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結 論

金融産業의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의 추진과 金融機關間 業務領域 調

整 및 상호 兼業擴大 등 급변하는 金融環境속에서 保險産業의 營業環境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市場開放 壓力이 가중되고 있으며

國內 保險産業의 體質改善과 競爭力 强化를 위한 構造調整이 폭 넓게 진

행되고 있는 가운데 保證保險産業 또한 適正競爭을 통한 市場效率의 提

高와 質的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 變化의 時期를 맞이하고 있다.

保證保險事業은 정부의 損害保險 育成方案에 의해 1960년대 多元化體

制로 시작하여 1969년 전업보증보험사인 대한보증보험(주)가 설립되면서

1970년 1사 전업체제로 변경되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후 保證保險市場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1989년 전업보증보험사

인 한국보증보험(주)가 설립되면서 2개사 전업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동안 보증보험시장은 專業社에 의한 獨寡占體制로서 市場效率의 低下라

는 비판의 의견도 있었고 보증보험산업의 專門性과 發展을 고려할 때 전

업사 과점체제에 대한 合理性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이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힘입어 세계 6위의 시

장으로 성장하였고 OECD 加入을 계기로 國際間 去來의 相互主義에 입각

한 平等待遇의 原則이 적용되면서 불투명한 시장진입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透明化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그동안 과점체제로 운

영되어온 保證保險市場의 效率性이 긍정적으로 發揮되지 못하였고 고정

된 需要에 安住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經營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

당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 업무 전문화의 부족 등 시

장의 질적인 발전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증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온 問題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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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에 대한 發展方案으로서 보증보험사의 經營安定性 提高, 商品

및 料率體系의 改善, 所有構造의 改善, 類似保證機關과의 競爭力 提高方

案 및 保證保險市場 開放에 따른 發展方案을 제언했다.

첫째, 經營安定性 提高方案으로는 ① 언더라이팅기능의 개선을 중요시

하여 언더라이팅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경영전략의 수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전문신용정보업무를 子會社형식으로 영위

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기법의 고도화를 이루고, 보증보험 본연의 목적인

신용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② 경기변동에

따른 손해율 변동 등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비상위험준비금제도의 개선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안정성의 제

고가 필요하다. ③ 구상율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상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도모 그리고 미수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상전문자회

사의 설립과 이를 위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④ 또한 경영의 안

정을 위해서는 재보험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내외 재보험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수보험의

영업실적이 먼저 안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둘째, 商品體系 改善을 위해서는 현재 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본드, 신용

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게 專門化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보증보험사의 商品化 基盤

의 構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업신용보험의 도입과 수출진흥 차원에

서의 수출신용보험의 營業許可 등을 통한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

시했다. 또한 초기에는 先進 外國社와의 業務提携 또는 재보험자와의 紐

帶强化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현재 신용보험적 성격

을 갖고있는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같은 상품을 신용보험으

로 전환하여 시험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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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料率體系 改善에서는 범위요율운용 기본지침을 개선하여 商品特

性에 따른 요율검증 및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요율제도로의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個別料率化를 促進시키고 합리적인 위험분류체계의 구

축과 탄력적인 요율적용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

고 적정한 요율산출을 위해 求償金延滯利子의 반영과 準備金積立方法의

改善을 제언했다. 넷째, 보증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건전한

所有構造를 개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

으며, 다섯째, 유사보증기관과의 競爭力 强化를 위해서는 출혈적인 價格

競爭보다는 본드 및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상품의 차별화 전략과 신

용보증의 확대 및 보험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의 실현이 중요함

을 제언했다.

또한 保證保險市場의 開放에 따른 發展方案으로서 보증보험을 둘러싼

環境變化와 시장개방의 방향, 방법 및 그 효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뒤에

개방된 환경하에서 보증보험사의 經營戰略의 變更과 收益性 基準에 의한

商品整備, 언더라이팅能力의 提高와 再保險의 적극적인 활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와 재산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料率運營方式의 轉換

등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향후 보증보험사는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經營으로 市場基盤을 넓혀나가야 하며,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經營

戰略을 수립하여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분야의 專門人力을 養成하고 안정

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적절한 상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태까지 축적된 전문성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保證市場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責任感을 가져야 할 것이다.

保證保險産業의 發展은 결국 기존의 보증보험사들이 새로운 環境變化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段階的인 市場開放을 통해 적정한 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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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爭을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市

場의 效率性 提高와 消費者의 權益保護를 圖謀하고 보증보험산업의 質的

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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