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保證保險市場의 開放에 따른 發展方案

1. 保證保險市場의 環境 變化

保險産業의 국제화, 자유화 및 개방화가 보험시장에 대한 規制緩和와

自由競爭體制를 촉진하는 方向으로 추진되면서 國內 保險市場은 현재 그

실질적인 變化를 經驗하고 있다. 현재의 損害保險市場 與件은 과거와 달

리 價格自由化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되어 料率競爭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保險會社는 다양한 商品의 개발과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質的 改善

등을 통한 競爭力 强化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보험시장이 개방

됨에 따라 外國社와의 치열한 競爭도 예상되고 있어 전략적인 틈새市場

의 開拓과 업무의 專門性 提高 등을 위해 회사의 競爭力을 集中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보증보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保證保險市場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市場開放에 따라 消費者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供給者의 數가 增加할 것이며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지

면서 市場參與者들 중에서도 Tailor-made 商品과 소비자위주의 서어비스

를 제공할 수 있고 效率性에서 優位에 있으며 財務健全性이 우량한 회사

만이 지속적으로 利益을 실현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보증보험시장은 市場競爭體制로의 轉換을 통해 경쟁환경하에서 발전

해야하는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가. 保證保險市場 開放의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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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은 궁극적으로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自由競

爭을 통한 市場의 效率性 提高와 보증보험의 질적 發展을 전제로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시장에서 旣得權을 갖고 있는 保證保險社를

보호하기 위해 2개사 專業體制를 固守하고 새로운 市場參與 機會를 제한

하는 것이 보증보험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보

증보험시장에 대한 一般損保社의 전면적인 참여가 반드시 보증보험 발전

에 긍정적인 效果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認識의 轉換도 필요하다.

아울러 보증보험사가 銀行, 信用保證基金, 共濟組合 등과 같은 유사보증

기관과 제한적인 競爭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看過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은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市場與件을 고려하

여 궁극적으로 保證保險이 발전할 수 있는 方向에 초점을 맞추어 推進되

어야 할 것이다.

보증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현실만을 고려하여 전업체계의 적정

성을 주장하거나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全面的인 市場開放을 要求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주장이 될 수 있다. 또한 保證保險社의 競爭力 喪失

또는 市場退出과 같은 상황을 전제하면서 진정한 보증보험의 발전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증

보험시장의 전면 개방은 현재 보증보험의 營業收支와 市場狀況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사전적인 準備段階를 거치지 않은 갑작

스러운 開放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오히려 消費者의 權益을

沮害하고 市場의 混亂만 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

보험시장의 개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

개방이 보증보험 발전의 基本方向이 되어야 하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서는 좀더 충분한 硏究와 分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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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證保險市場 開放의 方法

保證保險市場을 開放하는 方法으로는 크게 전면적인 개방과 단계적인

개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一般損保社가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保證保險社도 일반손보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相互的인

市場開放의 형태를 전제해 볼수 있다.

전면적인 개방은 보증보험사 및 일반손보사의 相互 市場進入을 전면적

으로 허용함으로써 保險會社의 自律性을 최대한 保障하고 시장에 대한

進入과 脫退가 市場原理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는 主要 外國의 운영형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운영형

태86)는 전업사 또는 겸업회사의 공존체제로 되어 있으며 보험시장의 진

입에 대한 원천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법은 국내 및

외국 보험회사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同等待遇의 原則을 實現하는 것이며

국내 보험산업의 國際化, 自由化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단계적인 개방은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급속한 시장개

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進入制限은 撤廢하되

損保社의 競爭力 强化를 誘導하고 전체 손보시장의 安定을 圖謀할 수 있

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시장을 개방하여 완

전한 自由競爭體制를 이루는 것이 消費者의 권익보호에 반드시 肯定的인

效果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87) 적정한 有效競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적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

86) 자세한 내용은 「<부록> 주요국의 보증보험 운영현황」 참조.
87) 보험시장은 불완전 시장의 성격이 강하고 수요의 한정과 공급의 무한정 때문에 과당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에 의해 증가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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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며, 有效競爭의 效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市場進入을 적절하

게 調整하는 것이다.

경쟁적 자극을 통해 보험사업의 體質改善, 國際競爭力의 强化 및 被保

險者의 權益增進을 도모한다는 名分아래 保險需要의 증가추세를 고려하

지 않고 아무런 補完裝置 없이 자유경쟁원리를 일시에 도입하여 모든 회

사에게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과당모집경쟁 및 판매경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事業費만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어 有效競爭의 效果가 나타

나지 않고 손해보험산업의 安定基盤과 건전한 發展에 심각한 被害만 주

게될 우려가 있다.88)

또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일반손보사가 보증보험시장에 진입할 경

우 資本力, 販賣組織 등에서 劣勢에 있는 보증보험사는 經營惡化가 심화

되거나 市場退出을 당할 수도 있게된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기존 보증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시장퇴출이 야기된다고 할 때 과연

바람직한 市場開放 政策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증보험사가 專業社로

서 이제까지 집적한 專門性과 經營노하우를 통해 향후 國內 保證保險市

場에서 先導的인 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保證保險産業을 發

展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開放政策을 통해

保證保險市場을 專業體制로 유지해오면서 집적된 노하우를 産業發展의

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肯定的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 시장개방이 유효경쟁을 통한 經營效率의 達成과 損害保

險産業의 發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며, 결과적으로 보증

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88) 보험감독원, 전게서, pp. 4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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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保證保險市場 開放의 效果

어떠한 방법의 의해서 든지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

증보험시장은 需要의 限定性과 供給의 無限定性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不均衡이 초래되어 연성시장(Soft Market)으로 전환될 것이며, 參與會社는

市場先占을 위한 가격 및 비가격경쟁을 폭 넓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실질적인 業務內容이 保證이므로 일반손해보험과는

다른 전문적인 業務領域이 존재하고 가격결정 과정도 상이한 측면이 있

어 一般損保社의 조심스러운 接近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반

손보시장은 價格自由化와 각종 規制緩和의 施行으로 경쟁시장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어 회사 실정에 맞는 經營戰略의 樹立과 파행적인 가격덤핑

의 자제, 서비스의 질적 개선등 內實爲主의 經營體制로 轉換할 수 밖에

없는 環境的인 制約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사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의 이점을 얻기 위해 사

업규모를 대형화하고 영업활동도 특정지역이나 특정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보험분야, 고객집단 및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화

전략(Multiline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소형사는 대

형사에 비하여 그 규모, 자본 및 조직력 측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일

반화전략보다 특화전략·전문화전략(Niche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특화전략이 거대규모의 모집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아 비용면에서 유리하

고 집중적으로 영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고객욕구에 부응

한 특수한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능력의 발

휘가 가능하게 된다.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은 일단 大型社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經濟

力集中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과점체제로 다시 복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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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信用保險市場이 目

標市場(Target Market)이 되고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경우 보증보험시장의 需要가 擴大될 것이므로 中小型社의 공격

적인 營業戰略도 가능할 것이다.

2. 保證保險市場 開放에 따른 對應方案

가. 營業戰略의 變更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一般損保社의 시장진입은 기정화된 사실

이므로 保證保險社는 기존의 保證保險의 營業을 內實爲主의 營業形態로

전환하여야 한다. 과거 이원화시의 경험으로 外形成長에 치중한 경영전략

은 과당경쟁에 의한 消耗的인 引受競爭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수지를 악화

시키는 主要 原因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장점유율의 잠식

은 시장개방에 따른 필연적인 효과이므로 수익성 있는 가계성 일반손보

상품의 판매 등을 통해 단기적인 영업수지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집적된 보증보험영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金融型商品의

開發 및 信用保險의 活性化등 잠재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안정적인 需要

基盤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보증보험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信用保險商品을 조기에

정착시켜 보증보험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신용

보증제도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함께 이를 수요확대로 연

결시킬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격산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改善이 이

루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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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收益性 基準에 의한 商品整備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신규 시장참여자와의 競爭力을 確

保하기 위해서는 損害率이 악화되어 전체 상품의 收益性을 떨어뜨리는

商品의 販賣를 줄이고 인수조건을 强化시킴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

키거나 판매자체를 중지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戰略이 필요하다. 보증보험

의 다원화는 이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의 퇴출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며 수익성 있는 상품의 保險條件에 대한 緩和壓力도 증가시킬 것이

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費用節減과 조직의 再整備 등을 통해 비효율적

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商品間의 相互補助를 통해 전체적인 영업수

지를 맞추는 경영전략을 탈피하여 商品別 收益性 基準에 의한 최적의 상

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형성장을 위주로한 Cash Flow 언더라이팅정책으로는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어려우며 수익성 기준에 의한 내실위주의 경영전략만이 경쟁시

장에서 회사의 존속과 수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다. 언더라이팅能力 提高 및 再保險의 적극적인 活用

주로 貸出業務 등을 통하여 信用評價에 대한 노하우를 집적해온 一般

損保社와는 달리 보증보험은 주로 擔保危險이 보험계약자의 信用危險이

기 때문에 언더라이팅분야에서의 專門性을 확보할 수 있으며 差別化 要

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집적된 다양한 信用情報와

언더라이팅 기법을 바탕으로 보증보험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손해보험종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화재, 상해

등 재물위험에 대한 고도의 언더라이팅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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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대하고 集積危險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인 언더라이팅기법이 필요

한 企業性物件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家計性物件을 위주로 경험을 축

적해 나가면서 집중적인 투자에 의해 專門家를 養成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편, 일반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再保險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며 재보험수지에 따라 원보험수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

서 시장진입 초기에는 과도한 보유를 자제하고 특약재보험을 통한 危險

分散과 담보력의 극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재보험자

유화에 따른 재보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보험분야의 專門人力을

양성함과 아울러 초기단계에서는 직접적인 海外出受再를 가급적 줄이고

대한재보사를 통해 재보험물건을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보증보험사가 손해보험시장에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나아

가 高額企業性物件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投資도 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라. 規制緩和의 推進

1) 附隨業務에 대한 規制 緩和

현재 보증보험회사는 保險業法 제9조(타사업 겸영의 금지)에 의해 보험

업무의 안전성 도모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무 이외의 다른 사업이

영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제9조에 의하면 他事業 에 대한 定義가

분명하지 않으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당해 보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 의 範圍 또한 명확하지 않다.

보증보험은 보증업무를 보험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은 보증이지만 그 형식은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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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보증보험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보증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언더라이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信用情報業務가 專門化되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한 후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 求償組織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辨濟期間이 장기화되거나 별도의 관

리가 필요한 求償債權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求償業務의 專業

化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정보 및 구상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자회사 형

식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는 당해 보험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의 범

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업무간의 시스템적

인 연결을 통해 보증보험산업의 競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信用保險

市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산업 전체적인 發展의 틀을 構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복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金融圈에

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신용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운영하

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財産運用에 대한 規制 緩和

保險業法 제19조(재산의 운용)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公益性을 감안

하여 보험회사의 財産을 法令에 정하는 방법과 비율에 따라 운용토록 한

것이다. 保險會社의 財産運用에 대한 규제는 그 妥當性이 認定되고 있지

만 과도한 규제는 經營의 效率性을 沮害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축적인 規

制를 통해 自律經營의 與件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재산운용

은 社會性, 公共性 및 財務健全性 側面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특

히 財務健全性 側面에서 지급능력이 약화된 회사의 재산이용에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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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규제는 완화하되 문제가 발

생한 會社에 대하여는 철저히 監督하여 규제를 가해 자율적인 調整能力

을 提高하고 경영평가 및 조기경보제도 등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

를 事前에 豫測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監督措置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설립 또

는 자본참여를 통해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保險會社의

他會社 株式所有 上限이 설정되어 있고 子會社의 設立基準이 불투명해

실질적인 制限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마. 料率運營方式의 轉換

현재 保證保險料率은 2개 전업사 認可料率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종

목에 대하여 料率算出機關인 保險開發院에서 산정한 標準料率을 사용하

고 있다. 보증보험시장이 多元化될 경우 일반손해보험회사가 보증보험상

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요율산출 등을 위한 基礎統計資料를

포함한 다양한 統計資料가 필요하므로 全社 統計에 의한 신뢰성 있는 料

率算出 및 提供이 필요하다. 또한 다원화는 보증보험을 일반손해보험의

범주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요율을 標準料率로 運營하는 것

은 요율정책이 一貫性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當爲性과 일치한다.

또한 보증보험의 保證性을 감안할 때 보증보험요율이 손해보험요율의

부가율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증보험의 비용구조를 감안하

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유사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경쟁정도, 시장수

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재의 단순한 合算率法

에 의한 料率算出方式에 일대 轉換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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