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I. 保證保險의 問題點

현재 保證保險事業은「Ⅱ. 보증보험의 운영현황 4. 보증보험의 영업수

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누적적인 營業收支 赤字와 求償率의 低調 및

이에 따른 損害率의 增加, 資産運用 收益率의 低調, 擔保力의 弱化 등의

문제가 可視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保證保險

社의 競爭力 低下와 經營不安으로 이어져 保證保險事業의 건전한 發展과

質的 成長을 저해하는 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이와 같

은 問題를 가져온 근본적인 原因을 保證保險의 安定性, 商品 및 料率, 營

爲形態, 所有構造, 類似保證機關과의 競爭力 側面에서 심층적으로 分析하

고자 한다. 특히, 보증보험의 安定性 側面에서는 保證保險이 갖고 있는

體系的 危險과 언더라이팅政策, 景氣變動에 대비한 緩衝裝置, 求償率 및

再保險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問題點을 分析하고자 한다.

1. 保證保險의 安定性 側面

가. 保證保險의 體系的 危險 存在

보증보험은 경제거래에 따른 信用制度의 補完을 주된 機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需要는 經濟去來에 직결되어 創出되며 市場活性化는 經

濟與件의 변화에 좌우되는 傾向이 있다. 또한 保險事故의 발생은 保險契

約者의 經濟事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外部與件의 변화는 보험계약자의

履行能力 또는 支給能力을 변화시켜 보험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保證保險의 需要는 외부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景氣好況時에는 수입보험료가 증대되면서 보험사고는 감소하고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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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일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成長率이 둔화되고 보험사고가 급

증하여 保險金 지급증가율이 증가하는 반면 求償率은 떨어지게 된다. 이

와 같이 보증보험은 그 수요 및 사고의 측면에서 景氣變動에 특히 민감

한 종목으로서 경기의 호전과 후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23)

또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求償權이 존재하기 때

문에 적극적인 求償活動에 의해 損害를 復舊할 수 있으며, 求償實績에 따

라 경영수지가 좌우된다. 또한 96.12.31일 현재 未收債權의 規模가 2조

1,851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반면, 보증보험사는 미수채권에 대한

확실한 求償能力의 확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외부적인 環境要因과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확실한 統制에는 어려움이 있다. 구상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은 費用의 增加와 구상조직의 肥大化 등에 따른 經營效率

의 低下를 가져올 수 있어 실질적인 業務專門化를 통한 求償率 提高가

필요하다.

아울러 保證保險의 담보위험이 信用危險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역선택)이 크고 사고가 동시다발적이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保證保險社의 경영에 있어서는 취급하는 리스크와 사고의 특성,

구상과 같은 업무의 특성상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제어하기 곤란한

구조적인 위험이 있어 인위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23) 예를들면 경기가 악화되면 보증수요는 감소하고 부도회사가 속출하게 되어 보증보험

실적도 악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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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더라이팅政策(Underwriting Policy)의 不適正

保證保險社의 언더라이팅 업무는 危險의 評價 및 選擇, 料率算出, 保有

決定 및 再保險處理 등으로 구분되며 自社의 經營戰略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보증보험은 담보위험의 특성상 계약자의 신용조사를 비

롯한 전문적인 언더라이팅기능이 특히 중요하며, 불량계약자에 대한 보증

보험의 판매는 곧 영업수지의 악화로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전통적인 재물보험과는 다른 특별한 언더라이팅기법

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保證保險産業을 고찰해 본 결과 양 보증보험사

는 外形成長에 치중한 引受競爭과 부적절한 언더라이팅으로 인한 營業缺

損을 投資收益으로 補塡하는 싸이클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大保社, 韓保社의 營業收支 惡化는 부적절한 언더라이팅政策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保證保險市場은 1989년 韓保社의 설립과 함께 2개 專業社 體制로 운영

되면서 韓保社의 시장침투와 大保社의 시장방어를 위한 引受競爭이 이루

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保證保險料率은 일정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

정이 가능한 반면 거의 固定料率化되어 價格體系의 彈力性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保險需要의 非彈力性에 따라 요율인하가 곧바로 수요증대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競爭樣相은 가격경쟁이 아니라 판매경쟁에 치중

하게 되어 언더라이팅 基準을 완화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등의 弊害가 나

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兩 保證保險社의 영업수지는 악화되었고 특히 韓

保社는 심각한 經營危機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양 보증보험사는

영업수지 적자를 만회하는 데 經營力을 집중하게 됨에 따라 保證保險의

質的 發展에 필요한 與件造成은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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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더라이팅技法의 專門化 未備

保證保險의 언더라이팅 過程은 保險契約者의 資本(Capital), 能力

(Capacity), 特性(Character), 擔保程度(Collateral), 條件(Condition), 信用度

(Confidence) 등을 분석, 평가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債權補塡措置

를 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여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부분이 생략되거나 基準이 緩和될 경우 손해율의 악화로 인한

危險引受의 硬直化로 전체적인 시장의 확대가 鈍化된다. 따라서 보증보험

의 위험인수에는 전문적인 信用調査 및 評價技法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

다. 또한 보증보험 시장의 확대차원에서 信用保險의 活性化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결과제로 언더라이팅의 專門化, 高度化가 이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주채무자별로 자체적인 信用調査 및 評價

能力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분야에 대한 보증보험사의 專門化 程度는 아직 미약한

상태이며, 外部信用評價機關의 信用情報를 활용하는 체계가 構築24)되어

있으나 보증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情報需要를

充足시키는 데는 일정한 限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保證保險은 그 업

무의 특성상 언더라이팅 關聯情報의 체계적인 管理 및 活用, 技法의 科學

化 및 機能의 提高를 통한 安定性 確保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측

면에서 언더라이팅의 專門化가 시급한 실정이다.

2) 信用社會定着의 沮害

보증보험은 民法上의 保證과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손해보험

24) 대보는 94년부터 실무부서까지, 한보는 최근에 지점까지 외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on-line을 통한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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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擔保事由의 危險度 및 保險契約者의 債務履行能力에 따라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保證保險社는 契約者와의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求償에 관한 約定을 맺고 있으며 約定書에 連帶保證人을 入保시

키거나 별도로 物的擔保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목적이 擔

保力이 부족한 債務者를 위하여 信用을 供與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이나 물

적담보를 구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信用社會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國民經濟의 成長에 기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시

또 다른 保證을 요구하거나 擔保를 제공받는 것은 消費者의 불편과 불만

을 加重시키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저해시키며 보증보험사의 설립목적에

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보증의 특성상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구상권

에 의해 지급보험금을 전액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일종의

手數料 性格을 갖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증보험료에는 保險金 支給의

財源이 되는 危險保險料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고

가 발생하고 구상불능 등의 이유로 損害補償에 충당되는 危險保險料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危險保險料와 附加保險料의 比率이 각각 50% 수

준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25) 따라서 보험료에 危險保險料가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나 과도한 물점담보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계약자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景氣變動에 따른 緩衝制度 未備

보증보험은 「제1절 가. 보증보험의 체계적 위험 존재」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景氣變動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外部環境에 影響을 받기

25) Mackall, Surety Underwriting Manual, Rough notes Co. Inc.,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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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구상실적이 영업수지에 직결되며 信用危險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

서 회사의 자체적인 경영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유지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아래 <표 Ⅲ-1>과 같이 보증보험의 損害率은 약

5년을 週期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 6년째 되는 연도( 83

년, 88년, 93년)에서 손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Ⅲ-1> 연도별 보증보험 원수손해율 추이

(단위: %)

연도별 78 79 80 81 82 83 84 85 86

손해율 48.4 54.7 63.7 54.0 96.4 68.9 68.0 87.8 78.7

연도별 87 88 89 90 9 1 92 93 94 95

손해율 93.2 45.0 72.5 92.6 117.9 181.1 104.5 99.8 97.1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 각연도.

한편 美國, 유럽, 日本 등 주요 외국에서도 보증보험을 일반보험과 구

별하여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토록 함으로써 경기변동 및 손해율 악화 등

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의 經營安定을 위해서는 景氣變動과

損害率의 惡化 및 이에 대한 週期性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한 緩衝裝

置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보험사는 이러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비상위험준비금

을 적립하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26)은 책임준비금과 같은 순수한 부채성

충당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27)의 일종으로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립해야 하는 임의성이 있는 적립금의 성격이 강하다. 즉,

26) 경과보험료에 영업이익율(20% 한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

간 경과보험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한다.
27) 책임준비금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비상위험준비금은 그 적

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에서 그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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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은 결손이 예상될 경우 결손예상액 또는 주주배당의 경우

배당소요금액 한도내에서 해당년도에 적립해야 할 준비금의 50%해당액

을 감액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손

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

금을 초과하는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결손해당금액에 대하

여 순차적으로 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립방법, 적립수준 및 환입사용 기준에 있어서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라. 求償率 低調

保證保險契約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서 제3자로 볼 수 없고 保證人인 保險會社가 債務者의 채무불이행이 있

는 경우 辨濟를 하면 주채무는 消滅하므로(민법 441조) 제3자에 대한 保

險者 代位(상법 68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한 때에는 피보험자(채권자)의 보험계약자(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

아닌 求償權의 문제가 남는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민법 제441조

에 따라 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보증인에 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求償金이란 보증보험사(보증인)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후 保險契約者(채무자) 또는 入保된 連帶保證人에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求償金을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을 求償率이라 한다.

損害率과 求償率 사이에는 아래 <그림 Ⅲ-1>과 같은 反比例 關係가 존재

하게 된다. 지급된 보험금과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구상금이 일치한다면

求償率이 100%가 되어 損害率이 제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100% 구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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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보사의 회귀식은 91∼ 95년간의 구상율과 손해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임.

(손해율 = -3.1021 구상율 + 316.02, R2 =55.9)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1995. 경과손해율: 91(190.7%), 92(251.4%),

93(127.4%), 94(122.4%), 95(115.8%), 구상금추이는 <표 Ⅲ-2> 참조.

구상실적은 보증보험사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상율

의 제고는 곧 경영의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래 <표 Ⅲ-2>와 같이 보증보험의 5개년(FY'91∼ ' 95) 평균 구상율은 大

保社가 69.7%, 韓保社가 53.4%에 불과하다. 그러나 韓保社의 求償率은

63.0%(FY'95 기준)로 대폭 향상되어 FY 91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어 구상율 제고를 위한 회사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28)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에 의거 보험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 높아져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며, 이

28) 韓保社는 구상률의 극대화, 손해율의 안정 등에 힘입어 96 사업년도에는 흑자를 기록

하였다. 참조: 금융보험통신 , 1997.5.15.

<그림 Ⅲ-1> 구상율과 손해율의 관계(한보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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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선의의 계약자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된

다. 구상율에는 경제 및 사회환경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만 회사 내부적

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 구상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으

므로 이를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구상율의 제고는 영업수지의 개선은 물론, 보험요율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표 Ⅲ-2> 연도별 구상금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91 '92 '93 '94 '95 계

보험금
대보 605,039 875,578 763,880 966,196 1,242,120 4,457,814

한보 110,039 228,052 269,297 298,018 328,231 1,233,874

구

상

금

원

금

대보 429,123 55 1,7 10 528,817 593,665 813,724 2,9 17,039

한보 35,062 90,453 124,811 169,381 206,806 626,5 13

이

자

대보 26,258 33,745 35,177 39,288 56,407 190,875

한보 643 2,479 5,466 9,997 13,663 32,248

계
대보 455,381 585,455 563,994 632,953 870,131 3,107,9 14

한보 35,705 92,932 130,277 179,378 220,496 658,762

구상율
대보

75.3
(70.9)

66.9
(63.0)

73.8
(69.2)

65.5
(61.4)

69.8
(65.2)

69.7
(65.4)

한보
32.4

(31.8)
40.8

(39.7)
48.4

(46.3)
60.2

(56.8)
67.2

(63.0)
53.4

(50.8)

주: 1) 구상율의 ( )는 순수한 구상원금 해당분에 대한 것임.

2) 구상율은 구상금(연체이자를 포함)을 보험금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대한보증, 한국보증 제공.

마. 再保險利用率의 低調

再保險은 보험회사에게 危險引受 및 保有 決定에 있어서 담보력을 극

대화하고 적절한 危險分散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강한 財務的 動機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담보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는 資本

金을 增資하거나 再保險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高額의 大型危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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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受하고 적절한 危險分散을 위해서는 재보험의 활용이 거의 필수적이라

하겠다.

保證保險社의 최근 5개년간(FY'91∼ ' 95) 出再率은 아래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Y 91에 22.9%에서 FY 95에 27.2%로 점차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大保社의 경우는 FY'92를 기점으로 출재율이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韓保社의 실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經營收支

改善과 損害率의 安定을 위해 자사보유의 우량물건을 韓保社에 출재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韓保社의 실

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설립이래 FY'94 (20.7%)를 제외하고 出再率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FY'93을 기점으로 保有率이 계

속 15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受再가 월등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 보증보험사의 출재 및 보유율 현황

(단위: %)

연도
보증보험전체 대보사 한보사 일반손보사 손보전체

출재율 보유율 출재율 보유율 출재율 보유율 출재율 보유율 출재율 보유율

9 1 22.9 80.6 17.7 86.6 39.8 60.9 11.5 90.2 17.0 95.4

92 23.3 88.7 20.0 88.9 35.3 87.9 11.3 89.8 16.5 95.0

93 25.5 89.2 27.6 73.8 15.4 163.8 11.1 89.9 16.1 95.1

94 29.2 83.7 30.9 68.8 20.7 158.9 10.6 90.1 15.8 95.0

95 27.2 82.9 29.2 69.3 17.0 153.5 9.6 90.7 14.0 94.9

주: 1) 보유율은 보유보험료(=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를 원수보험료로 나눈 수치임.

2) 출재율은 출재보험료를 원수보험료로 나눈 수치임.

3) 일반손보사는 국내 11개 원수사 실적임.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연도.

또한 韓保社는 설립 당시인 FY 89에 73.6%, FY 90에 50.3%의 높은 出

再率을 기록하였으나 FY 91∼FY 95 동안 39.8%에서 17.0%까지 계속하여

출재율이 감소되었다. 특히 FY'93 출재율은 15.4%로 FY'92(35.3%)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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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되었는 데, 이는 FY'92의 높은 영업수지 적자 때문에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년에 經濟成長率이 하락

하였고, 높은 어음부도율을 기록하는 등의 불경기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출재율이 급속히 감소된 것은 재보험의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

적되지 않을 수 없다. 보증보험사의 출재율은 동 기간중의 어음부도율의

추세와 거의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변동과의 상관성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Ⅲ-4> 보증보험사의 재보험출재율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재보험 출재율 경제성장율 어음부도율

199 1 22.9 9.1 0.06

1992 23.3 5.0 0.12

1993 25.5 5.6 0.13

1994 29.2 8.4 0.17

1995 27.2 8.7 0.2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1995., p. 39.

韓保社의 경우는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재보험 구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유입의 극대화를 통한 영업수지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危險選擇의 不實 및 재보험을 통한 적절한 위험분

산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增資를 통해 資本金 規模가 FY'95 현재 1,031억원에 이르고 있

는 반면 증자를 통한 經營正常化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어 재보험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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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商品 및 料率 側面

가. 保證保險의 商品

1) 商品體系의 不明確

국내 保證保險商品은 선진 외국과 같이 保證保險(Surety Insurance), 保證

證券(Bond), 信用保險(Credit Insurance)으로 명확하게 區分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전부 보증보험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分類形態를

취하고 있어 각 부문별 專門化 및 새로운 需要의 創出에 일정한 제약으

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日本의 경우에는

保證保險을 保證保險과 信用保險으로 구분하고 保證保險을 保證保險業務

와 保證證券業務로 分離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保證證券의 需要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外國 保證保險社의 경우 영위하는 종목 중에서 70∼80%가 信用保

險商品일 정도로 信用保險이 활성화되어 있다. 신용보험은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과는 달리 순수한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고 供給者 爲主가 아닌

需要者 爲主의 商品開發이 가능하므로 類似保證機關의 商品과 차별화가

가능하며 信用社會의 정착에 따라 신규 수요도 무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는 향후 신용보험의 大衆化 與否에 따라 보증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方向이 결정될 정도로 그 役割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對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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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販賣商品의 偏重化

최근 5개년간(FY'91∼ ' 95) 보증보험상품의 판매양상은 아래 <표 Ⅲ-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3개 상품의 수입보험료 점유비가 FY'95

기준으로 80%(전년 점유비 82.6%)에 이르고 있어 商品의 偏重化가 深化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5> 국내 보증보험 상품별 구성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손해율

신원 18,703 5.7 22,546 6.2 24,271 5.5 26,982 4.3 29,050 4.4 33.4

신용카드 7,853 2.4 9,884 2.7 7,499 1.7 2,703 0.4 2,749 0.4 94.1

교육훈련 43 44 58 54 53 -

이행 52,163 15.9 57,996 15.9 68,690 15.5 121,570 19.5 155,967 23.6 157.3

지급계약 26,219 8.0 27,389 7.5 33,553 7.6 3,775 0.6 72 233.2

납세 4,890 1.5 3,927 1.1 3,728 0.8 3,025 0.5 2,370 0.4 187.5

인허가 8,156 2.5 6,597 1.8 8,047 1.8 9,942 1.6 12,277 1.9 -

할부판매 99,921 30.5 127,567 35.0 159,501 36.0 222,733 35.8 211,444 32.0 44.7

리스 20,736 6.3 5,523 1.5 406 2,101 0.3 4,018 0.6 -

사채 52,396 16.0 40,538 11.1 31,521 7.1 22,706 3.7 29,832 4.5 -

소액대출 23,996 7.3 43,245 11.9 82,956 18.7 169,659 27.3 161,078 24.4 269.3

주택 8,057 2.5 9,270 2.5 12,022 2.7 21,225 3.4 30,339 4.6 147.7

공탁 3,651 1.1 9,553 2.6 9,561 2.2 12,682 2.0 16,749 2.5 1.2

보석 141 529 1,762 0.4 2,105 0.3 2,752 0.4 5.6

상품권 - - - - - - 774 712 1.7

주택신용 - - - - - - - - 667 -

합계 327,101 100.0 364,630 100.0 443,616 100.0 622,074 100.0 660,130 100.0 97.1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 1996.

割賦販賣保證保險의 경우 연도별 占有比 및 損害率이 꾸준하게 안정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履行保證保險 및 少額貸出保證保險의 保險料는 점

차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損害率 基準으로 볼 때 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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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만이 44.7%로 양호하고 소액대출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이 각각

269.3%, 157.3%로 극도로 악화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들 2개종목이 영

업수지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간의 均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主力種目의 실적 악화시 다른 상품에 의한

전체적인 영업수지의 안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이 몇 개 상품에 의해 營業收支가 크게 영향을 받

는 商品構造는 최적의 商品포트폴리오 構成에 의한 리스크 헷징을 어렵

게 하고 있으며, 代替市場의 開發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문

제로 지적될 수 있다.

나. 保證保險의 料率

保證保險料率은 일부 종목에 대하여만 標準料率로 운영되고 대부분의

종목이 「範圍料率運用 基本指針」29)(이하「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보증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어 一般損害保險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보증보험요율이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保證

手數料30)의 성격을 갖고 있어 損害率을 포함하여 金利, 類似保證機關의

手數料 水準, 市場需要, 기타 市場與件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보증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이 基本指針, 料率體系, 料率算

出 및 責任準備金 積立方法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9) 동 지침은 보증보험회사가 제정, 개정하여 재경원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는 일반손해보험이 보험개발원의 표준요율을 수정사용하는 체계로 운영

되는 것에 비해 일본의 업법요율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의 요율은 일반 손해보험

사보다 자율적인 환경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30) 보증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공여에 따른 일종의 수

수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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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範圍料率運用 基本指針의 問題

가) 料率算出方法의 不適正

우리나라에서 통칭하고 있는 保證保險이라 함은 債權者, 債務者, 保證

人(보험자)이 존재하는 순수한 형태의 보증보험을 의미하고 있음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基本指針에서는 보증보험과 관련한 料

率算出方法을 保證保險, 保證證券 및 信用保險과 같은 商品領域別로 적절

한 算出基準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도

록하고 있어 그 방법상 合理性이 缺如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任意性이 많

이 揭載되어 있다. 또한 보증보험의 危險特性上 전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만 의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지침 제7조(요율조정의 방법)에서

一般損害保險에서 사용하고 있는 調整公式을 그대로 적용토록 規定하고

있어 보증보험의 요율산출 및 조정 방법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나) 料率算出基準의 모호성

基本指針上 基準料率은 일정한 危險集團의 構成, 일정기간의 經驗損害

率, 타보증기관과의 경쟁정도, 시장수요, 기타 시장여건을 종합판단하여

책정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收入保險料의 增加豫想 등으로 회사가 영업정

책상 요율조정이 필요한 보험종목 또는 담보사유에 대하여는 實績損害率

및 事業費率에 關係없이 他 保證機關의 手數料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調

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사실상 保險料收入의 增

大를 위한 料率割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나치게 競爭優先으로 料

率算出體系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損害率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引受條件

또는 債權補塡方法의 調整 등을 통하여 料率調整要因을 흡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引受條件 및 債權補塡方法의 變更을 요율산출과 연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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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언더라이팅의 본래 機能을 퇴색시키고 있다.

보증보험요율은 일정한 範圍內에서 基準料率을 결정해 사용할 수 있지

만 그 範圍와 基準料率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31) 割引率體系의 客觀

性이 부족한32) 측면이 있다. 즉, 基準料率은 단위집단내에서 平均水準의

料率이므로 개별계약자의 특성(신용도, 영업실적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할인율과 할증율을 동시에 적용하여 위험이 적은 집단에 대해서는 기준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위험이 평균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기준요율보다 높은 割增料率을 적용하는 것이 料率算出

의 일반적인 槪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 異常危險에 대한 考慮 未備

基本指針 제5조(요율책정의 원칙과 방법) 2항에서 割引率의 상한치를

산출하는 공식으로 실적사업비율과 예정이익율만을 고려하여 할인율의

상한선을 산출토록 되어33) 있으나 보증보험의 경우 경기변동 등에 의해

손해율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율

산출기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2) 危險分類體系의 彈力性 不足

현재 보증보험의 요율체계는 危險分類(대상업체 분류)가 포괄적으로 되

31) 범위의 하한은 최저요율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업비 및 적정 이익율이 보

장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계약, 차액, 하자, 선금급)보증보험의 최저범

위는 기준요율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32) 요율체계상 기준요율에 할인율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 기준요율자체가 과대하게 책정

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할인율 체계는 누적개념이 아니라 중복시 가장 큰 할인율

만 적용하게 되어있고 우대할인의 업체 구분기준의 객관성이 모호하다. 또한 담보제공

계약은 사실상 위험보험료가 거의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우대할인율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다.
33) 할인율 = 1 - (실적사업비율 + 예정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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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합리적인 危險等級分類가 이루어지지 않아 範圍料率을 危險狀況

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體系가 構築되어 있지 않다. 즉, 보증

보험은 개별계약자의 信用狀態, 支給能力, 履行能力, 財政狀態 등을 적정

하게 평가하여 인수를 결정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요율을 산출해야하는

個別危險的 要素가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계약자의 危險度

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危險選擇은 실질적인 經營安定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실제로 보증보험사는 基本指針에 의거 정해진 일정범위 내에서 종목별

로 기준요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요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財政經

濟院에 보고후 사용할 수 있어 거의 固定料率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危險의 특성에 맞는 危險分類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즉, 基準料率이 위험에 따라 多段階로 區分되지 못할 경우 요율은 固

定料率化 되어 개별계약자의 危險特性에 따라 탄력적인 요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보증보험 상품의 料率體系가 割增料率은 없고 割引

料率만 존재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34). 즉, 보증보험요율은 基準料

率이 상대적으로 過大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危險集團의 평균적인 危險

을 반영하려 결정된 標準料率과 이를 개별위험상황에 맞게 修正사용하는

一般損害保險의 標準料率體系보다 요율체계상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3) 料率算出의 不適正

가) 損害率算出方法의 不適正

34) 이러한 요율체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가격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다. 할인요율체계가 적정하게 세분화 되어있

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위험분류체계를 갖지 못하

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며 기준요율만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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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위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長期間에 걸

쳐 발생하는 소위 longtail 保險이지만 基本指針에서는 經過損害率에 의한

料率調整方法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보험기간동안 收入된 保險料에 대응

하는 保險金이 정확하게 一致하지 않아 料率調整結果가 부정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求償金 延滯利子의 未反映

보증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被保險者에게 지급된 保險金을 保險

契約者 또는 連帶保證人으로부터 全額 求償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支給能力에 따라 求償이 遲延되는 경우에

는 지연에 따르는 延滯利子35)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 〈표 Ⅲ-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延滯利子의 규모가 전체 經過保險料와 事業經費에서 차지

하는 比重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保險原價要素

로서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Ⅲ-6〉연도별 구상금연체이자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9 1 92 93 94 95 계

연체이자(A) 26,901 36,268 4 1,117 5 1,371 75,821 231,478

경과보험료(B)

(A/B*100)

2 14,491

(12.5)

273,844

(13.2)

316,536

(13.0)

365,202

(14.1)

506,804

(15.0)

1,676,877

(13.8)

총경비(C)

(A/C*100)

77,0 10

(34.9)

86,184

(40.9)

98,371

(41.8)

113,564

(45.2)

144,106

(52.6)

5 18,235

(44.7)

순사업비(D)

(A/D*100)

57,689

(46.6)

64,646

(56.1)

80,381

(51.2)

90,761

(56.6)

102,731

(73.8)

396,208

(58.4)

35) 지급보험금(구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청약서상에 정한 이율(신원보증보험, 크레디트

카드보증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통, 보험금지급일로부터 30까지 연 14%, 30일 초과시

연 17%를 적용한다)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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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보사 및 한보사 제공.

그러나 求償金額은 보험금환입계정으로 계상하므로써 원가에 직접 반

영되고 있으나 求償金延滯利子는 收入經費중 營業雜利益으로 計上하므로

써 原價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손

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작성방법 개정시달(손보2234-18,87.1.13)」에 의하면

사업경비를 산출할 경우 支給經費만 계상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증보험의 경우 純事業費에서 延滯利子가 차지하는 比重이 큰 점을

고려해볼 때, 어떤 형태로든 이를 保險原價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料率

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4) 準備金 積立方法의 不適正

아래 <표 Ⅲ-7>과 같이 保證保險社의 5개년(FY'91∼95) 평균 準備金積

立率은 146.3%로서 11개 일반손보사의 94.6% 보다 상당히 높은 積立率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保證保險의 長期契約性에 의해 未經過保險料

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것에 주로 기인하지만, 未經過保險料積立金 및 支

給準備金의 적립방법에도 일부 原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準備金의

보수적인 積立基準은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준비금의 적

립은 損害額을 증가시켜 保險料를 引上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價格算

定構造를 歪曲시키게 된다.

- 66 -



<표 Ⅲ-7> 보증보험사의 준비금 적립율

(단위 : 억원, %)

사별

연도

보증 2개사 국내 11개 원수사

보 유
보험료

책 임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준비금
적립율

보 유
보험료

책 임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준비금
적립율

1991 2,728 3,723 353 149.4 39,334 33,393 3,228 93.1

1992 3,348 4,736 445 154.8 48,249 41,036 3,599 92.5

1993 4,110 5,818 763 160.1 56,567 50,340 2,699 93.8

1994 5,439 6,025 763 124.8 68,784 60,272 3,04 1 92.1

1995 5,808 7,967 763 150.3 92,335 84,303 5,145 96.9

평균 2 1,433 28,269 3087 146.3 305,269 269,344 17,7 12 94.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연도.

가) 未經過保險料 積立方法

보증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의 목적이 無形的 債權이다. 즉,

보증보험에서의 被保險利益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사이의 계약이나 법

률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請求權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保險期間이 경과할수록 保險加入金額인 債務額이 減少

하게 된다. 따라서 保險期間이 終了되는 시점까지 保險加入金額이 동일한

火災· 運送保險 등과 동일한 方法으로 未經過保險料積立金을 산출하는

것은 次期移越未經過保險料를 過大積立하는 것이 되므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上의 誤謬를 가져와 정확한 財務的 評價가 불가능하게 된다.

나) 支給準備金 積立方法

責任準備金이라 함은 保險者가 계약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립하는

負債性充當金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保險者의 保險金

支給責任을 具體化시키는 우연한 事故를 말한다. 특히 支給準備金은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금액이 확정

되지 않아 장래의 지급에 대비하는 積立金이다. 保證保險契約의 締結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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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換價가 容易한 現金, 定期預金證書, 支給保證書와 같은 擔保物은

保險金支給 後 곧 求償可能한 금액이므로 동 사고로 인해 적립하는 支給

準備金에서 이들의 評價額을 差減시켜 적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支給準備金이 過大計上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보험금 지급후 곧 구상가능

한 금액의 범위는 適時換價에 따른 換價方法의 客觀性 및 容易性과 換價

金額의 充分性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험종목별로 사고

발생기간, 연속성 등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B.N.R 準備金을 일률

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어 장래 예상되는 未確定保險金의 推算으로 적

합치 않음을 알 수 있다.

3. 保證保險의 營爲形態 側面

保證保險은 1969년 保證保險專業社인 大保社가 설립되면서 1970년 5월

까지 大保社와 一般損保社가 영업하는 過渡期를 거쳐 大保社 獨占專業社

體制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1989년 韓保社가 설립되면서 다시 2개 專業社

體制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信用

調査와 求償業務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機能이 요구되며, 보증보험시장

의 基盤 및 規模가 일반 보험회사들이 참여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경제

의 호황, 불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專業體制의

필요성을 認定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보험시장이 2원화 배경은 첫째,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36)에 따른 새

로운 보증수요의 창출과 대보사의 적극적인 경영으로 보증보험시장이

1,000억원대를 상회하는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사

36) 이당시 국내경제는 1980년부터 1986년 까지 7년동안 연평균 6.6%의 고도성장을 이루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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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장참여를 희망하게 되었고 둘째, 과거 비슷한 여건하에서 자동차

보험의 다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세째, 개방화·자유화의 추진 등으로 보증

보험시장의 1개사 전업체제에 대한 독점문제가 제기되었고 넷째 지방경

제의 활성화를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한편 外國의 營爲形態는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 보험사업의 영위는 보험업법상 損害保險事業

者와 生命保險事業者로 구분하여 포괄적인 營業免許를 받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영위보험종목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

사업의 영위는 會社의 營業戰略에 따라 영업면허시 기초서류의 제출로서

가능하며 보험종목의 추가도 추후 가능하다.

美國의 경우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保險社의 形態에 대하여 특별히 規

定하고 있는 法規는 없다. 다만 보험사의 營爲條件中의 하나인 納入資本

金 및 剩餘金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보증보험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Financial Guarantee(뉴욕), AMBAC Indemnity Co., Bond Investment 등 3개

사가 있으며 나머지 보험사는 일반보험종목과 兼業形態로 영위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 보증보험의 영위형태는 保險事業營業許可를 保險種目別로

받기 때문에 전업사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목과 병행하여 영위하

는 회사도 존재한다. 특히 유럽통합 이전에는 전업체제가 주류를 이루었

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7).

그러나 보증보험은 유사보증기관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

는 점에서 保證市場에서의 獨占事業者는 아니라는 主張도 있다. 그러나

37) 전업화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zation) 에서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는 법적

으로 전업화를 규정하고 있었고 벨기에, 덴마아크, 영국,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등에

서도 신용보험(보증보험 포함) 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이당시 전업화의 근거는

①신용보험(보증보험 포함) 이외의 계약자를 보호하고, ②신용보험이 은행의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종목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며, ③다른 보험종목을 영위

함으로써 신용보험계약의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기남근, 신용보험 , 해외연수보고서, 198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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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말 현재 保證市場 規模 약224조원 중 保證保險이 35.3%인 79조원

을 점유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의 原收保險料는 약 7,000억원으로서 全體

損保市場의 약 6.4%를 점유하고 있어 火災, 海上保險 등 보다 높은 占有

率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증보험과 경쟁을 하고 있는 他 保證機關의

事業性格, 範圍 및 商品의 內容을 볼 때 수요대상이나 상품내용이 제한적

이므로 完全競爭이 될 수 없으며, 銀行圈에서도 모든 은행이 保證業務를

취급할 수 있으며 保險市場과 같이 2개 전업사만이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制限하고 있지는 않다.

가. 公正去來法과의 관계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에서는 長期間 보험종목별로 專業會社 및 獨寡

占會社 體制가 지속되어 왔다. 설립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독점 내지

전업이 불가피했던 점도 認定되지만 그 후 與件變化에 따라 개방 또는

다원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38). 1945년 光復以後 현재까지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전업 및 독과점회사 추이는 아래 <표 Ⅲ-8>과 같다.

38) 신수식, 「공정거래와 보험산업과의 제문제」, 한국보험학회, 1982.,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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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손해보험시장의 전업회사 및 독과점회사 현황

보험종목 회사명 존속기간 비고

화재보험

조선(동양), 신동아, 서울, 대
한, 한국, 국제, 고려, 제일,
동방간이화재, 동국, 해동,
안보, 안국, 한국무역화재

1946-1963

회사는 1951년(2차)과
1963년의 증자에 의하여
통합합병되어 수와 존속
기간에 차이가 있음

해상보험
동방해상

범한해상

1955-1964
1959-1964

해상보험풀도 병존함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동양, 신동아, 대한, 국제, 고
려(쌍용), 제일, 안국(삼성),
해동, 동방(현대), 범한(엘지)

1964- 현재 원수보험 10사

재보험

국제손해재보험,
한국안보화재해상재보험,
한국손해재보험,
대한손해재보험,
대한재보험

1947-1949
1952.1-1952.11

1956-1962
1963-1978
1978- 현재

원수사로 전환
원수사로 전환
동방해상에 흡수합병
국영기업
민영화

자동차보험
한국교통보험
한국자동차보험

1957-1961
1968-1982

도산
1962년자동차보험풀로 출
발, 1968년 주식회사전환

보증보험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1969- 현재
1989- 현재

보증, 재보
험을 제외
한 전종목

동양, 신동아, 대한, 국제, 쌍
용, 제일, 해동, 삼성, 현대,
엘지, 동부

1983- 현재

자료: 한국보험학회,「공정거래와 보험산업과의 제문제」, 1982.8., p. 65.

1945년 이후 損害保險市場은 화재보험전업회사(1946-1963), 해상보험전

업회사 2개사, 재보험전업회사(독점), 자동차보험전업회사(독점), 보증보험

전업회사(독점)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1963년이후에는 10개 原

受社 體制가 유지되어 왔으나 1983년 자동차보험을 다원화함으로써 현재

再保險 1개사와 保證保險 2개사만 專業社體制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保險種目에 대해서는 國內社 11개사, 外國社 3개사가 경쟁체제에서 영업

을 하고 있다. 이는 1980년 독점규제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 개정·

강화되고 보험사업 등에 대한 適用이 논란되는 가운데 보험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監督機關의 주도하에 부분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즉, 보험시장의 급속한 확대, 대내외 開放壓力, 金融市場·資本市場의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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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化 등 인접부문의 영향에 의해 自動車保險의 獨占이 解體되고 보증보

험의 二元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多元化가 아니라 二元化體制를 유지함으로써

獨寡占의 問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증보험도 市場與件이

造成되면 완전한 개방과 더불어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된 바 있다39).

나. 國際化에 대한 障碍要素

美國, 유럽 등의 주요 先進國에서는 보증보험을 전업사만이 영위해야

한다는 規制條項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專業社體制만을

固守하고 있는 國家는 거의 없는 것으로 調査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

증보험의 영위는 保險會社의 營業戰略에 따라 보증보험만을 영위할 수도

있고 다른 損害保險種目과 같이 병행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市場進入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競爭市場(open market)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獨逸의 경우 信用保險에 대한 專業을 認定하였으나 유럽統合

과 함께 信用保證保險指針(87/343, 1987.6.22)에 의거 전업사규정을 廢止하

여 다른 보험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을 위시한 경제 전분야에 걸쳐 自由競爭體制로의

轉換이 이루어짐에 따라 外國社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OECD

가입으로 국내 제도의 國際性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ENT제도의 폐지에 따라 외국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국내 專業社體制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40) 현재 보증보

39) 신수식(1982), 전게서, p. 90.
40)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 1997.1. P. 22. 금융산

업의 개방중의 하나로 97.4부터 보증보험사업의 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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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2개 전업회사가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法律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

라 行政指針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근거 또한 희박한 상태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투명한 규정과 이에 따른 進入障壁의 존재는 보험

산업의 國際化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消費者 權益保護 沮害

經濟理論上으로 獨寡占規制의 필요성은 經濟的 效率性의 槪念에 근거

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은 資源配分의 效率性과 生産의 效率性으로

구분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價格(Cost)이 限界費用(Marginal Cost)에

一致하는 것을 말하며, 自由競爭 즉, 市場構造가 완전경쟁시장일 때 달성

이 가능하다4 1) .

보증보험사가 타 보증기관과 사실상의 경쟁상태에 있는 것은 인정되지

만, 다른 보증기관들의 사업성격이나 범위 또는 보증상품들의 내용을 살

펴볼 때 수요대상이나 상품내용이 대개 제한적이므로 보증보험과 完全競

爭狀態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다른 보증기관에서 취급하더라도 그 需要對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보증보험사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보증보험의 이원화 체제는 수요자의 자유로운 選擇權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消費者의 利益을 沮害할 소지를 갖고 있다.

41) 서옥석,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규제 효율화방안 , 「산업과 경영」제7권제1호, 1994,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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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과점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가 격

(P)

독점가격

(P0)

경쟁가격

(P 1)

한계비용＝평균비용

↙
시장수요(D)

독점생산량 경쟁생산량

(X0) (X 1)

생산량

(X)

위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平均費用이

限界費用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독점이나 독점적 상태에서의 商品價格

(P0)은, 완전경쟁하에서 市場需要와 限界費用이 같을 때 결정되는 競爭價

格(P1)보다 높게 결정되며 시장에 공급되는 獨占生産量(X0)은 완전경쟁하

의 競爭生産量(X1)보다 적게 공급된다. 독점생산의 경우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아 생산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증가가 경쟁시장의 경우보다 적

으며 독점공급자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消費者는 選擇權이 제

한을 받는 상태에서 높은 가격과 부실한 서비스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쉽다. 그러므로 보

증보험의 獨占化 體制는 消費者의 不利益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높다.

라. 經營效率化 沮害

보증보험이 多元化되어 自由競爭體制로 전환될 경우 보증보험을 영위

하는 保險會社의 經營效率化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완전경쟁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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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競爭價格은 독점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어 이러한

競爭價格에 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가 자율적으로 뒤따라

야 한다. 만약 경영효율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회사

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며 經營效率化가 이루어지는 會社는

시장에서 주도적인 役割을 할 수 있다. 그러나 獨占市場에서는 이러한 기

능이 제한되며 합리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한 自律的 調整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증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4. 所有構造 側面

보증보험사는 아래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有構造가 기형적

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一般損保社는 대부분 財閥企業 또는 그 系列企

業이 소유하고 있고 일부 金融機關이 자본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소유

주가 지배하고 있다. 또한 일반손보사와는 달리 非上場企業의 형태를 갖

고 있어 資本調達이 전적으로 한정된 株主의 出資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外部借入金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되었다. 현재 보험회사는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고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 大型化 戰略의 추진이 필요하며,

기존의 대형 보험회사는 業務多角化를 통한 綜合金融機關化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이러한 現實을 감안할 때 資本調達 및 責任經

營體制의 確立에 극히 불리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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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손해보험사의 소유구조 현황

(단위: 억원, %)

보험사 설립일
자본금

대 주 주
대주주

비율수권 납입

동 양 22.10.1 1000 429
조정호 11.8%, 로얄보험(영) 4.8%, 조중훈 4.03%,
광주은행 4.0%, 한진건설 3.3%, 서울은행 3.7 %

31.63

신동아 46.1.1 1000 333
대한생명 9.84 %, 63쇼핑 4.8%, 길천산업 4.16%,
최순영 4.15 %, 삼풍산업 3.46%

26.4 1

대 한 46.5.20 750 195
백일환 10.2 %, 백은규 3.6%, 서울은행3.7%, 대한

투신 2.8%, 국민투신 2.6%
23.8

국 제 47.2.1 400 112
이경서 11.47 %, 이봉서 10.14 %, 조석래 4.5 %, 외

환은행 3.9 %, 서울은행 2.4 %
32.4 1

쌍 용 48.3.15 1000 274
김석원 12.2 %, 쌍용투증 4.61%, 광주은행2.87 %,
김상문 2.05 %

2 1.73

제 일 49.3.22 688 172 김영혜15.45 %, 서울은행 6.49 %, 광주은행 3.23% 25.17

해 동 53.6.23 480 120
김동만 15.4 %, 해동상호신용금고2.2 1%, 국민투신

2.08%, 이재환 2.08%
2 1.77

삼 성 52.1.16 300 128
삼성생명 8.56%, 삼성문화재단 2.99 %, 이건희

1.56%, 삼성신용카드 1.44 %
14.55

현 대 55.3.15 1000 447
정몽윤 16.46%, 현대중공업 9.52 %, 쌍용투자증권

4.48%, 한국생명 2.88%
33.34

엘 지 59.1.27 380 2 17
엘지증권 3.83%, 한국투신 3.82 %, 대한투신

3.06%, 엘지전자부품 2.46%
13.17

동 부 62.3.2 800 300
김남호 17.14 %, 동부제강 9.97 %, 김주원 5.63%,
동부화학 4.03%, 동부신용금고 2.7 1%

39.48

대 보 69.2.19 200 50
보험감독원 24.0 %, 대한재보 24.0 %, 동부화재

24.0 %
72.0

한 보 89.11.15 1200 1031
대한보증 15.62 %, 삼성생명 11.45 %, 대한재보

7.03%, 대한생명 6%, 제일생명 6%, 흥국생명

6%, 교보생명 6%, 동아생명 6%
64.1

재 보 63.3.19 800 340
장기신용은행 4.93%, 한솔제지 4.85 %, 경남종합

금융 3.22 %, 이필규 2.64%
15.64

주 : 1995년 기준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 연감 , 1995.

가. 支配株主 不在 및 不適正

大保社 및 韓保社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자본참여에 의해 보험회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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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所有構造가 이루어져 있다. 大保社의 경우 保險監督院, 大韓再報, 東

部火災가 納入資本金의 72%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각 24.0%씩 나누어 갖

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동일 업종인 손해보험

회사에 의한 소유구조는 保險市場을 競爭市場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이 자본참여를 통하여 대

보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정한 감독을 저해할 수

있고 監督政策의 透明性에도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韓保社의 所有構造는 경쟁관계에 있는 大韓保證이 15.6%, 三星生命

11.5%, 大韓再保 7.0%이고 5개 生保社가 각각 6%의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다. 특히 경쟁회사인 大保社가 15.6%로 제일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

어 2개 보증보험회사가 談合 또는 相互損失 補塡을 통해 보증보험의 건

전한 發展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自由競爭을 통해 經營效率

化를 도모하는 데 일정한 制約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責任經營 困難

大保社 및 韓保社는 보험회사들의 일부 자본참여에 의해 보험회사 위

주로 소유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뚜렷한 所有主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주의 부재와 최고경영자의 인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짐

에 따라 책임경영이 곤란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韓寶

鐵鋼 不渡事件과 관련해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人事權 影響아래

있는 保證保險에도 주인을 찾아주어 政治的 外壓을 배제하고 經濟基準에

의해 保證與否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

다.42) 企業의 所有가 명확할 경우에는 主人이 自己企業을 직접 키우려는

42) 매일경제신문 , 199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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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企業의 효율적인 運營에 걸림돌이 되는

原因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인

없는 公企業의 방만한 운영을 經驗하였고 또한 個人企業이 市場原理에

의해 빠른게 발전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인있는 기업

만이 효율적인 企業形態로 認識되고 있다43).

5. 類似保證機關과의 競爭力 側面

현재 보증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유사보증기관은 크게 신용보증기금, 은

행, 공제조합, 증권·종금사 등이 있으며 일부 종목에서 보증보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FY'91∼FY'95) 보증기관별 실

적은 아래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12월말 기준으로 보증보험

이 35.3%, 은행 25.0%, 공제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銀行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반면 共濟組合의 점유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43) 엄영석, 「한국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1996. 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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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보증기관별 보증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92.12월말 93.12월말 94.12월말 95.12월말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보증

보험

대한보증 366,069 26.9 400,320 26.3 473,219 26.5 608,2 19 28.5

한국보증 116,069 8.6 126,571 8.4 126,684 7.1 182,725 8.2

소 계 482,541 35.5 526,891 34.7 599,903 33.6 790,944 35.3

공제조합 19 1,849 14.0 231,290 15.2 354,492 19.8 5 13,833 22.9

보증기금 130,049 9.6 167,578 11.0 180,392 10.1 2 11,057 9.4

은 행 469,727 34.5 486,484 32.0 5 11,637 28.6 558,744 25.0

기 타 84,404, 6.2 103,920 6.8 135,704 7.9 165,4 16 7.4

총 계 1,361,447 100.0 1,520,646 100.0 1,782,128 100.0 2,239,994 100.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 각연도.

가. 類似保證機關의 種類

국내 보증기관의 현황은 아래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보

험사를 제외하고 크게 6개 부류로 나누어 진다. 이중 보증보험사를 포함

해 전문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보증부수업무기관

으로 은행, 종금사, 할부금융사, 증권사 및 농수협중앙회가 있다.

共濟組合은 각 업종별 共濟組合法에 의해 설립된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 조

합원의 자주적인 經濟活動과 경제적 地位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21일 설립된 보증기관으로서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

하여 발생하는 보증수요에 한하여 보증보험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주로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등 이행성보증보험에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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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보증기관의 비교

보증기관 사 업 내 용 보 증 대 상 보 증 영 역

보증보험

- 보증보험

- 신용보험

- 보험사업 관련법령상

허용사업

- 제한없음 - 신원, 교육훈련비, 공통신원신용

- 이행(입찰, 계약, 차액, 하자, 상

품판매대금, 선금급, 지급)
- 납세, 인·허가, 공탁, 보석

- 사채, 어음, 리스, 할부

- 소액대출, 개인주택, 사업자주택

- 크레디트, 가계수표

- 주택임대차신용, 신용카드신용

신용보증

기금

- 신용보증,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자료관리

- 기타 재경원장관의

승인 사업

- 공업, 제조업 등 22개업

종을 영위하는 개인 또

는 법인(중소기업 60%
이상 보증의무)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사채, 납세, 어음보증

- 시설대여(리스) 보증

- 이행보증

- 제2금융보증

은 행

- 예금업무, 대출업무, 유가

증권, 환업무

- 지급보증업무

-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제한없음

(단, 여신규제 대상

기업 제외)

- 융자담보 지급보증

- 관세담보 지급보증

- 중소기업 발행 CP할인 지급보

증, 사채보증

- 기타 거래보증

종합금융

회사

-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

-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대출의 주선

- 설비, 운전자금의 투융자

- 사채 및 보증증서 발행

- 제한없음 - 사채보증, 어음보증

- 리스보증

할부금융

회사

- 물품, 용역의 할부구매 또

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

의 융통

-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팩토링), 신용조사

- 채권의 발행에 의한 자금

의 조달

- 물품, 용역 할부구매, 연

불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

- 할부판매대금보증(대출을 통해)

증권회사
-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인

수, 매출의 주선
- 사채발행회사 - 사채보증

농수협

중앙회

- 조합원을 위한 구매, 판매

- 신용사업

- 공제사업

- 농수산 관련 국영기업체

- 농수협중앙회와 회원조

합

-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 생산조합 및 연

합회

- 신원보증

-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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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證機關의 商品領域

보증기관별 상품영역은 아래 <표 Ⅲ-12>와 같이 구분된다.

<표 Ⅲ-12> 보증기관의 상품영역

보 증
기 관

보 험
종 목

보증업무 전업기관 부수업무기관

보증

보험

신용
보증
기금

공 제 조 합

은행
종합
금융
회사

할부
금융
회사

증권

회사

농수
협중
앙회건설 주택 전기 통신 기계

신원보증 ○ ○

이

행

보

증

입찰 ○ ○ ○ ○ ○ ○ ○ ○

계약 ○ ○ ○ ○ ○ ○ ○

차액 ○ ○ ○ ○ ○ ○ ○

하자 ○ ○ ○ ○ ○ ○ ○

지급 ○ ○ ○ ○ ○ ○ ○

상품대금 ○

선금급 ○ ○ ○ ○ ○ ○ ○

납세보증 ○ ○ ○

인허가보증 ○ ○ ○ ○ ○

보석보증 ○

공탁보증 ○ ○

할부보증 ○ ○

리스보증 ○ ○ ○ ○

사채보증 ○ ○ ○ ○ ○

어음보증 ○ ○ ○

소액대출 ○

개인주택자금 ○

사업자주택자금 ○ ○ ○

생활안정자금 ○

크레디트카드 ○

가계수표보험 ○

주택신용보험 ○

신용카드신용 ○

공통신원신용 ○

손해배상보증 ○ ○ ○

대출보증 ○ ○

제2금융보증 ○

감리비보증 ○ ○

자료 : 대한보증보험(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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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保險社의 商品領域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반면, 其他 保證機關은

그 성격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인 상품영역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사보증기관이 상품별로 보증보험사와 제한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만 보

증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보증기관과 대부분의 상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특히 主力種目에서의 競爭은 보증보험사의 市場蠶食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競爭力 側面의 問題點

類似保證機關에 대한 保證保險社의 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商品

內容, 價格 등에서 競爭優位에 있어야 하며, 마케팅 또는 서비스의 수준

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保證料率은 債務者가 부담하는 채무를 保證하고 이에 따른 對價를 금

전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依賴人이

부담하는 債務를 보증한다는 與信行爲에 대한 報酬 즉, 의뢰인이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潤 중의 일부를 保證人에게 分配하는 이윤

의 배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他人의 債務에 대한 보증에는 필연적

으로 우발적인 危險이 따르므로 이러한 危險負擔에 대한 保險料的 性格

을 갖고 있다. 셋째, 보증사무처리에 대한 手數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넷

째, 金錢債務를 보증하여 주고 그 保證期間에 대하여 一定率의 保證料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보증의 委託에 따른 對價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에 따라 保證料率은 통상 市中金利를 기준으로 하여 보

증기관별로 信用危險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한 반면, 保證保險은

보험의 성격상 料率算出에 있어서 직접적인 規制를 받고 있다. 專門保證

機關의 보증업무는 信用原則(예외적으로 물적담보 취득)이지만, 기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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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관은 物的擔保의 取得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의

危險性이 적으며, 사고 발생후 求償이 용이하여 보증요율의 수준을 낮게

책정할 餘力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는 보험의 특성상 保險料에 附加保險料를 포함하여

危險保險料部分도 포함되어 있어 價格競爭力 側面에서 劣勢에 있으며, 특

히 共濟組合과는 價格水準에 있어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점점 競爭

力을 상실해가고 있다.

<표 Ⅲ-13> 보증기관별 보증요율

보증기관 보증요율

신용보증기금 대기업, 중소기업 연 1.5 %

은 행 연 1.5 % 범위내

종합금융회사 연 1.5 % 범위내

증 권 회 사 연 0.8%

공 제 조 합 연 0.8% 이내

농 · 수 협 연 0.8% 내외

또한 商品側面에서 보면 보증보험사 및 유사보증기관의 상품내용은 비

슷하여 보증의 내용에 따른 差別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보험의 특성상 約款에 免責危險이 존재하는 등 일반보증상품 보다

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완전한 保證手段으로는 꺼

리는 측면이 있고 國際的으로 통용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증보험의 무한한 商品領域에 비해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差別化된 商品이 별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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