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附錄> 主要國의 保證保險 運營現況

1. 美 國

美國에서의 법인보증제도는 19세기 후반까지 발달하지 못했으나 산업

의 발달과 기업에 대한 資本의 投資가 가속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필요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보증보험 사업의 영위는 1865년 The

Fidelity Insurance사가 신원보증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1876년 The

Fidelity & Surety Co.가 법정보증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1884년 The

America Surety Co.가 계약보증사업을 처음으로 판매하였으나 실적 부진

으로 도산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미개척분야로 신설회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감독기관이 없어

무분별한 인수 및 요율덤핑 등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의 부실

상태가 초래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발주공사에 보증회사의 보증서(bond)를 제출

토록 하는 1894년 Heard Act가 공포되어 보증사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게

되었다. 또, 1908년 SAA(The Surety Association of America : 미국보증보험

협회)를 결성하여 보증사간 자율규제가 시작되었다. Heard Act는 1935년

에 Millar Act로 개정되어 公共工事의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사의 이행보

증(Performance Bond)과 지급보증(Labor & Material Payment Bond)을 받도

록 하고있다. 이는 公共工事의 원청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노임 및 자재대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자재납품업자들이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선취

특권(Liens)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재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주정부에도 Millar Act에 상응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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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Millar Act(또는 State Bond Law)라 하며 이러한 법적 장치의 후원

으로 보증보험의 수요가 크게 유발되어 보증보험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가. 營爲條件

미국의 경우 보증업무는 손해보험사의 중요한 업무로써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州의 보험감독법에 의하여 감독을 받고 2차적으로는

연방정부관련 각종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는 미국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먼저 각 州에서 신원 및 계약보증보험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기초서류

의 제출과 재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무적 요건으로는 첫째, 일정

금액의 공탁과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상호회사의 경우 잉여금만)을 납입

해야 하며, 둘째, 사업 중인 때에는 면허받은 종목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보험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공탁금은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를 불문하고 50만달러 또는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보

증보험 135만달러, 신용보험 60달러)중 낮은 금액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으로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50

만달러를 공탁해야 되며, 재보험 및 해외물건인수를 하는 경우는 300만달

러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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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국 손보사의 재무적 요건(뉴욕주)

(단위: 만달러)

주식회사
(보험법 1102조(e),4103조(a)(1))

상호회사
(보험법 1102조(e),4107조)

보험종류
납입

자본금
잉여금 보험종류

초기
잉여금

사업중
잉여금

A 1)

도난 30 15 화재 306 ) 206 )

유리, 보일러, 기계, 엘리베
이터, 동물, 대물배상

각 10 각 5 도난 30 20

대인배상, 근재 각 50 각 25 유리 15 10

신원보증,보증 90 45 보일러, 기계 30 20

신용보험 40 20 엘리베이터 15 10

상기보험종류의 기본추가액 10 5 동물 15 10

상해, 건강, 실업, 누수3 ) ,충
돌4 ) 각 10 각 5 대인배상 50 407 )

잔존가치 200 100 근재 50 40

신원고용 40 20 신원보증,보증 150 100

B2 ) 화재, 해상, 내륙운송5 ) 각 50 각 50

신용보험 75 50

해상,내륙운송 1008 ) 508 )

선주책임 50 50

주: 1) A그룹의 1개 또는 복수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영업면허를 취득하고 100만달러

의 납입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면허된 종목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

액과 동일한 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해야 하고, 그 후 면허받은 보험종목에 대

해 요구되는 자본금의 총액 또는 100만달러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계약

자잉여금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A그룹내 다른 종목에 대한 영업면허가 됨.

2) A그룹의 보험종목에 대한 면허를 받은 회사가 B그룹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

자 하는 경우 100만달러의 최저자본금과 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또한 B그룹 면허회사가 A그룹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함.

3) 화재면허가 있으면 자본금과 잉여금의 추가납입불요.

4) 화재, 해상, 내륙운송면허가 있으면 자본금과 잉여금의 추가납입불요.

5) 해상, 내륙운송면허가 있으면 충돌, 자동차차체, 항공기기체, 선주책임에 대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추가납입불요.

6) 화재면허가 있으면 기타재산보험, 누수, 자동차차체, 항공기차체, 내륙운송에

대한 잉여금의 추가납입불요.

7) 대인배상면허가 있으면 누수, 충돌,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잉여금의 추가납입은

필요 없음.

8) 해상면허가 있으면 충돌, 자동차차체, 항공기기체, 선주책임에 대한 잉여금의

추가납입불요.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구미각국의 보험사업의 감독규제: 미국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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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청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신청회사에 통보한

다. 뉴욕주의 경우 보험법 1113조에서 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명시하고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증보험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보험종목으로 간주

하고 있다. 동 법에서 보증보험의 분야로 볼 수 있는 보증계약(Fidelity 및

Surety Bond)은 공공 또는 민간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성실성을

보증하는 것 , 법적계약상의 보증인이 되거나 당해계약의 이행을 보증하

는 것 , 사법절차상 요구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채권 또는 증거문서상의

보증인이 되거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부동산담보채무계약을 보증하는

것 , 은행, 브로커, 금융업자에 대하여 수표, 채권, 귀금속 등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 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

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은 채

권자(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분에 대한 손해를 보

전해주는 보험 이다. 즉, 신용을 공여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채권의 미회수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금전채무를 취득, 처분

하는 부대권한 및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전채무의

징수 또는 확보하는 부대권한을 포함한다.

각 주에서 허가를 득한 보험회사는 허가주정부의 각종 계약 또는 주내

민간계약의 보증보험 영업도 할 수 있으나 Millar Act에 의한 연방정부관

련 각종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영업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방정부에 대

한 보증보험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재무부 연방재정운영국의 회계감사실에 정관,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재무부에서는 검토 후 매년 갱신조

건으로 7월 1일부터 차년도 6월 30일에 종료하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

가를 득한 보험회사는 10만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험감독

청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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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의 형태에 대하여 특별히 전업사나 겸업사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는 없다. 다만 보험사 영위조건의 하나인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이 차이가 날뿐이다. 보증보험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Financial Guarantee(뉴욕), AMBAC Indemnity Co., Bond Investment

등 3개사가 있으며 나머지 보험사는 일반보험종목과 겸업형태로 영위하

고 있다. 또한 재무성은 매년 7월1일 향후 1년간 보증보험사가 계약당 인

수할 수 있는 보증금액(Underwriting Limitation)을 시달하고 있으며, 이 제

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재보험에 부보해야 하고, 재

보험은 반드시 연방에 등록된 보증보험사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市場規模 및 營業現況

1) 市場規模

미국의 보증보험은 1994년 기준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1.6%를 점유하

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과거부터 거의 변동이 없다. 보증보험의 부분별로

보면 Surety Bond는 전체손보에 대해 1.2%를, Fidelity Bond는 0.3%를 점

유하고 있다.

<표 1-2> 미국의 연도별 보증보험 보험료 및 점유비

(단위: 백만달러, %)

년도별 손해보험 전체 Fidelity Surety 보증계

1985 144,186 100.0 588 0.4 2,264 1.5 2,852 1.9
1990 2 17,824 100.0 898 0.4 2,458 1.1 3,356 1.5
199 1 222,29 1 100.0 837 0.3 2,643 1.1 3,480 1.5
1992 227,500 100.0 85 1 0.3 2,961 1.3 3,812 1.6
1993 24 1,563 100.0 894 0.3 3,333 1.4 4,227 1.7
1994 250,634 100.0 906 0.3 3,194 1.3 4,100 1.6

자료: AM Best, Best '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The Insurance Information Source, 1995,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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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태별 보증보험시장의 점유비를 보면 주식회사가 95%이상으로 대

부분을 점유하며 Mutual은 5%미만, Reciprocal은 1%미만을 점유하고 있

다. 이러한 회사형태별 점유비는 과거 10여년간 큰 변동없이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표 1-3> 미국의 보험회사형태별 보증보험료 및 점유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주식회사 Mutual Reciprocal 계

Fidelity

1985 569 96.7 16 2.7 3 0.5 588 100.0
1990 862 95.9 32 3.5 4 0.4 898 100.0
199 1 798 95.3 34 4.0 5 0.5 837 100.0
1992 808 94.9 38 4.4 5 0.5 85 1 100.0
1993 852 95.3 40 4.4 2 0.2 894 100.0
1994 862 95.1 4 1 4.5 3 0.3 906 100.0

Surety

1985 2,204 97.3 57 2.5 3 0.1 2,264 100.0
1990 2,344 95.3 110 4.4 4 0.1 2,458 100.0
199 1 2,532 95.8 106 4.0 5 0.1 2,643 100.0
1992 2,846 96.1 107 3.6 8 0.2 2,961 100.0
1993 3,2 14 96.4 110 3.3 9 0.2 3,333 100.0
1994 3,04 1 95.2 142 4.4 11 0.3 3,194 100.0

자료: AM 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The Insurance Information Source, 1995, p. 193-194.

2) 保證保險 營業現況

미국의 보증보험시장은 과거 85년도의 경우에는 30%이상의 높은 성장

율을 보였으나 90년대에 들어 10%미만의 낮은 성장율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와 연도별 성장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경제환경변화 등

에 민감한 보증보험의 특성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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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미국의 보증보험종목별 실적

(단위: 천달러, %)

연도
Surety Bonds Fidelity Bonds

수입보험료 성장율 합산율 수입보험료 성장율 합산율

1985 2,264,435 44.7 112.5 588,245 36.3 94.9

1990 1,874,192 5.9 88.6 898,828 -3.2 93.2

199 1 1,953,308 4.2 83.1 837,184 -6.9 76.1

1992 1,973,469 1.0 92.1 85 1,493 1.7 77.5

1993 2,156,481 9.3 84.2 894,471 5.0 75.6

1994 2,355,02 1 9.2 90.9 905,947 1.3 75.4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The Fact Book 1996: Prop erty/ Casualty Insurance

Facts, p. 28.

보증보험의 합산율을 보면 보험료 성장율의 변동과는 달리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개년간의 추이도 100%미만의 안정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증보험시장의 회사규모별 점유비는 <표 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규모별 영업결과를 보면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안정적인 영업

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delity의 경우 동 보험을 인수하는 원보험

사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51개 회사(연간수입보험료 200만달러 초

과회사)가 점유하는 보험료비중은 87.3%, 합산비율은 75.5%을 보이고 있

다. Surety의 경우는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143개 회사(연간수입보험

료 200만달러 초과회사)가 86.1%를 차지하며 합산비율은 90.6%로 기타

회사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Credit의 경우에는 상위 20%이내인

31개 회사(연간보험료가 100만달러 초과)의 점유비는 91.8%이며 합산비율

은 76.2%로 기타 그룹회사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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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미국 보증보험의 회사규모별 점유실적

(단위: 백만달러, %)

종목별 회사규모별 회사수 정미보험료 손해율 합산율

Fidelity

200만초과 5 1 790 4 1.7 75.5

200만이하 437 95 46.1 84.5

원보사계 488 885 42.2 76.5

재보사 34 20 -0.9 31.9

계 522 905 4 1.4 75.7

Surety

200만초과 143 1,946 35.4 90.6

200만이하 47 1 139 30.4 85.5

원보사계 614 2,085 35.0 90.3

재보사 53 269 57.6 10 1.9

계 667 2,259 37.5 9 1.5

Credit

100만초과 31 360 31.9 76.2

100만이하 106 -0.4 31.9 102.5

원보사계 137 360 31.9 76.2

재보사 20 32 9.3 42.6

계 157 392 30.1 73.5

자료: AM 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The Insurance Informastion Source, 1995, pp. 356-363.

다. 商品 및 料率體系

1) 商品體系

보증증권계약은 3당사자(Three-Parties Contract), 즉 보증회사(Surety), 채

권자(Obligee), 채무자 (Principal)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보증회사가 채무

자의 동일내용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채권자가 보증회사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증보험

계약의 정의로는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자의

부정행위(dishonesty) 또는 계약불이행(default)으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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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이라는

용어는 광의로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및 여러

형태의 보증(surety bond)을 포함한다.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증증권

은 수백종에 달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보증보험(surety bond)과신원보증보

험(fidelity bond)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6> 미국의 보증보험 상품 현황

구분 중분류 세분류

보
증
보
험

Surety
Bond

계약보증
(Contractual
Bond)

도급계약보증
입찰보증, 이행보증, 하자담보보
증, 선급금보증, 노임·자재대금
지급보증, 유보금보증

기타계약보증 공급계약보증, 임대차보증

법사보증
(Judicial Bond)

법 정 보 증 ( C o u r t
Bond)

보석보증, 상소보증,압류보증,압류
해지보증,동산점유회복소송보증

수탁자보증(Fiduciary
Bond)

재산관리인보증,후견인보증,수익
관리인보증

Public Official
Bond

일반공무원보증(Public Official Bond)

연방정부공무원보증(Federal Official Bond)

License and
Permit Bond

택지개발보증, 보험브로커보증, 주정업자보증,
부동산업자보증

C u s t o m s
Bond,Tax Bond

소득세보증(Income Tax Bond)

관세보증(Customs Bond)

Mi sc e l l an e ou s
Bond

금전채무보증(Financial Guarantee Bond)

분실유가증권보증(Lost Securities Bond)

수업료지급보증(College Students Bond)

Fidelity
Bond

Individual bond 1개인의 피보증인 담보

Schedule Bond
기명식집합보증(Name Schedule Bond)

직위집합보증(Position Schedule Bond)

Blanket Bond
상업포괄보증(Commercial Blanket Bond)

직위포괄보증(Blanket Position Bond)

F i n a n c i a l
Institution Bond

은행원포괄보증, 저축은행포괄보증, 저축 및 대출협회
포괄보증, 브로커포괄보증, 주식중개인종합보증, 유가
증권보증, 신용조합포괄보증, 금융회사포괄보증, 보험
회사포괄보증

F o r g e r y
Coverage Bond

가족위조보증, 예금자위조보증, 신용카드위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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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urety Bond

Surety Bond의 상품은 용도에 따라 수백종에 이르지만 크게 분류하면

계약보증(Contractual Bond), 법사보증(Judicial Bond), 일반공무원보증(Public

Official Bond), 인허가보증(Lisense and Permit Bond), 관세보증(Customs

Bond), Tax Bond, Miscellaneous Bond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계약보증증권 (Contractua l Bonds)

계약보증증권은 입찰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 지급보증증권, 하자보증증

권 등으로 구분된다. 입찰보증증권은 입찰에 낙찰된 자가 기일내에 계약

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과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제출한 보증이다.

이행보증은 주계약상의 채무자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

는 증권이다. 지급보증은 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주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된 노임 및 자재대금을 노무자 및 자재납품업자에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노임 및 자재대금지급보증(Labor & Material Bond)이라

고도 한다. 하자보증증권은 채무자가 이행한 공사상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결함있는 자재를 교체할 것을 보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공된 시

설의 가동 성능도 보증한다.

② 법사보증증권 (J udicia l Bonds)

법사보증증권은 법정소송에 관련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그 성격에 따라

금전채무보증(Monetary Obligation bond)와 수탁자보증(Fiduciary Bond)으로

구분된다. 수탁자보증89)은 법정에서 지정한 자연인인 수탁자(fiduciaries)로

하여금 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관리, 운영 또

는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일을 맡도록 할 때 피지정인

89) 수탁자보증에는 사망자부동산보증(decedent's estate bond), 무능력자보증(incompetent's

bond), 미성년자보증(minor 's bond), 수탁자보증(trustee's bon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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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실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이다. 동 보험의 담보내용은 법에서 규정하

고 있으며 양식도 법에서 정하고 있다. 금전채무보증은 소송당사자가 법

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기자신을 면책하거나 구제수단의 이익

을 갖기를 원할 때 필요한 것으로 원고보증(plaintiff' s bond)과 피고보증

(defendant' s bond)으로 구분된다. 원고보증은 소송당사자 중 원고가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의 보증으로 압류보증보험(attachment bond), 압류동산회

수보증(replevin bond), 보안관보상보증(indemnity to sheriff bond), 법정비용

보증(cost bond), 강제금지명령보증(injuction bond), 채권자파산신청보증

(pettioning creditors bond in bankrupcy), 채권자이의보증(objecting creditors

bond) 등이 있으며, 피고보증에는 보석금보증(bail bond), 항소보증(appeal

bond) 등이 있다.

③ 인허가보증증권 (License and Permit Bond)

공공기관이 피인가자의 법규정의 준수 등에 대해 보증하기 위한 현금

보증을 보험회사의 인허가보증보험이 대신하는 것이다. 동 보증은 용도에

따라 시민안전에 관한 보증, 시민보호보증, 납세보증으로 구분된다. 시민

안전에 관한 보증은 피허가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일반시민이 입게 되

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지판설치보증, 도로장애물보증, 건물

및 주택철거보증 등이 있다. 시민보호보증은 피허가자의 사기, 허위진술,

부당한 거래 등으로부터 일반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것으로 중

고차판매업자보증, 가축판매업자보증, 직업소개업자보증 등이 있다. 납세

보증은 법률상 세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세보증, 휘발유세보

증, 판매세보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연방정부 보증증권 (Fede ra l Bond)

연방정부 보증증권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부과된 관세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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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이민보증보험(immigrant bond), 내국수

입세보증보험(internal revenue bond), 관세보증보험(customs bond) 등으로

나누어 진다.

⑤ 공무원신원보증증권 (Public Officia l Bond)

공무원신원보증증권 (Public Official Bond)은 법에 근거한 공무원의 모

든 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취급하는 공무

원이 법에 의거하여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faithful performance)할 것

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행정단체, 수용소,

국립·주립병원, 자선단체, 공공사업단체가 된다.

나) Fidelity Bond (신원보증증권)

신원보증보험은 피보증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고용주의 금전 또

는 기타재산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증인의 부정행위는 절

도, 도난, 횡령, 위조, 착복, 절취, 악용 또는 기타 피용인의 사기 등을 말

하며 단독 또는 타인과의 공모에 의한 손해를 불문한다. 또한 미국내 신

용사회의 정착으로 인하여 담보위험 및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피용인

이 아닌 제3자의 불성실행위까지 담보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

다.

동 보험의 일반보험과 다른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 보험의

담보범위에는 고용주의 통제지휘권하에 있는 종업원이 외부인과의 공모

에 의해 손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된다. 이 때 보험증권상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당해 증권이나 전 증권이 유효한 기간에 발생하여야 하며, 그 손

해는 당해증권의 유효기간 내에 또는 전증권의 발견기간(discovery period,

통상 6개월∼3년)내에 보상된다. 또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담보

기간의 공백으로 무담보상태가 되기 때문에 Superseded suretyship clau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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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해결하고 있다.

신원보증보험의 형태는 개별보증증권(Individual Bond), 집합보증증권

(Schedule Bond), 포괄보증증권(Blanket Bond), 금융기관보증증권(Financial

Institution Bond), 위조담보증권(Forgery Coverage Bond) 등으로 구분된다.

개별보증증권(Individual Bond)은 보증증권에 기재된 1인의 피용인이 직

무상 부정직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

하는 것임에 비하여 집합보증증권 (Schedule Bond)은 보증증권에 2인 이

상의 피용인의 신상과 보험금액을 기입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다음 2가지

형태가 있다. 즉, 보증증권에 피용자의 직책에 관계 없이 성명과 보험금

액만 기재하고 손해발생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기명식집합보증

증권(Name Schedule Bond)과 보증증권에 직책과 보험금액만을 기재하고

피용인에 관계없이 해당 직책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직위집합보증

증권(Position Schedule Bond)이 있다.

포괄보증증권 (Blanket Bond)은 어떤 계층의 피용인 전체를 부보하는

증권으로 피보증인90)에 의해 발생한 부정직한 행위 외에 현금, 유가증권

의 분실, 훼손과 제3자에 의한 위조, 변조, 절도, 강도 등으로 인한 손해

까지 확장담보한다. 동 상품의 이러한 특징에 따라 피용인의 교체가 심한

사용자에게 적합하여, 사용자는 수시의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담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음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상

업포괄보증증권(Commercial Blanket Bond)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피보

증인수에 관계없이 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으로 하여 담보하며 직위포괄

보증증권(Blanket Position Bond)은 증권상의 보증기간동안 기명되지 않은

90) 피보증인이란 보험기간동안 정규적인 업무중 피보험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수, 임금 또는 대가를 받으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자를 말하

며 중개인, 교환점, 위탁대리인, 위탁자, 대표자, 고문변호사, 회사의 주주 등은 제외

된다. 대한보증(주),「보증보험연구-미국의 보증보험제도 및 운영실태」, 1992,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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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 1인 혹은 다수에 의한 부정직 또는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상업포괄보증과 유사하며, 보증금액은 각각의

보증인에게 적용되므로 보증보험사의 최고보상한도액은 피보증인수에 보

증금액을 곱한 금액이 된다. 또 종합신원보증(Comprehensive 3-D)은 피용

인의 부정직(dishonesty)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강도·절

도·파괴·위조(disappearance, destruction) 등의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패키지증권(Package Policy이다.

금융기관보증증권(Financial Institution Bond)은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포괄담보증권으로 피용인의 손해(employee loss), 구내손해(premises

loss), 수송손해(transit loss), 유가증권위조 손해(securities forgery loss) 등을

담보한다. 실제 발급되는 증권은 금융기관 유형별로 세분하여 적용된다

(<표 Ⅰ-6> 참조).

2) 料率體系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고의, 불성실행위 등을 담보하기 때문

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것

이므로 보증보험료는 수수료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

고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동일 위험일지라도

계약금액이 고액이거나 이행기간이 장기인 계약일수록 높으며, 또한 경기

가 불황일 때 더 높다.

미국의 보증보험료율은 미국보증보험협회(SAA)가 산출하는 요율을 사

용하고 있다. 협회요율은 강제요율이 아닌 권고요율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준수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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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urety Bond의 요율체계

계약보증의 이행보증보험은 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납품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난

이도에 따라 Class A-1 Contracts, Class A Contracts, Class B Contracts9 1)로

분류하고 시공이 어려운 공사일수록 보험요율이 높다. 또한 보증요율은

계약금액이 고액일수록 적용요율이 감소하고 1년미만 단기계약은 연요율

을 적용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요율에 1개월당

1%씩 추가하며 최저보험료는 50달러이다. 통상 1년간의 하자보증에 대하

여는 추가보험료 없이 담보하나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하자보증

보험료를 추징한다.

<표 1-7> 미국 계약보증의 기본보험료 수준(보험금액 1,000달러 기준)

구분
이행 및 지급보증

하자보증
A-1 A B

최초 $100,000 9.40 15.00 25.00 2.50
다음 $400,000 7.20 10.00 15.00 2.25

다음 $2,000,000 6.00 7.00 10.00 2.00
다음 $2,500,000 5.00 5.50 7.50 1.75
다음 $2,500,000 4.50 5.00 7.00 1.50
초과 $7,500,000 4.00 4.500 6.50 1.40

자료: The Surety Association of America, Rate Manual of Fidelity, Forgery and Surety

Bonds, 1987, 대한보증(주),「미국의 보증보험제도 및 운영실태」, 1992, p. 88.

나) Fidelity Bond의 요율체계

신원보증보험의 요율산출요소로 피보험자의 업종(130여종으로 분류함),

91) Class A Contracts: 공항, 운동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프링클로시스템공사 등,

Class A-1 Contracts: 무기, 자동전화교환장치, 컴퓨터장치, 발전기, 부엌설비, X레이장

치공사 등, Class B Contracts: 공장건물 및 프랜트, 사무실건물, 핵반응장치, 터널, 지

하케이블, 골프장, 항만 및 부두공사 등, The Surety Association of America, Rate

Manual of Fidelity, Forgery and Surety Bond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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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인의 수, 보증금액, 피용인의 직위, 과거손해율 등이 있다. 보증금액

10만달러 이상인 sch- edule bond, balanket bond의 고액계약에 대하여는

최고 50%까지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보험료의 최저적용단위기간은 3년이

며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년간 5%씩 가산금이 부과된다.

<표 1-8> 미국 포괄신원보증보험 기본보험료

(보험금액 10,000달러 기준)

보험가입인원수 1인당기준보험료 추가보험료 총보험료

25인까지 11.25 - 281.25

50인까지 8.750 218.75 500.00

100인까지 7.000 350.00 850.00

150인까지 5.250 252.50 1,112.50

200인까지 3.500 175.00 1,287.50

자료: 대한보증보험(주),「미국의 보증보험제도 및 운영실태」,1992, p. 87.

자기부담금은 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전피용인, 특정직

종직원, 특정직종전원 등의 방식으로 적용되며 특정 개인에 대하여는 적

용할 수 없다.

다) 其他保險의 料率體系

인허가보증보험의 요율체계는 담보사유별로 연간 1,000달러당 최고 25

달러부터 체감식으로 적용하며 최저보험료는 50달러이다. 법정보증의 요

율체계는 담보사유별로 별도로 적용하며 보증금액에 대하여 체감식 또는

획일적으로 적용한다. 최저보험료는 50달러이다.

금융기관 보증의 요율체계는 고용인의 수, 보험계약조건, 지점수, 은행

의 규모(예금액, 대출액 등), 과거실적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험료는

미국보증보험협회(SAA)의 요율매뉴얼을 1차적으로 수정하고 과거실적과

언더라이터가 검토한 결과에 따라 30%범위 내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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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英 國

가. 營爲條件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감독은 무역산업성(DTI :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내 보험국(Insurance Division)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

험사업을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산업성의 사업개시에 관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보험사업허가시점에서 모든 종목

에 대한 허가를 받기보다는 주로 영위하고자 하는 몇 개의 종목만 신청

하여 허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타보험회

사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 보증보험사업은 1987년의 보험회사법 제1

조1항에 의거 손해보험으로 분류하고 손해보험 사업의 14. Credit92), 15.

Suretyship93)에 해당한다. 1993년 12월 현재 영업중인 보험회사를 보험종

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92) 채무자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기일에 있어서 채무자의 지급불능 이외의 이유로 채무불

이행에 의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93) 보증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체결한 보증계약(contract of guarantee)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으로 신원보증계약, 이행

보증계약, 유산관리인보증계약, 보석보증계약, 관세보증계약 등의 유사한 보증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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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영국의 보험회사법상의 보증보험의 분류

구분 보험종목 회사수 구분 보험종목 회사수

1 Accident 572 10 Vehicle Liability 363

2 Sickness 479 11 Aircraft Liability 4 16

3 Land Vehicles 364 12 Liability for Ships 443

4 Railway Rolling Stock 430 13 General Liability 453

5 Aircraft 414 14 Credit1) 426

6 Ships 428 15 Suretyship2 ) 5 18

7 Goods in Transit 520 16 Miscellaneous Financial Loss 524

8 Fire and Natural Forces 470 17 Legal Expenses 483

9 Damage to Property 479 18 Assistance 122

주: 1) 신용보험은 수출신용, 할부신용, 모기지(mortgage), 농업신용보험으로 구분함.

2) 보증은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됨.

자료: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Insurance Annual Report, 1993.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y Act)

§3에서 규정하는 서류제출, 법적요건, 재무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회사의 명세(본사소재지, 등기번호 등), 회사 소유자, 회사 운영자,

사업종목에 대한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각 년도의 예상대차대

조표, 수지계획서 및 보험인수에 따른 부채, 지급여력94)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에 관한 예상 등을 제출한다. 감독청은 접수후 6개월 이내에 면허여

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한다.

보증보험사업 허가의 재무적 조건은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은 필요하지

않으나 공탁금제도가 있다. 영국이외의 EC가맹국에 본점을 둔 신청자는

영위보험종목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산유지가 필요하고, 기타의 신청자는

적절한 자산유지와 더불어 지급여력(최저보증기금이 큰 경우는 보증기금)

을 면허시부터 산정하여 4년이 경과한 연도 초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신

94)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은 보증기금(guarantee fund)의 3배임.

- 172 -



설 보험사업자는 적어도 최저보증기금이상의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EC가맹국 이외에 본점을 둔 보험사업자는 영위하는 보험종목의 최저보증

기금(minimum guarantee fund) 50%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최고법원에 공탁

해야 한다.95) 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공탁

할 수 있다.

<표 2-2> 영국의 최저보증기금

구분 최저보증기금

생명보험회사 800,000 ECU

자동차, 배상책임, 보증 400,000 ECU

상해, 질병, 차량, 선박 및 항공 배상책임 300,000 ECU

기타보험종목 200,000 ECU

주: 상호회사의 경우 위 금액의 75%임.

또한 영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위의 최저보증기금 이상

의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증보험의 영위형태는 보험사업영업허가를 보험종목별로 받기 때문에

전업사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목과 병행하여 영위하는 회사도 존

재한다. 또한 회사의 형태로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도 있다.

나. 市場規模 및 營業現況

영국의 보증보험시장이 전체손해보험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4%미만일

것으로 분석된다.

95) 재보험사업에 한정하는 경우는 공탁하지 않아도 된다.

- 173 -



<표 2-3> 영국의 보증보험실적

(단위: 백만파운드, %)

연도
전체손보 P ecuniary Los s Cov erag e2 )

보험료1) 성장율 영업이익 투자수익 보험료1) 성장율 손해율 사업비율

1986 15,976 10.3 -2,2 12 2,213 2 15 14.4 67.2 39.6

1990 25,450 0.9 -4,953 3,479 858 32.6 92.0 42.7

199 1 27,536 8.2 -6,961 3,69 1 925 7.8 183.8 45.8

1992 31,223 13.4 -4,874 4,049 1,233 33.3 126.8 34.8

1993 33,629 7.7 -2,205 4,05 1 1,316 6.7 100.3 37.5

1994 34,9 14 3.8 -81 4,082 1,525 15.9 66.0 36.4

주: 1) Net written preimium임.

2) 기업휴지, 여행보험, 신용, 보증보험실적이 합산 되었음.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84-1994 , London,

1995

<표 2-4> 영국의 보증보험 영업수지 현황

(단위: 백만파운드, %)

년도별 경과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영업수지

1985 2 15 145 85 -3

1990 858 789 366 -359

199 1 925 1,700 424 -1561

1992 1,233 1,564 430 -102 1

1993 1,316 1,320 493 -576

1994 1,525 1,007 555 -96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84-1994 ,

London, 1995.

다. 商品體系

영국의 보증보험은 채무의 불지급,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

실(pecuniary interest)에 대한 보험의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이것이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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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Fidelity Insurance는 보험회사법에 규정하

고 있는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 속한다. 보증보험은 독립된 명칭을

가진 보험종목이 아니라 보증업무가 행하여지는 형태의 하나로서 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1)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은 피보험이익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계약종류가 있다. 보

증(bond)은 날인증서보증(specialty contract) 또는 날인증서(deed)이므로 서

명하고 인장을 찍어 교부되어야 한다. 주요한 계약종류로는 상업보증

(commercial guarantees), 법정보증(court bond), 정부보증(government bond),

주택금융조합보증(building society guarantee), 우연손실위험(contingency

risk)담보보증 등이 있다.

상업보증(commercial guarantees)은 책임자가 자신의 의무 등의 불이행

(default)에 대해 보증하는 것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개인보증인(private

sureties)에 의하여 보증하는 방법과 이를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법인보증

으로 양분되지만 법인보증이 더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법정보

증(court bond)은 재판소가 일정의무를 수행할 것을 임명한 사람에게 위탁

된 재산에 대해 사기, 횡령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으로 보호재판소보

증(court of protection bond)96) , 여왕의자보증(Queen's bench guarantee), 대법

관부보증(Chancery guarantee)이 있다. 정부보증(government bond)은 정부의

요구조건에 의하여 피보증자의 불이행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생긴 손

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여기에는 파산시의 수탁자 또는 특별 관재인의

96) 보호재판소 보증은 정신이상 또는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자기자신의 행위능력부재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보호자, 후견인 등에 대해 발행되는 보증이다. 木村榮一, 越知

隆 共譯, 保險の原理(D.S. Hansell, Elements of Insurance, London : Longman

Group UK Ltd. 1987), 損害保險總合硏究所, 1995,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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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의무수행을 담보하는 파산보증(bankruptcy bond)과 세금관계당국

의 세수입 손실을 담보하는 관세·물품세보증(customs and excise bond)가

있다. 주택금융조합보증(building society guarantee)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자의 채무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우연손실위험(contingency risk)담보

보증은 우연한 손실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다음 3가지가 있다. 증서류분

실·상실보증(missing or lost documents)은 분실된 주식증권의 원본을 복

제발행하는 경우 회사가 입는 손해를 담보하며, 행방불명수익자보증

(missing beneficiaries)은 유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는 상속자가 그 상

속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배분되어 입는 손해를 보증하고, 쌍둥이보험

(twins insurance)은 쌍둥이 출산으로 교육비 등의 추가비용에 대해 현금급

부를 하는 보험이다.

2) Credit Insurance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분할납 또는 이와 유사한 신용판매제도에 의하여 상품을

구입한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신용보험은 상업신용보험(Commercial Credit Insurance)과 수출신용보험

(Export Credit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상업신용보험은 국내 또는 국외

매입자의 지급불능 및 불이행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며, 수출신용보험

은 매입리스크 및 정치적리스크, 국가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신용

보험의 인수방식은 단일리스크만 담보하는 특정위험담보방식, 합의된 리

스크를 선택적으로 담보하는 분산위험담보방식, 합의된 리스크의 초과손

해액만 담보하는 이상위험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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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영국의 신용보험인수방식의 운영현황

구분 보험회사
인수방식

포괄위험 개별위험 이상위험

상업 신

용보험

Credit Card Guaratee Insurance Co. ○

Insurance of Credit Co. ○

Financial Insurance Co. ○

Trade Indemnity Co. ○ ○ ○

수출 신

용보험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Co. ○ ○1)

수출신용보증국 ○ ○ ○

Financial Insurance Co. ○
1)

Trade Indemnity Co. ○ ○2 ) ○

주: 1)정치적리스크에 대해서만 담보

2) 포괄증권 계약에 대해서만 담보

자료: 大城裕二 譯, 「英國の信用保險」, 東京: 昭和堂, 1991,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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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 本

가. 營爲條件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정의)에서 손해보험을 일정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담보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

험 으로 정의하고 있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대장대신의 면허

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는 영위종목의 구분없이 생명보험사업면허 과

손해보험사업면허 로 구분된다(보험업법 제3조2).97) 이 점에 있어서는 미

국, 유럽국가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일반손해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보증보험사업은 보험업법 제3조

6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증증권업무는 계약상의 채

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무 중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당해 대가를 결정하고, 책임준비금을 적립

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의 분산, 기타 보험에 고유한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이를 보험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은 보험업법상의 손해보험사업

자의 면허취득조건이 된다(보험업법 제5조 면허심사기준). 손해보험사업

자는 면허신청서(상호, 자본금, 경영자 성명, 기존 보험업의 면허, 본점 소

재지), 기초서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무적 조건인 납입자

본금 또는 기금은 최저 10억엔이상으로 되어 있다. 외국보험사업자는 상

업공탁을 하는 것과 자산의 국내보유의무만 다를 뿐 내국사의 면허조건

과 동일하다. 상업공탁은 보험업법시행령 24조에서 정한 2억엔이며, 자산

97) 신보험업법(1996.4.1시행) 이전에는 화재보험, 상해보험, 해상보험등 보험종목별로 인

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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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보유는 준비금의 합계금액, 신탁금액, 자기자본금의 합계액에 상

당하는 자산을 일본 내에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의 보험사업의 영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보험업법상 손해보

험사업자와 생명보험사업자로 구분하여 포괄적인 영업면허를 받기 때문

에 특정회사가 1개종목에 대한 영업을 하든, 복수종목에 대한 영업을 하

든 이에 대한 명시적인 관련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업의 영위는

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영업면허시 기초서류를 제출함으로서 가능하며

보험종목의 추가도 추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보증보험종목

에 대한 전업사체제의 영업종목은 없는 실정이다.

나. 市場規模 및 營業現況

일본의 보증보험 규모는 1994년도 기준으로 211억엔으로 손해보험전체

시장 6조 7,653억엔의 0.31%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영역별로는 보

증보험 53.1%, 신용보험 34.1%, 본드 12.8%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증

보험상품별 영역간 점유비의 추이는 큰 변동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분

석된다.

<표 3- 1> 일본의 보증보험종목별 보험료실적

(단위: 백만엔, % )

년도 전체 보증계 보증 신용 본드

1990 5,628,686 15,069 0.27 6,293 0.11 8,034 0.14 742 0.0 1

199 1 5,99 1,70 1 20,604 0.34 9,304 0.16 8,424 0.14 2,876 0.05

1992 6,229,026 25,223 0.40 12,673 0.20 8,308 0.13 4,242 0.07

1993 6,55 1,561 22,549 0.34 12,443 0.19 7,293 0.11 2,940 0.04

1994 6,765,273 2 1,070 0.31 11,189 0.17 7,169 0.11 2,692 0.04

계 31,166,247 104,5 15 0.34 5 1,902 0.17 39,2 12 0.13 13,492 0.04

주: 보험료는 경과보험료임.

자료: 保險硏究所, 「インシュランス 損害保險特別統計號」, 東京, 199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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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합산율은 90년대에 들어 매우 급속히 불안정한 추이를 보

이고 있다. 이는 특정종목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험과 보증보

험의 동일한 악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 일본의 보증보험 영업수지 현황

(단위: 백만엔, %)

년도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영업수지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영업수지

1990 8,034 2,759 2,120 3,731 6,293 -10,375 5,120 9,9 17

199 1 8,424 3,169 2,4 16 1,867 9,304 694 5,461 9,566

1992 8,308 3,727 2,352 2,535 12,673 6,628 6,533 5,945

1993 7,293 4,738 2,262 830 12,443 8,498 6,385 -5,175

1994 7,169 4,420 2,196 50 11,189 7,996 6,537 5,097

주: 보험료는 경과보험료임.

자료: 保險硏究所, 「インシュランス 損害保險特別統計號」, 東京, 1990-1994.

다. 商品 및 料率體系

1) 商品體系

가) 保險商品의 分類

일본의 보증보험상품은 橫兵火災海上이 신원신용보험을 1904년 12월에

신용위험 으로 판매한 것이 최초이며, 1951년 12월에 입찰·이행보증보

험이 도입된 이후 상품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구보험업법 제1조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에

대해 약속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사업 으로 규정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규정한 근본적인 배경은 순수한 손해보험 계약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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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부언적인 조항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신용위험

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크게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증증권업무으로 구

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3> 일본 보증보험영역간의 특성

구 분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증증권

계약목적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계약당사자

보험계약자:채권자

피보험자: 채권자

보험자:손해보험사

보험계약자: 채무자

피보험자 : 채권자

보험자: 손해보험사

보험계약자: 채무자 (보증위탁자)

피보험자: 채권자

보험자 : 손해보험사(보증인)

계약성격 신용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보증계약

보증위탁계약

보험료부담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보험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보험금수령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보상방식 금액보상 금액보상
보증계약상의 동일한 보증채

무 이행(금액 또는 채무이행)

구상권 보험대위 구상 보험대위 구상 보증위탁계약에 의한 구상

신용보험은 원칙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공히 채권자이며 보험

료 부단자 또한 채권자로서 손해보험회사와 채권자간의 직접적인 계약관

계는 아니다. 보험사고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채권자에

게 손해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보험계약에 의거 피보험자인 채

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의 지급 및 그 범위는 보험대위 혹은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보험료부담자인 타인을 위한 보

험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보험사고 및 보험금의 지급, 구상권 행사 등

은 신용보험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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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은 상법상의 보험계약 중 하나에 해당

되며 보증증권업무는 민법(제446조)상의 보증, 상법(제3편 10장)상의 연대

보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증증권업무는 보증위탁자와 손해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과 보증인인 손해보험회사와 채권자간의 보증계약 2

가지 종류의 계약형태로 구성된다. 보증료의 직접부담자는 보증위탁자인

채무자이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보험회사는

보증증권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고, 손해보험사는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위탁계약에 의거 채무자에게 구상한다.

나) 保險約款의 種類

일본의 보증보험약관은 상품과 그 도입시기가 같으며 1970년대를 거치

면서 현재와 같은 상품으로 세분화 및 다양화되었다.

신용보험은 credit insurance와 fidelity bond로 구분되는데 credit insurance

은 매매, 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권의 회수불능에 의한 손해를 보상

하는 보험으로 할부판매대금보험, 기계류할부판매대금보험, 주택자금대부

보험, 관공청공제조합주택자금대부보험, 개인론신용보험, 해외여행자금대

부보험 등이 있다. fidelity bond는 고용, 위탁계약 등에 있어서 피용자, 수

탁자등이 사용자, 위탁자 등에 미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신원신

용보험만 있다.

보증보험은 입찰·이행보증보험이 대표적인 보험으로 1951년 12월 28

일 東京海上이 건설공사 하청계약98)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興亞火災는 매

매, 하청, 기타계약을 대상으로 최초 판매하였다. 현재는 전 손보사가 건

98) 1949년시행된 건설업법에 의거 설치된 중앙건설업심의회가 입찰제도 및 하청계약의

합리화, 공정화를 위하여 구미에서 손보사가 운영하는 보증제도(Surety bond)의 도입

의 제창이 시초되어 1951년 6월에 보험업법 1조를 개정, 일본 특유의 보증보험제도를

도입,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또한 법제면에서도 회계법, 예산결산 및 회계령도 정

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입찰, 계약보증금에 관련된 담보로서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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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 등의 하청계약, 매매계약에 대해 영업하고 있다.

<표 3- 4> 일본의 보증보험 상품의 종류

구분 보험약관 판매년도

보증보험

입찰보증보험 입찰보증보험보통약관
1951.12, 전사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보통약관

주택론보증보험 주택론보증보험보통약관 1971.11, 전사

보증증권

(Bon d)

계약보증계약 계약보증보통보증약관
1974.5, 전사

법령보증계약
법령보증보통보증약관

관세보증 1989

신

용

보

험

credit

in s .

할부판매대금보험 1958.11,주우해상

기계류할부판매대금보험 1962.5, 일산화재

주택자금대부보험 1968.8, 일본화재

관공청등공제조합주택자

금대부보험

보통약관 A
1973. 주우해상

보통약관 B

개인론신용보험
대출잔고방식 보통약관 1973.4,

대동경화재대출금액방식 보통약관

해외여행자금대부보험
대출잔고방식 보통약관

1972.11,일산화재
대출금액방식 보통약관

fidelity
in s . 신원신용보험 신원신용보험보통약관

1904년 인가,

1973.1 동경해상

개정

본드(보증증권)는 1974년 5월 31일 25개 손보사(내국사 20개사, 외국사

5개사)에서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주된 채무자가 주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손해보험사를 보증인으로하여 채권자에게 약속하고 그 이행을 담보로 하

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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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일본의 보증증권(bond ) 종류

보증증권종류 채권자 채무자 보증대상 채무 보증금액

입찰보증(bid bond) 발주자 입찰자

낙찰한 경우 일찰조건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보증증권을 제출하는 채무

입찰금액의 1
∼20%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발주자 수주자
하청계약, 매매계약 등의 계

약상 수주자의 채무

계약금액의 10
∼100%

하자담보보증(maintena
nce bond)

발주자 수주자

하자담보기간중에 발견된 공

사 또는 납입목적물의 하자

를 보수하는 채무

계약금액의 5
∼50%

선불금보증 (advan ce
payment bond)

발주자 수주자

계약이 해제 혹은 해약된 경

우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

불금을 반환할 채무

선불금상당액

임금, 하청대금지급보

증 ( l a b o r , m a t e r i a l
payment bond)

발주자 또

는 근무자,
하 청 업 자 ,
납입업자

수주자

공사 또는 납입목적물에 대

해 수주자가 근로·하청·자

재 대금을 지불할 채무

계약금액의 50
∼100%

유보금보증 (retention
money bond)

발주자 수주자

계약이 해제 혹은 해약된 경

우 적립면제를 받은 유보금

을 발주자에게 지불할 채무

유보금상당액

납입보증(supply bond) 구입자 판매자 매매계약상 판매자의 채무
계약금액의 10
∼100%

임 대 차 보 증 ( l e a s e
bond)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부담

하는 임차료지불채무, 임차

물의 관리 및 반환채무

연간임차료, 물

건가액, 규정손

실금상당액

운송보증(bid bond) 하주 운송인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의 하물

의 인도채무
물건가액

위임보증(bid bond) 위임자 수임자 위임계약상의 수임자의 채무

수탁물가액 또

는 계약금액의

10∼100%

근로보증(bid bond) 발주자
근로 제

공자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자의 채

무

계약금액의 10
∼100%

상환보증 (in d emn i ty
bond)

보증인
보증 위

탁자

상기 각종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위탁자가 보증위

탁계약상 부담하는 채무

보증금액

법 령 보 증 ( j u d i c i a l
bond)

권리자 의무자
법령에 의한 의무자가 부담

하는 채무

법령에 기재된

금액, 재판소의

재판액, 권리지

정금액 등

자료: 東京海上(株), 「損害保險實務講座:新種保險(下)」, 東京: 有斐閣, 1984,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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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의 종류는 계약보증(contract bond)과 법령보증(judicial bond)으로 구

분되며 계약보증은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나 손보업계는

인수체제, 위험선택, 수요, 다른 보증기관간의 분야조정 등에서 채무보

증99)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1995. 7월에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완성인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이행

본드(performance bond)제도를 도입했다. 법령보증은 인허가보증(Lisense

and Permit Bond), 법사보증(Judicial Bond) : 재판보증(Court Bond), 수탁

자보증(Fiduciary Bond), 행정보증(Government Bond) : 관세보증(Custom

Bond), 납세보증(Tax Bond)이 있다. 특히 1989년 관세법의 일부개정에 따

라 관세 및 수입화물의 소비세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납기간의 연장제

도가 도입되자 손보업계는 수입화물관련 납세보증100)을 신설하였다.

3) 料率體系

일본의 보험요율제도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되며 보증보험의 보험요율

은 업법인가요율로 되어 있기 떄문에 각사가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과 같이 보증보험협회(SAA)에 의한 요율산출제도는 없다.

99) 하청계약(가옥의 건축, 토목공사, 선박건조등, 담보채무: 일의 완성, 목적물의 인도, 목

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계약에 대한 매주의 책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채

무, 위임계약에 의한 수임자의 채무(재산관리),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자의 채무,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인의 채무, 입찰에 의한 입찰자의 채무, 수입금융(수입신용자의

발행 등)본드

100) 江頭敏明, 法令保證證券(輸入貨物に係る納稅保證(關稅ボンド)の創設 ,「損保企劃」

No. 386, 1989.5.15, 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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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일본의 보험요율제도

구분 산정회요율 업법인가요율

대상종목

화재보험(주택종합, 점포종합

포함), 보통·가족·교통상해보

험, 자배책,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의 각종특약, 적립형상해보험, 자

동차보험(특별위험보험요율, 장·단기계약

의 보험요율),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 신

용보험, 도난보험, 보증보험 등

산출단체 산정회가 산출, 회원사가 사용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산출, 사용

대장대신

의관여

보

고

제

통상 산정회요율1)

특정요율2 )

(요단법 10조6)

해상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시행규칙 83조)

인

가

제

특별요율

특별순율

(요단법 10조6)

기타 종목(보험업법 4조, 123조)

보험사의 임

의변경

영업보험료제도 : 변경불가(준

수의무있음). 단 폭요율의 범위

내에서 가능 변경불가. 단, 범위요율의 범위내에서 가

능, 변경이 필요한때는 대장대신의 인가특정요율제도

순율 : 변경불가(준수의무있음)

부가율: 변경가능

주: 1) 산정회가 산출한 영업보험료를 ±10%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가필요.

2) 보험금액 300억엔 초과하는 화재보험의 일반, 공장, 창고물건의 경우 산정회가

산출한 영업보험료를 ±50%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고필요.

자료: (株) ワ-ルド·ヒユ-マン·リソ-シス, 「新保險業法Q&A」, 保險每日新聞社, 1996,

pp. 97-120.

가) Surety Bond의 요율체계

계약보증의 이행보증보험은 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납품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난

이도에 따라 A급공사, B급공사, C급공사로 구분하고 공동보험비율에 따

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표 3-7> 일본 계약보증(이행보증)의 표준보험료수준(보증금액 천엔당)

부보비율

공사

이행본드 하자본드

10 % 30% 50 % 10 % 30 % 50 %
A급 공사 0.78 1.57 1.97 0.16 0.31 0.39
B급 공사 1.11 2.24 2.81 0.22 0.45 0.56
C급 공사 1.44 2.9 1 3.65 0.29 0.58 0.73

자료: 安部克彦, 履行ボンドの開發について , 「損保企劃」No. 583, 1995.7.5,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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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idelity Bond의 요율체계

신원보증보험료의 산출요소는 피보증인의 수이며 기본보험료는 피보증

인의 수, 집합계약·공통계약별로 보상한도액 100만엔, 피보증인 1인당

보험료로 되어 있다. 기본보험료는 피보증인의 수가 증가할 수록 1인당

보험료는 체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는 미국과 동일한 체계이다. 이것은

피보증인수의 증가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비가 감소되고, 위험이 안정화되

며, 역선택요소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적용보험료는 피보증인

의 업종,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과거손해율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조

정하여 산출된다. 또한 개인계약 및 신원보증인책임계약의 경우에는 집합

계약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표 3-8> 일본의 신원보증보험 계약방식별 요율적용표

계약내용 내용 보상한도액결정 보험요율 특징 특약조항

개인계약 특정1인을 부보 피보증인당
집합계약 1인

요율 적용

개인계약

특약

집

합

계

약

기명

식

2인이상 기명한

명세서
1인당 한도액

집합계약요율

적용

초과손해액보상

특약첨부가능

기명 식 집 합

계약특약

무기

명식

피보증인 범위

지정, 그 범위

내 소속자를 일

괄부보

1인당 한도액
집합계약요율

적용

-초과손해액보상

특약첨부가능

-불명피보증인담

보

무기 명 식 집

합계약특약

공

통

계

약

기명

식

2인이상 기명한

명세서
총한도액

공통계약요율

적용

기명 식 공 통

계약특약

무기

명식

피보증인범위지

정, 그 범위내

소속자를 일괄

부보

총한도액
공통계약요율

적용

불명피보증인담

보

무기 명 식 공

통계약특약

신원보증

인집합

계약

신원보증인재정

보증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피보증인 1인일

경우 개인계약

과 동일, 복수

일 경우 집합계

약 준용

집합계약준용
신 원 보 증 인 이

피보험자임

신원 보 증 인

책임 계 약 특

약

자료: 대한보증보험(주),「보증보험연구:일본의 보증보험과 신용보험」, 통보문예사,

1992,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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