요율에서 범위요율체계를 거쳐 자유요

율20)로 전환된 데 비해 보증보험은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에 따라 일부

19) 범위요율 운용 기본지침은 1986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 지침에 의거 보증보험사

업자는 종목별로 시장상황과 손해율을 감안하여 최저·최고요율과 담보위험별 요율

을 산출하여 재경원에 보고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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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행보증, 사채보증)에서 86.7.1부터 범위요율 형태가 도입된 이후

대상종목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95.4.1 2단계 요율자유화 조치로 보험

개발원 산정종목에 대하여 범위요율이 도입되었다. 또한 97.4.1부터 범위

요율 운용기본지침 대상종목이 아닌 신원, 크레디트 등의 종목에 대해 자

유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보증보험사의 과거 손해율, 시장상황, 경쟁사와

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요율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 1)

20) 96.4.1 선박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등 기업성 특종보험 18개 종목의 요율체계가 자

유요율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수정한도가 ±5%에서 의무보험 ±15%,

임의보험 ±30%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 신원보증, 신원보증인, 교육훈련, 가게수표돠 같은 가계성보험은 ±15%, 그리고 공통

신원, 크레디트보험과 같은 가계성보험은 ±30% 내에서 권고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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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보증보험상품별 요율수준 및 요율산출요소

구분 범위요율 기준요율 비고

이

행

입찰 0.08∼0.21 연 0.2 1%
우대할인 :
기준요율의 10%∼40%
고액계약보험료할인 :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에 대한 보험료 5%∼

60 %

계약 0.1∼2.28 연 1.0 %
차액 0.1∼2.28 연 1.0 %
하자 0.1∼2.1 연 1.0 %

선금급 0.1∼2.4 연 1.0 %
상품판매 0.1∼2.4 연 1.2 %

지급 0.1∼2.4 부담사유별로 0.5 % ∼1.2 %
납세 0.1∼2.4 부담사유별 0.8%, 1.0 %

인허가 0.1∼1.35 부담사유별 0.5%, 1.0 %
우대할인율 ,고액계약보

험료할인(5 %∼25 %)

할부판매

보증보험
0.5∼2.4

1) 포괄계약요율 :
선수금, 할부기간에 따라 차등

2) 개별계약요율: 연 1.4 %
1년초과 2년 : 1.12 %(초과기간)
2년 초과 : 0.94 %(초과기간)

리 스 0.1∼2.4
보험기간 1년 : 연 1.5 %

1년초과 2년까지 : 연 1.2 %
2년초과기간 : 연 1.0 %

우대할인율

사 채 0.1∼2.4 신용등급별 연 0.3%, 0.5 %, 1.0 % 우대할인율

어 음 0.5∼1.5 연 1.0 % 우대할인율

소액대출 0.4∼1.5 대출종류,보험기간 0.32 %∼1.00 %
생활안정자금 0.1∼1.5 연 0.26%
주택임대차 0.1∼1.5 연 0.26%

개인주택자금 0.1∼1.5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라

0.43333% ∼ 5.23684 %
사업자주택자

금
0.1∼1.5 연 1.0 % 우대할인율

공 탁 0.1∼1.0 보험계약자별 0.5 %, 0.7 %, 1.0 %
상 품 권 0.1∼1.5 연 0.7 %
보 석 연 1.0 %

크레디트카드

기준요율

의

±10 %

개별:연 0.073%,포괄:연 0.047 %
가계수표 개별:연 0.05%, 포괄:연 0.10%

교육훈련비 피보험자별 0.1%∼0.2 14%
고액계약,장기계약할인,
손해율에따른 할인할증

신 원
기본요율 0.1%∼0.657 %
특약요율 0.04 %∼0.2628%

피보증인수에따른 할인,
고액계약할인, 장기계약

할인, 우량할인율

주 : 97.4.1. 가격자유화 완료 이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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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證保險의 營業收支

가. 保險收支 分析

보증보험사의 總營業利益은 FY'90(132억원) 흑자에서 FY'91(288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계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FY'92에는

景氣不況으로 인한 기업 부도의 증가 및 大保社와 韓保社의 치열한 경쟁

으로 1,1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영업수지 적자는 최

근 경기침체와 부도여파 등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FY'95 保證保險 營業收支가 손보전체 영업수지의 50%에 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Ⅱ-14> 보증보험사의 영업수지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증보험 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 투자이익 총영업이익 영업이익 투자이익 총영업이익

9 1 (64,103) 35,339 (28,764) (419,961) 4 19,146 (815)

92 (159,179) 4 1,7 15 (117,464) (730,650) 52 1,028 (209,622)

93 (65,69 1) 46,250 (19,441) (931,229) 636,7 17 (294,5 12)

94 (103,669) 80,492 (23,177) (80 1,007) 7 13,865 (87,142)

95 (92,883) 5 1,60 1 (4 1,281) (690,109) 776,394 (86,285)

자료: 보험감독원, 통계연감 , 각년도.

合算比率은 事業費率이 FY 91년 이후 하향 안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주

로 損害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FY 95 현재 112.3%

로 12.3%가 초과되고 있다. 특히 FY'92 에는 192.7%를 나타내 영업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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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FY'93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00%를 초과하고 있다. 損害率은 韓保社가 설립된 후 과당경쟁에 의한

요율덤핑, 引受條件의 緩和에 따른 사고율의 급증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

기 시작하여 FY'92 전체 손해율이 172.1%에 이르렀다. 이 후 危險選擇의

强化, 再保險에 의한 損害率의 安定, 업무의 효율화에 의한 사업비 절감,

구상율 제고 등으로 하향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다. 구상율은 5개년 평균 62%(산술평균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어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는 구상율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Ⅱ-15> 보증보험의 합산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보유경과

보험료
손해액 순사업비 구상율 손해율

순사업

비율
합산율

'9 1 265,989 312,80 1 7 1,842 64.9 117.6 22.2 139.8

'92 332,245 57 1,644 74,0 16 58.2 172.1 20.6 192.7

'93 368,030 372,075 83,904 63.3 10 1.1 19.2 120.3

'94 4 16,842 408,886 97,144 60.4 98.1 15.8 113.9

'95 577,072 55 1,353 109,82 1 65.0 95.5 16.8 112.3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단, 구상율은 대한보증, 한국보증 제공자료에 의함.

나. 資産運用

보증보험사의 總資産은 FY'95 기준 1조 94억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성장하였다. 運用資産은 총자산의 74.4%이고, 자산분포는 FY'95 기준으로

현·예금이 19.6%, 유가증권 43.0%, 대출금 4.8%, 부동산 7.0%이다.

資産收益은 경제변동, 금리동향 등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收入源으로서 영업손익(당해년도 손해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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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불안정 요인을 경감 또는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보험회사의 資

産運用率은 평균 74.6%로 損保社 전체 평균 81.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지만, 資産運用 收益率은 5개년 평균 12.3%22)로 전체 손보사

평균 11.6%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FY'95의 경우

7.5%로서 손보전체 10.3%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지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표 Ⅱ-16> 보증보험사별 자산운용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증보험 손해보험전체

총자산
자 산

운용율

자산수익율
총자산

자 산

운용율

자산수익율

총자산 운용자산 총자산 운용자산

199 1 556,572 74.9 10.6 14.3 5,864,9 17 80.7 9.6 12.0

1992 603,080 69.1 8.7 12.3 6,793,509 81.0 9.4 11.8

1993 785,184 77.6 10.3 14.2 7,973,048 81.9 10.0 12.4

1994 95 1,124 77.2 10.2 13.3 9,584,74 1 81.6 9.4 11.7
1995 1,009,414 74.4 5.7 7.5 12,711,384 82.2 8.3 10.3
평균 781,075 74.6 9.1 12.3 8,585,520 81.5 9.3 11.6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년도.

다. 自己資本比率 및 擔保力

보험회사의 擔保力指數로 사용되는 保有保險料比率은 FY 91까지는 양

호한 수준이었으나 FY'92 4,150%로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FY'93 696%로

올라갔다가 FY'94 현재 1,744%로 보유보험료 비율이 1,00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總資産에 대한 自己資本比率에서 볼 수 있듯이 資本金 自體가

FY'92 부터 잠식되기 시작하여 FY'95 현재 -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5개년(FY'91∼'95) 평균은 비교목적상 단순한 산술평균으로 산출된 수치이며 앞으로

의 평균치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산술평균한 수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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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支給餘力으로 볼 수 있는 契約者剩餘金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재무건전성이 극히 惡化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7> 보증보험사의 담보력 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총자산

계약자 잉여금① 보 유

보험료②

담보력

②/①자기자본 97조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

9 1 556,572
49,544

(8.9)
2,183 44,49 1

96,2 18
(17.3)

272,756 283%

92 603,080
(38,578)

(-6.4)
2,155 44,49 1

8,068
(1.3)

334,817 4 150 %

93 785,184
(19,448)

(-2.5)
2,156 76,311

59,020
(7.5)

4 10,985 696%

94 95 1,124
(47,24 1)

(-5.0)
2,108 76,311

31,177
(3.3)

543,856 1744 %

95 1,009,4 14
(89,396)

(-8.9)
2,143 76,311

(10,942)
(-1.1)

580.798 0 %

주: ( )의 수치는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및 계약자잉여금의 비율을 말함.

라. 保證保險의 販賣形態

보증보험의 경우 주된 판매형태는 直級(본사, 지점영업소) 및 代理店이

며, 할부판매, 소액대출, 사채보증보험 등은 피보험자가 한정되어 있고 가

입금액이 고액으로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직급

으로 인수하고 그 외의 종목은 모두 대리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 아래

<표 Ⅱ-18>에서 볼 수 있듯이 보증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대리점에 의한

구성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직급모집 종목인 할부판매보증보험

과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리점의 구성

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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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보증보험사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분포

(단위: %, 백만원)

구 분 9 1 92 93 94 95

직 급
190,377
(56.4)

224,662
(59.6)

287,950
(62.5)

437,772
(67.4)

443,780
(63.4)

대리점
147,379
(43.6)

152,204
(40.4)

172,0 15
(37.5)

2 11,273
(32.6)

256,447
(36.6)

합 계
337,755
(100.0)

376,865
(100.0)

460,767
(100.0)

649,864
(100.0)

700,227
(100.0)

주: 합계는 공동인수가 포함되어 있어 직급과 대리점을 합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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