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 保證保險의 發展方案

본장에서는 제Ⅲ장 보증보험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써 보증보험의 發展方案을 提言하도록 한다. 현재

보증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經營不安, 營業收支 赤字, 擔保力 低

下에 따른 成長의 制限 및 效率性 低下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들은 短期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長期的으로 추진해야할

것을 구별하여 지속적인 改善努力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經營正常化

를 위해 外形成長을 추구하는 전략 보다는 收益性 爲主의 內實經營으로

전환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함과 동시

에 언더라이팅 부문의 機能 强化를 통해 보유계약의 健全性 유지 및 求

償率 提高를 위한 短期的 誘引策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中長期的으

로는 언더라이팅기능의 강화를 위해 正確性, 有用性, 適時性, 費用效率性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信用情報를 체계적으로 集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構築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인 投資와 專門人力의 養成에

주력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1. 保證保險營業의 安定性 提高

보증보험사업은 保證과 保險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事業自體에서 유발되는 구조적인 危險이 존재한다. 보증보험은 일반손해

보험과는 다른 언더라이팅 요소와 가격산출 구조를 갖고 있고 구상업무

가 존재하는 등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經營不安

의 문제가 보증보험의 發展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原因으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安定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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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구상율 제고 및 적절한 재보험의 활용을 통한 營業收支의 安定과

景氣變動에 따른 완충장치의 마련을 통한 損害率의 安定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보험상품을 보증보험, 보증증권, 신용보험으로 구분하여

專門化 및 活性化시키고 요율산출방법의 개선을 통해 事業의 合理性을

제고해야 하며 所有構造의 改善을 통한 책임경영의 유도가 필요하다. 아

울러 유사보증기관과의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혈적인 價格競爭

보다는 서비스의 개선 및 新商品의 開發을 통한 差別化 戰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언더라이팅機能의 改善

1) 언더라이팅政策

일반손해보험의 危險選擇은 大數의 法則을 적용시켜 평균손실을 과학

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동질적인 危險의 結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

증보험은 보험사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위험의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선택에 있어서도

주채무자의 資本, 特性, 能力, 信用과 같은 요소들을 基本原理로 삼고 있

다.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위험특성상 危險引受過程은 회사의 경영

안정 및 발전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무리한 인수정책이 영업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그 파급효과가 經營全般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은 최근

양 보증보험사의 營業實態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확장을 위해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短期的 수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中長期的으로는 회사의 營業收支 및 安定性에 마이너

스가 된다는 것을 認識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의 언더라이팅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일관성있게 추진되

- 85 -



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의 專門性을 인정하고 그 獨立性을 보장하는 것

이 필요하며, 경영전략의 수립 차원이 아니라 保證保險事業의 成立을 위

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담당직원의 전문

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언더라이팅을 실시할 수 있는 自律性이 최대한 보

장되어야 하며, 經營戰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考慮되어야

한다.

2) 언더라이팅技法

보증보험에서 언더라이팅의 成敗는 주채무자의 信用危險을 얼마나 정

확히 測定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신용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의 流通構造 및 財務管理에 대한 충분한 調査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런 조사업무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先決課題이다.

保證保險社는 보증이라는 위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므로 거의

모든 업무가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危險의

質을 측정하여 引受與否를 결정하는 업무는 증권을 발급받는 기업들이

契約 또는 債務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倒産 등의 이유로 不履行할 것

인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危險管理 過程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調査結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分析하여 評價하는 기법이 실

질적인 언더라이팅기법의 核心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보험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통하여 국제적인 시장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기법의 高度化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증보험사가 언더라이팅기법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이 2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外部 信用評價機關과의 연

계를 통하여 信用情報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모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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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電算網을 연결해 금융권 전체로 운영되는 信用情報交換시스템

을 構築하는 방안이다. 둘째,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子會社 設立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집적된 信用情報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외부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竝行하여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언더라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의 專門化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가) 外部 信用評價機關의 信用情報 活用

保證保險社는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의지, 채무이행능력, 수익상황, 경영

상태,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自社의 언더라이팅 基

準과 비교하여 引受 與否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인수위험에 대한 정확

한 언더라이팅은 심각한 保險技術上의 損失을 방지할 수 있는 安全裝置

가 된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아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신용평가, 전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3개사가 있다.

<표 Ⅳ-1> 신용평가회사 현황

회사명 설립일/자본금 주주구성 주요업무

한국신용
평가(주)

- '85.2
- 34억9천만원

- 32개 투자금융, 6개 종합사,
21개증권사, 3개투자신탁

- 한국증권금융, 매일경제신문

- 분석평가(유가증권등급,기업신용
분석)조사연구,컨설팅(시장조사,기업평가),

- 정보서비스(기업신용재무분석)

전국신용
평가(주)

- '86.9
- '87.11 신용

평가업실시)
- 25억원

- 전국은행연합회
- 21개은행

- 은행상호간에만 교환,금융기관불량거래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외의
금융기관, 기타수요자에게 제공 및 정보
의상호교환

- 회사채평가

한국기업
평가(주)

- '83.12
'87.11 신용
평가업실시

- 12.5억원

- 한국산업은행 - 신용평가
- 금융산업부문간 용역(사업계획의 사업성

평가및자본수지분석)
- 공공부문용역
- 기업의재무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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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는 현재 이들 信用評價會社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信用情報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信用保證基金의 中小企業關聯 情報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주요업무는 회사채평가,

기업어음평가, 주식가치평가, 은행여신관련 포괄용역, 시장조사, 기업 신

규투자의 사업성 평가,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주로 여신대상 기업들

의 신용도를 평가(기업어음평가)하여 銀行의 信用貸出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보증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限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情態的 分析에 그치고 있어 動態的으로 現金흐름比率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의 도입과 기업의 부실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財務比率의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에 비해 인지도 및 업

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거 있어44) 정보의 信賴性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가 고도의 專門性을 요구하는 언더라이팅업무를 이

들 회사가 제공하는 信用評價資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무리가 잇

으며,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基礎資料로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집적한 信用情報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

축과 品質管理를 통한 정보의 信賴性提高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금융의 分業主義와 固有領域의 認定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 적시성 및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금융권

의 종합적인 金融電算網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언더라이팅 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個人의

44) 증권감독원은 최근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와 한국기업평가(주)의 무보

증사채 평가업무를 1개월 정지시켰다. 한국경제신문 , 199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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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과 관련한 양질의 情報를 필요로 하는 보증보험의 언더라이팅에 적

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집적, 관리, 가공 및 결과의 산출에 이르

는 과정을 自動化시키고 업무를 더욱 專門化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信用情報 子會社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信用情報子會社의 設立

보증보험사가 信用情報子會社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보증보험의 특

징에 맞는 業務領域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신용평가회사를 활용하

는 것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축적된 情報力

과 分析力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체를 위한 컨설팅업무를 취급할 수도 있

다. 따라서 보증보험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출자하는 전문 신용정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언더라이팅 기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妥當性이 있으며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보증보험사가 그동안 신용정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던 制約要因으로는 「보험업법 제9조 (타사업 겸영의 제한)」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허가)」를 들 수

있다.

보험업법 제9조 (타사업 겸영의 제한)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

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그 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

2. 당해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8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

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

③ ∼ ④ 생 략

먼저 保險業法 제9조에서 보험회사의 他事業 兼營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업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여 保險經營의

專門性 確保와 管理의 充實化, 그리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保護하여 결

과적으로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신용정보사업이 보증

보험사의 타사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당해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의 실질적인 業務內

容이 保證이고 信用情報事業은 보증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

다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금융산업의 多角化, 自由化, 開放化

趨勢에 따라 그 부수업무에 대한 적용이 탄력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신용정보사업은 보증보험사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

해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제4조에서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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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

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

로 제한하고 있어 동 분야의 市場進入을 規制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장진입의 제한은 신용정보업이 보증보험의 부수업무로 당연히 포함되

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廢止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獨逸의 전업보증보험사들은 100% 출자한 신용정보자회사를 통해

정확한 信用評價結果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 신용정보자회

사의 매출액이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Ⅳ-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Hermes사 9.05%, Allgemeine사 14.08%가 되어 母會社

의 영업수지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독일 보증보험사의 신용정보자회사 운영 실적

회 사
보증보험사

보험료(A)

보증보험사

손해율

신용정보 자회사

매출액(B)
B/A

Hermes 4.475억원 103.1% 405억원1) 9.05 %

Allgemeine 2,244억원 102.8% 316억원2) 14.08%

주: 1) Hermes- Credit Co.

2) Allgemeine Credit Information Co.

자료: Hermes Kreditversicherungs- AG, 1994 연차보고서

Die Allgemeine Kredit AG, 1995 연차보고서

신용정보자회사는 온라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身分 確認 및 추가정

보의 입력, 보증신청서의 작성 및 출력, 보증한도액의 설정 및 증액, 그리

고 즉각적인 保證決定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불필요

한 문서를 節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증한도액 등을 스스

로 檢索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신용평가의 定型性, 透明性, 客觀性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요소가 없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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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自社의 代理店과의 情報交換은 물론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顧客과의 신용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독일의 Allgemeine Credit

사가 연간 약 4,000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온라인을 통해서 체결하고 있다

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信用保證制度로의 轉換

앞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求償契約

에 의해 연대보증인을 入保시키거나 과도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不滿을 야기시키고 信用社會의 定着을 저해하여 보증보험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

상은 보증보험의 保證的 性格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보험성을 부각

시키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손해보험의 보험

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되고 순보험료는 장래 발생할 크레임

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와 적정한 이윤에 충당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증보험의 설립목적은 信用이 부족한 기업 및 개인에게 신용을 補完

해 주는 것이지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 대외적인 신용을 保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을 보험의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保險的 技法을 이

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危險을 사전에 價格에 반영하여

적정한 收支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의 1차적인 예방

책은 언더라이팅이며,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2차적인 보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債權保存措置 없이 신용을 공여함에 따라

부담하게되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이미 保證保險料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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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담보위험이 개인 또는 기업의 信用危險이기 때문에 개별성

이 강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실태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며 위험집단이 완전히 동질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보증보험상품을 위

험분류체계의 대분류라고 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실적은 이들 리스

크의 개별성과 신용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여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보증

보험 상품별 基礎統計資料를 활용하여 危險保險料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

하며, 이러한 等級料率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平準化시켜 보험수지

의 安定性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질위험집단 내에서도 개별보험계약자의 위험의 정도에는 차

이가 있으며, 이들 집단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요율을 적용할 수 없어 불공평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신용이

우수한 계약자는 그렇지 못한 계약자에게 補助金을 支給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종목별 위험단체

를 구성하는 개별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料率差等化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個別料率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요율에 포함된 危險保險料(예정손해율 해당 부분)

는 보험금 지급후 求償不能에 따른 損害와 구상이 지체되는 경우 구상이

실현될 때 까지의 費用에 충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

약자의 신용정도를 1차적으로 언더라이팅에서 스크린(Screen)하고 2차적

으로 위험에 상응하는 위험보험료를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증보험을

신용보증제도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信用社會의 정착이

促進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될 경우 새로운 신규수

요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증보험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Swiss Re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증보험(Credit & Surety) 요율산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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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보험인수에 필요한 自己資本은 위험이 반영된 資本(risk

adjusted capital)으로서 調達을 위해서는 費用이 所要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보험료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同 會社는 손해발생가능성(exposure)이 반영

된 위험분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요율을 정하고45) 있다.

45) 1천만달러를 위험이 없는 채권시장에 투자했을 경우에 6%의 수익율이 보장되지만,

보험회사의 목표이익율이 8%라고 가정할 때, 자본할당비용(capital allocation costs)은

800,000$(1천만달러×8%)로 계산됨. 이 비용은 손해발생가능성(exposure)과 비교하여

보험료계산에 반영이 되어야 함. 즉, 손해발생가능성이 10억달러일 경우 보험료반영

비율은 (800,000/ 1,000,000,000) x 100 = 0.08%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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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IS S RE's MODEL

■ 자본할당비용(Capita l a llocat ion costs )

re turn on risk adj us ted cap ital
× 100%

exposure

■ 위험(Risk)

a verage occurred losses
× 100%

expos ure

■ 관리비용(Administ rat ive Expenses)

adm inis tratiive cos ts
× 100%

exposure

■ 재보험비용(Reinsurance Expenses )

re insurance cos ts
× 100%

exposure

즉, 영업보험료 구성요소와 요율은 다음과 같다.

자본할당비용 0.24%
위 험 0.35%
관 리 비 용 0.05%
재 보 험 비 용 0.16%

- - -
합 계 0.80%

자료: Swiss Re 제공. 1997. 2.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經營效率을 통해 附加保險料 부분을 절감하고 영

업실적에 따라 危險保險料 및 利益率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景氣變動에 따른 緩衝裝置(Buffer) 마련

앞서 제Ⅲ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증보험사업 자체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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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경영의 安定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緩衝裝置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완충장치는 사전에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營業結果 利益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準備金

을 적립하여 결손보전 및 손해율 안정을 위해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은 역할

을 하고 있는 非常危險準備金制度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준비금제도를 도

입하여 景氣變動 등에 따른 불안정 요소에 대한 충분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 非常危險準備金制度의 改善

우리나라의 非常危險準備金은 유럽의 平衡準備金 및 일본의 異常危險

準備金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缺損補塡 또는 損害率 惡化에 대

비하는 利益剩餘金의 일종이다. 그러나 非常危險準備金制度는 종목별 特

性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직전년도 경과보험료의 50%에 달

할 때까지 누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積立金額과 方法에 있어서

도 외국의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日本의 경우는 이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정미수입보험료46)의 2% 이상

이며, 정미손해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대장대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상위험준비금의 殘額率이 15%47) 미만일

경우에는 적립액의 150%를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당국이 특별히 인정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정미지급보험금48)이 정미수입보험료의 50%를 초과할 때는49) 그

46) 정미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 + 재보험환급금 - (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47) 보험종류군별 잔액율은 선박·항공 50%, 화재·적하·운송 35%, 자동차·신종 15%,

개호비용 15%이다.
48) 정미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지급확정분 포함) - 재보험금

49) 일본의 경우 이상위험준비금을 4개 보험종류군(선박·항공, 화재·적하·운송, 자동차

·신종, 개호비용)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이상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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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상위험준비금에서 환입할 수 있으며, 적립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세법상 益金算入對應額에 관한 法人稅 등의 相當額

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EC 제3지침에서 규정한 信用保險의 平衡準備金 積立基準은 신용

보험을 폭풍, 해일, 서리 등의 위험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고 보험사고

의 週期性 등을 감안하여 신용보험영업이 전체 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

는 보험사업자에게 적용되며50) 적립방법은 아래 <표 Ⅳ-3>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상위험준비금의 제반 문제와 외국의 준비금제도를 고려

할 때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積立限度를 직

전년도 經過保險料의 50% 수준으로 정하는 것 보다 보증보험의 위험특

성을 감안하여 과거 5개년 平均 保有保險料의 100%를 적립한도로 하여

매기 累積積立하며 연도별 적립금액은 보험종목별로 차별화하고 영업이

익의 5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준비금의 환입사용은 경

과손해율 100% 기준이 너무 과대한 면이 있으므로 예정손해율 수준인

5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

율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고 주주배당을 위한 감액적립을 인정하

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비상위험준비금을 예정손해율 초과시에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증보험의 안정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며 보증

보험사의 지급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신종보험에 포함되며 정미손해

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상재해손실에 해당한다.
50) EC신용보험지침에서는 신용보험의 보험료규모가 총보험료의 4%이내이고 250만 ECU

미만인 소규모회사에 대하여는 평형준비금의 적립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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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유럽의 평형준비금 제도

구분 방식 1 방식 2 방식 3 방식 4

목적 사업손실의 보전 손해율의 안정

통계 최근 5개년 최근 5개년 15년이상 30년이하 15년이상 30년이하

적 립
한도

최고정미보험
료의 150%

평균정미보험
료의 134%
(최저적립액)

평균손해율과 손해율의 표
준편차×경과보험료×6배
(적립필요액)

최고적립필요액 : 방법 3과
동일

최저적립필요액 : 최고적립
필요액의 50%

연 간
적 립
금액

정미보험료의
12%를 한도
로하여 영업
이익의 75%
를 적립

영업이익의
75%를 매년
계속 적립

적립필요액에 도달 또는
동금액을 회복할 때 까지
적립필요액의 3.5%를 매
년 적립

최고적립필요액에 도달할
때 까지 평균손해율과 손
해율의 차이×경과보험료
를 매년 적립

환 입
사 용
기준

사업손실 발
생시 환입 사
용가능

사업손실 발
생시 환입 사
용 가능

특정년도 손해율이 평균손
해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경과보험료×손해율
차이)을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특정년도 손해율이 평균손
해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경과보험료×손해율
차이)을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최저적립액은
사용할 수 없음

특징
이익이 발생
한 경우에만
적립함

이익이 발생
한 경우에만
적립함

당해연도 손해율이 평균손
해율을 초과하더라도 일단
적립해야함
평가기간 동안 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음

특정년도 손해율이 평균손
해율 미만인 경우에만 적
립함
평가기간 동안 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음

2) 새로운 準備金制度의 新設

보증보험의 성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一般保險과는 달리 경기흐

름에 대한 變動性이 강하고 보험사고가 단기성 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격

을 갖고 있고 연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安定化 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표 Ⅲ-1>에서 볼수 있듯이 보증보험의 연도별 손해율이 5

년을 주기로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사실은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

리적인 制度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서 비상위험준비금제도

의 개선을 통해 완충장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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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준비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主要 外國에서는 보증보험을 일반보험과 다른 성격으로 인정하여 責任

準備金 외에 특정의 거대리스크 또는 손해율 변동에 대비하는 平衡準備

金(equalization reserve)制度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保

險引受에 수반되는 通常損害(예정손해율 수준)를 초과하는 손해지급에 對

備하는 점에서 共通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準備金制度의 운영에는 국

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平衡準備金을 보험계약준비

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美國과 英國은 세금이 부과되는 任意準備

金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으며,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原子力, 自然災害, 信用

·保證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稅金免除의 責任準備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의 積立範圍, 程度, 方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핀란드의 平衡準備金과 스웨덴의 安全準備金

(Safety Reserve)을 들수 있다. 핀란드의 平衡準備金은 損害頻度의 불규칙

한 變動에 대응하여 이것이 높은 年度의 損害支給에 대비하기 위하여 監

督當局에서 인가한 數理的 方法에 의해 種目別 必要額을 산출하여 적립

한다. 스웨덴의 信用保險에 대한 安全準備金은 監督當局이 정한 「標準規

則」에 의한 種目別 責任準備金으로서 정미보험료의 600%까지 적립하도

록 하고 있다.5 1) 이들은 모두 貸借對照表上의 負債이지만 自己資本의 일

부로서 支給餘力(solvency margin)에 산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規定하고 있

다.52)

51) 참고로 화재·주택종합보험·자동차보험 50%, 해상·운송보험 200%, 항공보험 100%,

원자력보험 1,000%, 원자력·신용보험 이외의 수재보험 200%로 되어 있다.
52) 越知陸, 保險會社의 財務面의 監督 , 保險學雜誌 제534호, 1991.9, pp. 65∼66. 본 내

용은 필자가 제8회 AIDA 코펜하겐회의에서 제2주제인 보험회사의 재무면의 감독-보

험사업에 필요한 재무자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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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日本의 경우에는 保證證券業務에 대하여 超過損害率의 보전을 위

한 保證特別危險準備金制度를 갖고 있다. 보증특별위험준비금은 이상위험

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기 정미수입보증료의 2%를 적립한다. 정미

손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특별위험준비금 전기말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소진시킬 수 있다53).

따라서 支給餘力의 性格을 갖는 保證保險의 緩衝裝置로서 새로운 積立

方式의 準備金制度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準備金制度는 유럽

의 제3방식 및 제4방식을 혼합한 것으로서 積立必要額을 5개년 損害率의

標準偏差에 經過保險料를 곱한 金額의 5배로 하고 積立必要額에 도달할

때 까지 每年 累積하여 적립하고 損害率이 50%를 초과할 경우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환입사용한 경우에는 積立必要額까지 복

원될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한다. 또한 준비금 적립은 5년동안 매년 積立必

要額의 4%를 損害率實績에 관계없이 一律的으로 積立해야 하며 이후에

는 5개년 加重平均損害率54)을 하회할 경우에만 적립필요액에 도달할 때

까지 적립하도록 한다.

이것은 곧 결손보전 이전에 豫定損害率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입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損害率變動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缺損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이와 같이

保證保險의 特性을 반영하는 준비금제도를 통해 좀더 안정된 기반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子會社의 設立을 통한 求償率의 提高

53) 일본 대장성 은행국 보험부 보험제2과장 사무연락「손해보험회사의 경리기준 등에 관

한 유의사항」(평성 4년 7월 6일) 참조.
54) 5개년 가중평균 손해율은 최근년도의 비중을 높게하여 30 : 25 : 20 : 15 : 1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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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의 求償權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즉시 발생하지

만 保險契約者(채무자) 또는 連帶保證人이 辨濟能力이 없을 경우에는 求

償自體가 불가능하거나 遲延될 수 밖에 없어 완전히 변제될 때 까지는

일정한 經過期間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求償率은 손해율 및 영업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상실적과 미수채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거

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상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求償業務의 專門化가 이루어져

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구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成果給

制度의 導入을 통해 실적향상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國稅廳 電算網에 입

력되어 있는 綜合課稅 現況資料를 保證事故者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한 구상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구상율 제고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렇게함에 따라 求償人力 및 經費가 대폭적으로 輕減되어 영업수지 개선

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구상을 전

문으로 하는 子會社의 設立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구상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별도의 求償子會社를 설립하

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求償子會社 設立의 必要性

보증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고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少額貸出保證保險의

경우 대출후 약 1년에서 1년반이 지난 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상권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求償金額

은 즉시 回收가 불가능하며 상당한 時間을 필요로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競賣를 통한 强制執行을 할 경우도 있으며 求償金額과 利子가 계속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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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는 當該 保險金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구상업무에

따르는 人員과 費用은 事業費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保

險料의 引上要因이 될 수 있다.

보증보험사의 未收債權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不景氣가

계속되거나 신용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少額未收債權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상에 따른 직원 충원, 조직의 비대화, 예산 및

사업비 증가 등과 같은 不作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상만을 전문으로 하

는 子會社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보증보험사는 구상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구상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事業經費를 줄여 競爭力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債權回收費用의 節減, 回收金額의 극대화, 債

務者 등과의 摩擦解消에 따른 보증보험사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사의 求償率이 약 60% 정도 밖에 되지 않으

므로 求償技法의 專門性을 갖춘 구상전문자회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보증보험사의 營業收支赤字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

다.

2) 法的根據

보증보험사가 求償業務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法

的根據는 保險業法 제9조(타사업 겸영의 제한)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 구

상업무가 보증보험사의 부수업무에 속하는지의 해석문제는 信用情報業務

와 마찬가지로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상업무가 보

증보험사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고 또한 求償率이 보증보험사의 영업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구상업무를 보증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外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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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보증보험사들이 求償專門子會社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專門化를 이루고 영업수지 적자에 효율적으로 對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 보증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사가 동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分離 運營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法 制定의 趣旨에도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제2조(정의) 및 同 法 施行

令 제2조(정의)에 의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55)에 해당하며

법 제4조(영업의 허가)에 의해 신용정보업은 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證

基金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이 공공으로 출자한 法人으로서 신

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그 營爲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法

제6조(업무)에 신용정보업자의 영위업무로서, ①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

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②신용정보를 모

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

무, ③債權推尋業務56).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자57)가 수행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제외한다.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부대업무 ⑤기타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財經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업무

등을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조사, 모집 및 제공과 채권추심

업무는 보증보험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더라이

팅과 求償業務의 專門化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판단되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規制가 緩和되어야 할 것이다.

55)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56)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

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7)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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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金融機關과의 衡平性 維持

金融機關은 일반적으로 延滯貸出金의 回收와 非業務用 不動産의 處分

을 위해 成業公社58)에 求償權의 執行을 위탁하고 있다. 보증보험사는 규

모가 크지 않은 單純 求償業務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不良

物件(연체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장기인 경우)에 한해서 成業公社를 이용

하여 競賣 등으로 강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金融機關이 성업공사를 이

용할 경우에는 特別措置法에 의한 租稅減免의 惠澤59)이 있으므로 救償會

社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필

요가 있다.

金融機關이 성업공사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할 경우에는 비

업무용 재산판정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연장이 되어

節稅效果를 얻을 수 있고, 3회 이상 流札物件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규정의 적용이 排除되어 高價賣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60). 따라

서 구상전문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에는 금융기관과의 衡平性 維持

와 보증보험사의 競爭力 提高 측면에서 동일한 稅制上의 惠澤이 주어져

야 할 것이다.

라. 적절한 再保險의 活用

58) 성업공사령 제3장 제12조 3항: 금융기관·보험회사·단기금융회사, 기타 이와 유사

한 기관으로부터 회수의 위임을 받은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업무를 행한다.
59)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 과 지방세법 제28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84조의 4, 제4항 2호에 의거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의 50% 감면의 혜택이 있다.
60)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4 제4항2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시에는 취득세를 7.5

배 중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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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保險社는 일반적으로 再保險을 통해 擔保力의 極大化, 危險의 分散,

異常災害로부터의 保護, 營業收支의 安定化, 재보험자로부터 保險技術의

移轉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보험의 목적은 보증보험의 경우도 예외

일 수는 없다. 현재 保證保險社는 大韓再保險(주)와 比例再保險(Quota

Share)特約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社債保證 등 각사의 보유액 초과분은

任意再保險으로 出再하고 있다. 또한 각사는 保有額에 대하여 담보받기

위해 超過損害額擔保(ELC)特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海外再保險者에

출재하고 있다.61)

보증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감독당국의 지급능력규제62)에서 요구하는

保險契約者剩餘金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保有限度를 초과하여 위험을

인수할 수 있고 정해진 보유액의 수배까지 담보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景氣沈滯로 인한 다발적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保證事故에 대

처할 수 있으며 年度別 營業收支의 심한 變動을 방지할 수 있다.

大保社와 韓保社의 재보험 활용은 出受再部門 모두 극히 미비한 실적

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出再部分의 純收支差額이 일정하지 않고 變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험의 대부분을 國內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나 外國 再保險者의 엄격한 引受政策으로 해외에 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韓保社가 해외에 재보험을

출재할 때의 再保險手數料가 1991년 이후 계속 실적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同社에 대한 外國 再保險社의 엄격한 引受選擇에 의해

手數料를 포기하면서까지 출재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사의 순수지차

액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안정된 再保險의 活用에 問題가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향후 信用保險이 活性化될 경우 再保險에 의한

61) 김기현, 「재보험실무」, 보험연수원, 1996. 3, p. 179.
62)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잉여금 대비 보험료 비율이 500%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채무이행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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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險分散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4> 보증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출·수재 내역

(단위: 천불)

구 분

수 재 출 재
순수지

차액
수입

보험료

지급

수수료

지급

보험금
수지차

지급

보험료

수입

수수료

수입

보험금
수지차

대보

91 1,501 570 2,283 (1,352) 2,783 889 883 (1,011) (2,363)

92 1,501 547 947 7 2,724 871 7,229 5,376 5,383

93 1,397 566 739 92 3,927 604 1,347 (1,976) (1,884)

94 - - - - 4,434 671 3,516 (247) (247)

95 - - - - 3,564 387 4,914 1,737 1,737

한보

91 9 3 - 6 203 - - (203) (197)

92 18 6 2 10 811 - - (811) (801)

93 - - - - 394 - 1,386 992 992

94 1 - 9 -8 1,062 - 4,745 3,683 3,675

95 - - - - 846 - (521) (1,367) (1,367)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연도.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적극적인 재보험시장의 개척과 안정된 출수재 기

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영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며, 國內外 出再를 용이하

게 할수 있도록 內實經營을 통한 原收保險實績의 安定이 무엇보다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商品體系의 改善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의 商品分類는 保證保險 事業方法書에 따라 구분

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보증이 가지는 채권담보 기능을 보험의 방법에 의

하여 부담하는 일종의 企業保證으로 실질은 보증이고 형식은 보험의 형

태이다63). 따라서 보증보험을 상품별 특성 및 위험의 성질에 따라 保證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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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 保證證券, 信用保險의 3 종류로 分類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保證商品은 보증증권(Bond)의 성격이 강

하므로 보증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국제성이 강한 보증증권으로 전

환하는 등 보증내용 및 위험의 성격에 따라 보증증권을 개발하여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에도 共通身元信用保險과 같은 유사 신용보

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증보험과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신용보험 본래

의 機能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보험의 경우 支給保險金은

保證金額(보험가입금액)의 최저 75%에서 최고 90%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

하므로 피보험자의 위험관리의무를 일정 부분까지 보험자와 공동 분담토

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신용보험하에서는 보증보험과 달리 보

험자의 求償權이 발생되지 않아 일반손해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상품체계에 대

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용보험의 활성화 측면에서 수출신

용보험을 보증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신용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시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단계에서는 시

험판매를 거쳐 본격적인 상품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保證保險의 새로운 分類

보증보험종목별로 새로운 분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분류기

준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본드업무를

事業方法書에 단순히 保證保險請約書(bond application )와 約定書

63) 이원준·이상종 공저, 담보와 보증 , 1993.,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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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ment indemnity )形態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증보험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법률체계가 유사하고

보증보험을 엄격하게 분류하여 그 장·단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증보험의 분류형태와 독일의 신용보험 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증보험의 종류별 분류기준안 및 이에 따른 약관구성과 보험료산출내용

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보증보험 보다

는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본드업무와 신용보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1) 保證證券(Bond)業務

가) 保險性의 糾明

일본은 1951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보증사업 전반을 다루는 법률

이 없었고 은행법에 의한 사업, 公共工事의 선납보증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등에 부분적으로 정해져있는 데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보

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사업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보증사업을

법제화하고 보험회사가 보증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

려고 했지만, 보증보험의 형태를 취해 보험사업에 포함시켜 괄호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사업을 보험사업에 포

함시킨 이유는 첫째 보증보험이 고유의 보험사업과는 다르지만 영국, 미

국등이 본드시스템(보증사업)을 손해보험회사에 영위시키고 있고 중요한

보험사업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둘째 보증보험은 기존의 보증인

또는 보증금제도보다 우수한 인적담보방법이고, 셋째 여러 분야에서의 요

청이 있었으며, 넷째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의 내용은 상법상의 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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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 괄호조항은 보증보험의 영위를 위해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측면

이 있지만 일반손해보험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조항으로 포

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5조 (타사업의 제한)에서 보험

사업의 전업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Bond 업무를 보증보험으로 영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 조항은 1974년 보증증권의 도입시에

근거규정이 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

일본의 보증보험은 미국의 Surety Insurance 또는 Bonds의 실체를 소위

보증보험에 집어넣어 이것을 보험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

험은 Bond의 내용을 살리면서 형식을 보험방식으로 만든것이며, 보증증

권은 Bond를 거의 그대로의 형태로 일본의 실정에 맞게 가공한 것이다.

보증증권의 도입 배경은 일본의 경제활동이 그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처

도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보증보험으로는 상거래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보증증권의

도입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보증증권은 1973년 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74년 5월에 최초로 인가를 받았으며, 도입당시 금융기관

등이 하고있는 보증업무와의 분야조정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보증증권

업무의 범위를 주로 都給契約, 賣買契約, 賃貸借契約, 委任契約, 役務契約,

運送契約, 入札, 法令上의 義務 등에 관한 保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도입모델이 된 미국의 Surety Bond는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의 Bond

Form에 보증인(통상 보험회사)의 連署를 받아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

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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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보험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Bond에 약정된 보증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도급공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해 도급업자 또는 다른

도급업자에게 완성시키거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보험회사

에 선택권이 있다.

Bond Form은 통상 채권자에 의해 정해지며 주채무자와 보험회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

보증금액과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주채무자가 부과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보상을

받은 경우 에는 보증관계가 소멸한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한다.

보험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보험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한다.

주채무자에게 중대한 부실징후가 있어도 보증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보험

회사가 계약 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1996년 개정된 신보험업법 제3조 (免許) 제6항에서「보증증권업무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

가를 수수하는 업무중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당해가격을 결정하고 준비금

을 적립하고 재보험에 의한 위험의 분산을 행하는 것과 기타 보험 고유

의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당해보증은 전항 제1호

(일정의 우연한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에 기재한 보험의 인수로 간주하고 당해보증에

대한 대가는 동 호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新保險業法에서는 보험업의 면허를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분

하면서 제3분야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증증권업무

를 손해보험 고유분야의 보험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

용상으로는 보증증권업무를 손해보험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명확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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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증권업무가 손해보험 고유분야의 보험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본드업무를 보험회사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64)는 의견이 있고, 보험업법 제5

조 (보험사업의 허가) 제1항의 괄호조항으로 추가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본드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사가 보증증권업무를 영위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손생보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보증보험이 손해보험 고유의 사업임을 명

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保證保險의 保證證券(Bond)化

본드 또는 보증증권은 미국 등의 Surety Bond를 말하는 것으로서 손

해보험회사가 각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보험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증업무라고 하지 않고 보증증권업무라고 하는 것

은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적인 방법(보험수리에 의한 가격의 결정, 준비금

적립, 재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산, 기타 보험고유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특수한 보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보증보험상품을 보증증권으로 전환하여 분화시키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65) 첫째 보증보험의 한계성

이다. 보증증권은 그 보상방법에 있어서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보증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보증위탁자가 보증료를 납

부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면책으로 할 수 없으며 보증증권상 별도의

면책위험이 없어 보증보험보다 채권자의 보증수요에 더 적합한 형태를

띄고 있다. 둘째 보증보험사의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제간의 거래

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64) 대한보증보험, 보증보험과 본드에 관한 연구 , 1989.7, pp. 84∼85.
65) 대한보증보험(1989), 전게서, pp.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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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 보증보험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증보험이 특수한 성격과 구조로 인해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보증기관의 無約款附 保證書의 발급등으로 보증

보험상품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보증보험을 보증보험과 보증증권으로 구분하여 이

행보증보험, 금전채무지급보증성 상품 등을 중심으로 보증증권으로 전환

하여 보증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국제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保證料 算出

保證料는 채무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증기간, 보

증실적, 신용도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사가

복잡하여 主契約이나 保證條件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요율은 높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낮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保證料率은 보증기간이나 保證金額에 비례해서 保證料가 항상 증가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료의 상

당부분이 債務者의 信用調査나 契約內容을 調査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固定的 費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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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 1> 보증금액(보증기간)과 보증요율의 관계

보

증

요

율

고정비

보증금액
(보증기간)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신용조사나 계약내용의 조사에

소요되는 固定費用은 保證契約의 締結과 동시에 보증기간 또는 보증금액

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후부터는 비례적으

로 보증요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예를 들면 보증기간 1년에 대한 보증요율을 1%로 한 경우 보증기

간이 2년이 될 때 보증요율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2%와 같은 반

비례적 수준이 됨을 알 수 있다66 ) .

2) 信用保險

가) 保險的 性格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스스로 보험에

66) 대한보증보험(주), 전게서,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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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함으로써 사후적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상 화재, 해상보험과

같은 일반손해보험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다시말해

신용보험은 사후적인 수단 즉,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보

상하여 경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피보험자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미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험은 보증보험과 같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채무불이행

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보증보험과는 달리 자기를 위한

보험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相異點을 갖게 된다. 또한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求償權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代位

權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손해보험의 규정들이 적용되

고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

나) 約款構成

信用保險約款은 계약형태에 있어서 일반손해보험과 동일하지만 약관구

성형태는 보증보험과 유사하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신용

보험이라 할 수 있는 獨逸 Hermes社의 상업신용보험약관의 항목중 주요

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67)

첫째, 보험의 목적은 고객이 외상매출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다. 따라서 면책위험은 일반손해보험과 같이

보험기간 개시일전에 공급한 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자 및 위약금

등 법정비용과 기타 비용,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기타 전쟁, 전란, 파

업, 천재지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청약시에 고객(피보증인)의

신용도분석에 중요한 모든 사실(예컨대, 보험계약상의 최적한도액을 초과

67) 황장호, 신용보험(하) , 대한보증사, 보증사보, 1979.10호, pp.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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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객이 있을 때, 고객의 지급불능 위험을 인지한때 등)을 보험자에

게 알려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사항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셋째,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고객의 지급불능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판매자에게 부담할 商品對價를 완불하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변제할 경우

에 발생하며, 그 금액은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액 10%∼25%를 공제한

나머지 75%∼90% 해당 금액이다. 그러나 구매자의 능력과 신용상태 등

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信用限度額을 감액하여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

다.

넷째, 보험증권상에는 보험개시일을 명기하지 않고 상품인도 기간만을

명기하며, 보험기간은 판매계약기간과 동일하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채

무자의 재산이 청산될 때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채무자의 파산재산배당

순위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保險料의 算出

신용보험회사는 단위집단내에 속해 있는 顧客의 信用限度가 어느 정도

이고 한 계약으로 몇명의 債務者를 부담해야 될지, 채무자가 보험기간동

안 실제로 영업활동(위험 노출기간)을 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

료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험계약은 보통 顧客의 信用危險度에 따라 요율을 개별적으로 산출

하는 個別料率制度(individual rating system)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보험기간(위험)이 종료되었을 때 과거에 발생된 실적을 근거로 이자

를 소급·가산하여 보험료를 산출(prospective rating system)하거나 장래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위험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소급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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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ive rating system)을 들 수 있다.

신용보험하에서 적용되고 있는 요율산출기초는 크게 두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 먼저 신용한도(보증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보험

기간 중에 발생가능한 최대신용한도를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

이고 다른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단위집단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율산출기초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하나만을 적용하거나 병행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보험료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자가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가 조작할 수 없도

록 정해야 한다.

신용보험은 보통 집합계약 또는 공통계약으로 다수를 포괄인수하는 것

을 전제하여 보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따라서 개인계약에서는 집합계약

의 1인당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업종, 피보증인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손해율 등이 있

다.

첫째, 보험자는 피보증인 개개인의 위험조사보다는 피보험자가 속해 있

는 업종에 따라 피보증인의 위험을 종합, 평균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보험자는 1계약당 피보증인수를 일괄해서 인수함에 따라 역선택

을 피할 수 있고 위험의 평균화도 이루어져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

으며 사업경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피보증인수의 증감에 따라 1인당의 보

험료는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Ⅳ- 1 참조).

셋째, 보상한도액이 증가함에 따라 인상계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일반보험과 같이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한도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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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험자측에서는 소액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상치 않

으므로써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의한 역선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신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즉, 개별요율제도의 도

입을 통한 보험료의 차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의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하다.

나. 信用保險의 活性化 誘導

1) 信用保險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보험사는 定款에 의해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사업

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험의 명칭으로 허가받

은 공통신원신용보험은 실제로 계약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공통신원보

증보험종목 중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집합계약이나 직위포괄계

약이 분명한 신용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의 예외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신용위험이 신용보험상품

의 부재로 인하여 대부분 보증보험상품으로 대체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에 대해 세계 각국의 신용보험사업자들은 신용공여의 형태 및 성질 또는

기능면에서 서로 대동소이한 신용보험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

하고 있다.

국내 보증시장은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보증기관들이 사업영역을 확대

하는가 하면 공제형태의 새로운 보증기관이 출현하여 보증보험 경쟁상대

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비신용정책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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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할부판매제도, 팩토링금융의 활성화 및 신용거래의 일반화 추세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 신용카드업법 등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 연대보증인의 권익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보험자권

한의 상대적 위축 등으로 보증보험 산업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영전략

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산업을 위시한 국내

모든 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추진에 따라 보증시장 내에서의 자율경쟁추

세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의 개

발을 통한 경영의 다각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信用保險의 種類

信用保險은 크게 物品貸金을 담보하는 商業信用保險(Commercial credit

insurance), 輸出信用保險(Export credit insurance), 身元保證(Fidelity bond),

리스信用保險(Lease credit insuran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표 Ⅳ-5>와 같이 담보위험, 채무자 및 대상분야에 있어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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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신용보험의 분류

종 류 담보위험 채무자 대상분야

상 업
신용보험

제조, 판매, 용역회사
등이 상품 또는 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금
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써 생긴 손해

제조회사, 판매회사,
용역회사 등의 판매
대리점등 법인체 또
는 개인사업자

- 물품대금(계속공급계약)
- 용역대가
- 대리점 운영보증금등

소 비 자
신용보험

제조, 판매, 용역회사
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금 또는 금
융기관이 대부금을 회
수하지 못함으로써 입
은 손해

최종 소비자 또는 대
부받는자(가계성대부
금 수혜자)

- 가계성자금대출금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 할부구입자금 대출금 및 판

매대금
-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
-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이

용대금

수 출
신용보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
입업자로부터 정치적
위험 등으로 수출대금
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써 입은 손해

외국의 수입업자 주로 D/A에 의한
수출대금

신원보증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입은
손해

피용인 일반 고용계약

리 스
신용보험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상의 리스료, 규정손
실금 등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리스이용자 설비, 기계류, 자동차 등의
리스계약

3) 信用保險의 活性化 方案

국내보험시장은 競爭環境이 강화됨에 따라 價格을 포함한 全 部門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Soft Market의 基調하에서 공급자위주의 시장에

서 소비자위주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시장도 신

용거래가 확산되면서 擔保爲主의 전통적인 保證保險商品 보다는 信用保

險의 需要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보험사는 이러한 잠재시장을

개발하여 수요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보험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市場活性化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市場與件은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 119 -



構築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信用保險의 판매에 따른 危險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보험의 판매는 신용사회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뒷받침할 수 있는 信用評價技法을 개발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保險條件(담보내용, 면책조항, 요율산정등)과 産業別,

對象顧客層에 대한 危險分析을 정확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계약자의 逆選擇에 대비하기

위한 고도의 언더라이팅 技法이 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 信用要素를 計量

化, 數量化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용보험의 商

品化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 부터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가로막고 있는 制約要素(예를 들어, 신용정보업에 대한 진입장벽, 타법인

출자 제한, 수출신용보험의 진입제한 등)에 관한 法的, 行政的 規制를 除

去하는 것이 아울러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사는 신용보험의 商品化 基盤을 구축

하여 판매할 수 있는 體系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의 전문신용보험사와의 業務提携, 資本參與, 人的交流 등을 통

하여 경영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외

국 재보험자를 연결하는 再保險網을 구축하여 신용보험의 再保險處理와

助言을 받을 수 있는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보험의 일종인 割賦信用保險은 할부판매에 따른 판매자의 殘金回

收危險을 담보한다. 이것은 상업신용보험과는 달리 최종소비자의 잔금지

급이라는 危險을 담보하고 있으며 支給條件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독

립된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증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

는 割賦販賣保證保險과 유사하며 신용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初期에는 이와 같은 상품을 信用保險으로 轉換하여 판

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시장기반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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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中長期的으로 外國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商業信用保險과 국내

에서도 政府主導로 판매되고 있는 輸出信用保險을 營爲하면서 시장을 활

성화 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商業信用保險(commercial credit insurance)

商業信用保險은 製造·販賣會社 등이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

하고 그 貸金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損害를 담보하는 信用保險이다.

保險契約者는 상품을 제조하는 生産者나 大型供給者이며 상품을 구입하

는 소·도매상은 보험계약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도소매상의 支給能力

그 자체가 보험의 대상인 危險이 된다. 동 보험은 일종의 고급보험(luxury

insurance)으로서 생산자나 공급자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해 준다. 무

엇보다도 성숙된 信用制度(credit system)의 정착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일

반손해보험사의 업무와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전문 신용보험

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商業信用保險의 特徵

商業信用保險契約의 構成은 아래 <그림 Ⅳ-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特徵68)을 갖고 있다.

<그림 Ⅳ-2> 신용보험계약의 구성

생산자 도매자 소매자
최종

소비자

↑

보험계약자

↑ ↑

보험의 대상 보험계약자 보험의 대상

◀─────── 상업신용보험───────▶ ◀── 할부신용보험──▶

68) Swiss Reinsurance Company, Credit and Bonding Reinsurance , 198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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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擔保期間은 3∼6개월 정도의 短期를 원칙으로 한다. 제조자나 공

급자는 판매후 짧은 기간내에 상품대금의 회수를 保障받을 수 있으므로

運營資金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擔保危險은 제조자나 도매공급자의 商品販賣金의 回收이며, 小賣

販賣者의 危險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것은 保險會社의 입장에서 製造者

또는 都賣供給者는 지속적인 保險契約 關係를 유지할 수 있으며 小賣商

에 비해 危險管理가 쉽기 때문이다.

셋째, 상업신용보험은 破産의 경우와 같은 經濟的 損失이 확실하게 발

생하였을 경우에만 補償한다.

넷째, 상업신용보험에서는 販賣者나 供給者의 경솔한 信用供與와 責任

轉嫁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 危險自體가 100% 擔保되지 않는다. 따라서

保險契約者는 최소한 20%이상의 危險을 負擔해야 하며 美國에서는 이것

을 自己免責比率로 連繫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保險料는 산업별, 고객의 종류, 지급조건, 총매출액, 그리고 미

지급 월별 대차대조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商業信用保險은 특히 景氣變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保有危險을 각 산업별로 分散시키는 引受政策이 필요하다. 따라서 保險會

社는 새로운 危險을 引受할 경우에는 産業別, 種目別 景氣變動에 따라 포

트폴리오를 變動시키는 經營戰略이 필요하며,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景氣

變動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생각할 수 있다.

구분 가전제품 금속 공산품 목재 섬유 종이 가죽 기타 합계

비율 26% 20% 13% 9% 7% 7% 5%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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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商業信用保險의 商品化

상업신용보험은 商品導入에서 成熟期까지 장시간을 필요로 하고 수요

개척에도 시차를 필요로 하는 제약요소가 있지만 상품의 도입을 저해하

는 법적인 제약요건은 뚜렷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품개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보험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의 대표격인 상

업신용보험을 전업보증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상품의 성격상 유사보

증기관과의 뚜렷한 差別化가 가능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

직 商品化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록,

그리고 자유화가 진전될 수록 상업신용보험과 같은 金融商品에 대한 수

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상품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보증보험사는 상업신용보험의 구체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信用情報의 集積과 分析能力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電算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언더라이터를 육성하여 확보하고, 언더라이팅의 독

립성을 보장하여 마케팅전략에 의한 영향을 받지않고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수 및 인수조건이 결정 되어져야 한다.69) 아울러 보증보험사가

신용보험의 판매경험이 거의 없고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신

용보험사 혹은 I.C.I.A 회원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선진기법을 도입하

거나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輸出信用保險(export credit insurance)의 營爲

輸出信用保險은 輸入業者의 破産, 貸金支給의 遲延 또는 拒絶 등의 信

69) 동 보험의 마케팅정책은 시장점유율제고 측면의 제한된 범위내(원수보험료의 15% 정

도)에서 실시될 수 있으나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언더라이터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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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危險(commercial risk)과 輸入國에서의 戰爭, 內亂 또는 換去來 制限 등

의 政治的 非常危險(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輸出者, 生産者 또는 輸出貸

金을 대출한 金融機關이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로서 信用

保險의 중요한 領域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輸出信用保險은 輸出奬勵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非營利政策保險으로 시작하여 輸出保險公社70)가 독점하여 운영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수출보험을 공영보험(State Export

Credit Agency)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은행 및 일반 신용·보

증보험회사에서도 輸出信用保險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호 경

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Ⅳ-6> OECD 국가의 수출신용보험 운영형태

구 분 국영 민영
국/민영

혼합
구 분 국영 민영

국/민영

혼합

오스트리아 ○ 스웨덴 ○

벨기에 ○ 영 국 ○

덴마크 ○ 노르웨이 ○

핀랜드 ○ 스위스 ○

프랑스 ○ 오스트레일리아 ○

독 일 ○ 캐나다 ○

그리스 ○ 일 본 ○

아일랜드 ○ 뉴질랜드 ○

이탈리아 ○ 미 국 ○

룩셈부르크 ○ 터어키 ○

네덜란드 ○ 태 국 ○

포르투갈 ○ 홍 콩 ○

스페인 ○ 싱가폴 ○

자료 : OECD, Export Credit Financing Systems, 1995

70)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992년에 설립되어 FY 95에는 10조 488억원의 보험금액과 231억

원의 보험료를 인수하였고 수출보험기금도 2,417억원으로 증액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신력 제고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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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1987년 信用保險指針7 1)에 의하면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사이의 진

입장벽 규제가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손해보험업무 영역간

의 진입장벽 규제도 해제되었다. 또한 1988년 損害保險指針(88/357/EEC)

은 신용·보증보험의 大型危險 引受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공

영보험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 신용·보증보험사의

수출보험인수도 증가하고 있는 趨勢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제12위의 무역

국가로서 최근에는 자본재, 플랜트 등을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르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의 활용율(보험인수액/총수출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6.5%에서 1995년에는 11.4%로 증가하였으나 일본 등의 20∼

30%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수출보험의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의 수출보험종목 9개중 단지 5개 종목만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수출신용보증보험은 1995년에 1994년 대비 193.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구성비에서는 5.4%를 차지하고 있다72) .

① 輸出信用保險의 特徵

輸出信用保險은 大數의 法則이 적용되는 保險의 機能과 輸出을 지원하

기 위한 國家政策的 機能 외에 수출업자들의 수출거래상의 불안을 제거

하고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여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원할히 대

출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수단, 수출자에게 저렴한 보험요율과 유리한 보

상제도 등을 제공하는 수출진흥정책수단,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등 수출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73).

71) T he Credit Insuranc Directive of 1987(87/ 343/ EEC).
72)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5 , pp. 529∼532.
73) 김준동,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93- 0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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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輸出信用保險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74)

첫째, 輸出危險은 우선 상품의 이동거리, 수입국의 재정·규제정책, 수

입국의 외채 및 정치적 상황, 그리고 기타 국제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둘째, 수출보험은 契約金額이 거액이고 보험사고가 同時多發的으로 발

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적정한 保險料率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세째, 擔保危險은 주로 3∼6개월의 短期信用에 집중되고 있으며 1∼3년

의 수출신용위험도 담보되고 있다. 다만, 資本財 輸出에 한해서는 5년 이

상의 장기신용이 담보되는 경우도 있다.

② 輸出信用保險의 營爲

輸出信用保險은 大數의 法則을 적용할 수 있는 信用保險의 성격을 갖

고 있으므로 保證保險社도 시장에 참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수출신용보험은 보증보험사의 상품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을 증가시켜 商品偏重化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에 비

해 저조한 수출보험의 活用率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수출과 국가경쟁

력 향상이라는 거국적인 관점에서 보증보험사의 상품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OECD산하기구인 GOP(공적수출지원 참여자 그룹회의)는 수

출보험공사의 중장기(2년 이상) 수출보험요율을 OECD수준으로 대폭 인

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75) GOP의 요구는 國家間 공정한 競爭與件을 造

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政府補助金 性格의 낮은 輸出

74) Swiss Reinsurance Company, Credit and Bonding Reinsurance , 1987., p. 22.
75) OECD 국가와의 요율차이는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0∼5.7%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참조: 한국경제신문 , 199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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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料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존의 OECD국가들은 이미 자국내에

서 公營保險과 民營保證保險社의 상호경쟁을 통한 수출보험상품을 운영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사에게도 輸出保險

公社와의 보완적인 상품판매를 허용한다면 수출신용보험의 활성화와 경

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保證保險社는

短期의 商業的危險(commercial risk) 또는 수출보험공사의 담보범위를 초

과하는 부분을 주로 담보하고 中長期의 商業的危險과 政治的危險(political

risk)은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합당하다.76)

76) Henri Louberge,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Intervention on the Market for Export

Credit Insurance", The Geneva Pap ers on Risk and Insurance, 10(No. 35, April 1985),

pp.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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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料率體系의 改善

가. 基本指針의 改善

현재 운용중인 基本指針은 보증보험 전반에 대한 料率檢證 및 算出方

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본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보증보험하에서의 요율운

용방법을 제시하므로써 향후 예상되는 본드業務와 信用保險料率을 檢證

하고 算出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修正

·補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商品의 特性에 따른 料率檢證 및 算出方法의 區分

보증보험요율은 수수료적 성격을 갖는 반면 信用保險料率은 일반보험

과 같이 豫定原價 形態를 갖고 있다. 또한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구상금으로 회수되는

반면 신용보험은 代位權만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原因

別로 체계적으로 分析하여 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檢證體系의 도입이 요

구된다.

앞서「제3절 상품체계의 개선」에서 구분한 것 같이 보증보험상품을

보증보험, 보증증권, 신용보험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적합한 料率算出方法

및 運營基準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세부적인 料率體系를 합리적이고 명확

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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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異常値(outliers)의 平準化技法 開發

보증보험은 그 특성상 景氣變動에 민감하고 事故의 連鎖性으로 인해

異常損害가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는 보험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料率調

整公式 등에서 반영하고 있는 安全率과 같은 요소는 손해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統計的인 뒷받침보다는 主觀

的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요율조정공식 뿐만 아니라 割

引率의 상한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상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통계적

인 방법의 도입 등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 引受年度別 損害率(underwriting year base loss ratio)의 適用

기본지침상에 요율수준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實績損害率은 經過損害

率(earned to incurred base loss ratio)을 원칙으로 하되 경과손해율의 산출

이 곤란한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원수손해율(written base loss ratio)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이 채권채무를 담보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을 산출하고 검증을 하

기 위해서는 경과손해율이 아닌 引受年度別 損害率을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만, 인수년도별 손해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동안의

실적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개발을 통해서만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

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아울러 경과손해율을 사용하더라도 支給準備金으로 적립한 크레임이

해결되어 保險金이 확정되거나 구상의 완결 등으로 損害額이 확정된 경

우에는 해당 증권의 손해액이 기록된 過去統計資料를 修正하는 것이 필

요하다. 料率算出은 과거의 經驗統計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經驗統

計가 실제로 확정된 損害額으로 갱신(Update)된다면 보다 정확한 요율산

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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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標準料率制度로 轉換

현행 保證保險의 料率檢證 및 算出體系는 신원보증, 크레디트카드보증

보험 등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한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保險開發院에서

標準料率을 산출하고 있고 이행보증, 납세보증 등 가입대상건수가 제한되

어 있고 보증적 성격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保證保險社에서 요율을 산

출하거나 조정토록 되어 있음은 이미〈표Ⅱ-12〉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러나 기본지침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보증보험종목은 加入對象層이

制限되어 있고 加入件數가 많지 않아 손해보험요율조정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統計量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

보증보험사별 실적만에 의해 요율을 조정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통계량

의 不充分 現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요율은 과거손해실적

만이 아니라 시장상황, 유사보증기관의 보증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會社別로 요율을 산출하게 되면 實績値와 豫

想値間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보증보험종목에 대해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표

준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통계량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고 요율산출기

법상의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산출된 標準料率을 회사별로 집적된 信用度, 過去實績, 範圍幅,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되는 信用情報 등을 종합하여 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個別料率化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보험개발원에서는 보증

보험요율 산출 및 검증에 필요한 기법개발 및 다양한 統計資料의 集積을

통해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산출방법과 差別化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서 보험요율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험사고의 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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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보험사고의 발

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구상에 의해 전액 보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액 즉, 보험가입금액 자체가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基本要素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危險狀況(hazard)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신용상태, 재

정능력, 보증내용, 보험기간, 계약조건(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 등에

따라 差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험금액의 증가와 동일한 비율로 비

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요율은 遞減的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이루어

야 할 것이다.

특히 보증보험의 활성화 및 차별화를 위해 최근 도입을 추진중에 있는

信用保險에 대한 실체를 原價構造, 販賣, 約款構造 側面 등에서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料率算出技法을 개발하는 것이 信用保險制度의 활성화

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 合理的인 危險分類體系 構築

危險等級分類는 標準料率을 차별化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기본

지침상에는 賣出額, 自己資本金, 業歷 등에 따라 우대업체군을 A군, B군,

C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심사기준에 재무상황평가에 필요한 유동비율, 자

기자본비율, 매출액 경상이익율 등에 의한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정태적인 분석방법으로 여기에 추가하여 동태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거

同質的인 集團으로 優待業體群을 1차적으로 분류·선정하고 2차적으로

현행과 같이 매출액, 자기자본금, 업력 등에 의해 분류·선정하는 것이

보다 계약자의 履行能力과 信用度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행과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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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의 變動幅이 크게 나타났다면 장래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蓋然性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평가기준과 같이 과거 3개년의 算術平均(arithmetic mean)에

의하는 것보다 최근년도의 변화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 평균치(weighted

mean)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근접한 재무분석 기준이 된다. 또한

保險料率의 산출과 적용은 同質危險集團을 전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액, 자기자본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보다 여기에 추

가하여 해당 위험집단군의 표준편차, 집락수 등과 같은 特性値(statistic)를

가지고 집락(clustering)을 재구성하여 우대업체군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77).

라. 彈力的인 料率適用

최근 신문 보도78)에 의하면 銀行 및 證券會社들은 경기침체 및 한보철

강부도에 따른 기업들의 잇단 不渡로 회사채발행 보증수수료를 종전보다

0.1%∼0.3%씩 引上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料率引上은 보증보

험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유사보증기관과 동일

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보증보험요율수준이 過去損害

率 뿐만이 아니라 市場金利, 유사보증기관의 手數料 水準 등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을 위해서는 料率水準을 引下해야만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보험의 特殊性이 있기 때문에 保

險料率算出 原則을 排除하면서까지 경쟁을 한다면 이와 같은 출혈경쟁현

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保證保險料率이 유사보증기관과 합리적인 競爭을 유지하면서

77) 좀 더 자세한 내용은 Ratemaking(J. VAN EEGHEN 외 2인)의 p. 57 이하를 참조.
78) 한국경제신문 , 199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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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率水準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위험등급분류와 함께

個別危險의 크기에 따라 탄력적 요율적용이 가능한 個別料率制度

(individual rating system)79)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별요율은 매계약

자별 위험도(신용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標準料率

을 差別化하는 요율의 한 형태로 統計資料가 불충분하거나 손해발생가능

성이 큰 위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요율제도를 도입하

여 위험도에 따라 요율수준이 차등적용되므로써 料率의 適應性

(responsiveness)이 提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요율은 위에

서와 같이 즉각적으로 標準料率을 修正하지 않고도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마. 求償金 延滯利子의 料率反映

求償金 延滯利子를 요율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發生損害額 또는 事業費

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料率檢證側面에서 볼 때 발생손해액

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不確定한 危險을 합리적으로 豫測하여 산출하

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費用(uncontrol costs)인 반면 延滯利子는 債務

者의 辨濟意志 또는 保險者의 求償政策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비용

(control costs)으로 분류되고 있다. 만약 연체이자를 발생손해액에 계상해

야 한다면 보험영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支給損害調査費, 訴訟費用 등도

발생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하나 현재는 事業經費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요율검증측면에서 볼 때 구상금연체이자는 발생손해액 보다는 사업경비

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보험요율검증보

고서 작성방법 개정시달(손보2234-18,87.1.13)」에 의거 작성하고 있는 손

79) 좀더 자세한 내용은 Irene K. Bass 외 5인, Foundations of Casualty Actuarial Science ,

1989.11)의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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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의 事業費配分基準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

이다. 즉, 보증보험요율검증보고서상의 영업잡손계정은 지급경비에서 수

입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계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準備金積立方法의 改善

가. 未經過保險料 積立方法

대부분의 보증보험 종목은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의 목적이 無形的

債權이기 때문에 속성상 보험기간(보증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保證金額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保有保險料를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반영한다면80) 未經過保險料積立金이 過大計上

되게 되어 부적정한 요율산출로 이어지게 된다81). 다만, 최근에 損害保險

會社 會計規程 施行細則의 개정을 통해 割賦販賣保證保險에 대해서는 일

할계산에 의해 산출한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의 과대계상부분을 감액시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산출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보증보험이라 할 수 있

는 少額貸出保證保險, 住宅資金貸出保證保險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

을 적용하므로써 정확한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이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未經過保險料 積立方法을 보험가입금액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二元化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개정해야만 한다. 물론 이를 위

해서는 보험가입시부터 만기까지 계약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전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80) 보유보험료=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유보험료는 동일하게 된다.
81) 동경해상, 주택론보증보험 요율표(반환보험료계수표) , 19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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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支給準備金 積立方法

보증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100% 보장하기

위하여 契約締結時 現金代替性이 있는 現金, 定期預金證書, 支給保證書

등과 같은 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支給

準備金을 산출할 때 이와 같은 換價性이 있는 擔保物까지 포함하여 지급

준비금을 추산하도록하여 支給能力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적

인 會計原則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금은 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지급할 보험

금이다. 즉, 지급준비금은 보험자에게 사고발생통보가 되었으나 아직 지

급하지 않은 손해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아직 보험자에게

사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된 손해를 포함하여 적립한다.

따라서 支給準備金은 장래에 발생하는 保險事故에 대비하는 준비금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準備金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고 발생과 동시에 즉시 還收가 가능한 換價物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지급준비금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사

전에 담보가 100% 확보되어 곧 구상이 가능한 현금 및 정기예금증서 등

을 차감하여 支給準備金으로 적립하는 것이 정확한 損益計算을 위해 바

람직 하다82).

또한 현행 지급준비금의 추산방법은 個別推算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만 이는 추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客觀性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요율자유화시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불능사태를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보른휴에터 퍼거슨 추산방

82) 대한보증사(재보험팀), 보증보험해외사례집 , 1996.9., pp. 31∼33.

- 135 -



법83)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적립방법에 의한 『표준지급준비

금』의 제시 등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I.B.N.R 적립방법을 모든 보증보험

종목에 일률적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84) 있으나 보증보험의 특성상 事故

接報로 부터 精算까지 소요되는 轉化期間 등을 고려하여 差等化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컨대 신원보증보험은 사고발생으로부터 약 1년∼3년이 소

요되는 반면 이행보증보험의 경우는 약 3년∼5년이 소요되고 있음을 염

두해 둘 필요가 있다.

5. 所有構造의 改善

현재 양 보증보험사의 소유구조는 동일업종인 보험회사에 의해 소유되

어 있어 뚜렷한 所有主가 없으며 대표이사의 任命制 및 任期制로 인해

責任經營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플랜을 세워 추진하기

가 어렵고 주로 단기적인 實績向上에 置重하는 면이 강해 보증보험의 발

전에 장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 所有構造의 改編

大保社의 경우 감독주체인 감독원이 24.0%의 지분을 가진 支配株主로

자리잡고 있는 불건전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지배주주도 동

부화재 및 재보사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지배하

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監督院에 대하여는 지분참여를 제한

하거나 단순한 투자목적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83) 이희춘, 지급준비금 적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 하) , 손해보험지, 1992.10,11.
84)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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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피감독대상인 보험회사의 자본참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감독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東部火災와 再保社가 지배주주로 있는 것은 보증보험회사가 계속

專業體制를 유지하여 業務領域上 일정한 區劃이 존재할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이 개방되어 다원화될 경우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게 되어 현재와 같은 소유구조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韓保社의 경우는 지배주주가 競爭社인 大保社이며, 大保社는 보험감독

원이 대주주로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감독규제기관의 영향이 大保社

를 통하여 한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감독원의 大

保社에 대한, 그리고 대보사의 한보사에 대한 주주지분을 각각 분산시키

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주도시절에 인위적으로 구성되었던

주주구성은 자유화 하에서는 달라져야 하며, 감독기관은 중립적인 기관으

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재경원, 1997.2.19) 에 의하면 향후 市

場進入障壁과 보험사업겸영의 제한규정 등이 철폐되며 그에 따른 競爭强

化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保證市場의 다원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기타 一般機關投資者의 참여, 혹은 상호 종속적인 관계가 없

는 支配株主로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있는

企業形態가 더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이룩할 수 있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85)

85) 엄영석, 한국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한국경제연구원, 1996,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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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責任經營의 誘導

企業의 經營政策은 최고경영자의 책임 및 권한하에 기업경영의 지속적

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인 시야에서 수립, 집행되는 것이 원칙

이다.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

는데, 株式會社의 경우는 大株主, 機關投資者, 小株主와의 관계에 따라 영

향을 받고 있다. 각 보증보험사는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

를 선출하고 있으나, 현재의 소유구조하에서는 인사의 自律性保障에 의문

의 여지가 있다. 특히 大保社는 지분율에 따라 韓保社의 경영에 직접 참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증보험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직접적인 監督機關이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外部의 壓力이 배제되

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企業은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專門經

營人은 소유가 분산된 환경에서 더 효과적인 責任經營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향후 보증보험의 다원화가 실현되어 일반보

험사와 보증보험사의 영업분야가 중복되고 각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 현

재의 소유구조하에서는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

서 책임경영의 효율성, 즉 보증보험사의 競爭力 强化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보험감독원과 대보사의 주식보유분을 주식시장 등을 통하여 分散

시키되,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일

정수준(30% 정도)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배주주는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증사 임원의 임기는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

고 중립적인 社外理事制度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배주주의 경영지배권이 확보될 수 있으며 동시에 經營獨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責任經營의 誘導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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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6 . 類似保證機關과의 競爭力 提高

類似 保證機關의 경우 保證業務를 부수업무로 취급하거나 각 금융기관

별 업무특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보증보험사가 이들에 대한

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商品의 內容이나 價格競爭力에 있어서 유사보증기관의 특정

수요를 보증보험사의 수요로 轉換시키는 데는 일정한 限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증보험사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價格引下

에 의한 引受競爭을 하는 것 보다 보험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信用保證

의 擴大 등 고객만족의 실현을 통한 보증보험사의 信賴性을 向上시키고

認知度를 提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품개발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안정된 需要基盤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國際性이 강하고 보험보다 완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

으며 손해보상 방법으로 代替施工 등이 가능하여 자율성이 큰 保證證券

의 活性化와 전형적인 보험상품이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상 보험산업에

속하여 기술적으로도 유사보증기관이 영위하기 어려운 信用保險市場의

活性化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채권추심업무의 영위를 통한 구상업무의 전문화와 신용

정보업을 보증보험사업의 부수사업으로 영위하여 전문적인 언더라이팅능

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保證保險市場은 향후 타금융권의 보험사업 영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

존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업무다각화 또는 전문화의 일환으로 보증시장에

진입하려는 新規進出會社 및 外國保險社에 의해 競爭關係가 확대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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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轉換期임을 인

식하고 전략적인 시장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特化戰略으로 전문 보증

보험사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며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

쟁력 향상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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