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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1. 현황

가. 규제

1) 상품허가

국내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영업규제를 위한 시행

령 별표에 표시되어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

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Ⅱ장에서 살펴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면, 사망을 담보하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규정만 

있고, 피보험자의 상해/질병/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상품(신용상

해질병보험, 신용실업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감독규

정상 신용손해보험은 상해사망을 보장하므로 신용생명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손해보험 영역에 속하는 신용재물보험에 대한 정의는 찾기 어렵다.

한편, 신용보험상품개발 관련 법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방카슈랑스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제한을 두고 있다. 기초서류는 보험업법 및 관련 법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는데,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검증 및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며, 신고상품은 금융감독

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생명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신계약비를 일

반 채널 대비 70%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보장이더라도 방카슈랑스에

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채널에 비해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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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규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 위험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간주하여 은행

창구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첫째, 대출과 보험 가입 창구를 분리하여야 

하며, 판매인력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한다.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로 인해 대출담

당 직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설명과 

권유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대출창구에서는 적극적인 안내를 꺼리게 된다. 대출고객

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임에도 대출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하므로 고객이 신용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험창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방카슈랑스 규제에 의해 아웃바운드(out bound) 영업을 금지하므로 은행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in bound) 영업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출고객에 대한 텔레마케팅

(Telemarketing), 우편판매(Direct Mail)는 불가하고, 대출 관련 사이트와 연계한 영업ㆍ

마케팅도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대출 전ㆍ후 1개월 내 구속성 보험에 대한 규제이다.47)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

등급 이하 개인)에 대해서는 판매가 전면 제한되고, 일반차주(신용등급 1~6등급)에 대해

서는 대출금액 대비 보험료 1% 내에서 허용된다. 2021년 3월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법」 

관련 행정규정에서는 금융업권 간 ‘꺾기 간주행위’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하였다.48) 개

정안에서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구속성 보험 규제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는대, 취약차주 및 

피성년ㆍ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금지하며, 그 밖의 차주

에 대해서는 1% 초과 보험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한 신용생명보험은 

일반차주에 국한하여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1% 이내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47) 2018년 7월 30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속성 보험의 예외로 처리할 것을 

제안함

4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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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은행법ㆍ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적용)

기존

판매금지

[차주] 취약차주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일부 투자상품
      (펀드, 신탁 등)

[상품] 보험

1%1)까지 허용
[차주] 취약차주 [차주] 일반차주

[상품]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상품] 보험

구분 판매제한 금융상품
취약차주/피성년ㆍ

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
그 밖의 차주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개인에 한정)

개정
(2021.
3 이후)

보장성 금지 1% 초과 금지

일부 투자성(펀드/
금전신탁 등)

금지 1% 초과 금지(신설)

예금성 1% 초과 금지 규제 없음

주: 1) ‘대출 전후 1개월 내 해당 차주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받는 월납입액/대출금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1>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 규제 개선

아울러 2021년 3월 25일 고시된4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

하면서도 “신용생명보험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용생명보험상품이 대출과 연계된 

특수성을 인정해 주었다.50) 이에 따라 대출금융기관들이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 시장현황

1) 신용보험 연혁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늦다. 단체신용생명보험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주택은행과 한국생명

49)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6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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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제휴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신용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2003년 8월 

도입) 시 허용된 상품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창구를 통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6년 3월 신용생명보험상품(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신용보험)을 

출시하고, 방카슈랑스 채널(IBK기업은행, 아주저축은행)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30~55세, 보험기간은 1~15년, 가입금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1,000만 원~10

억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망보장형 가입금액 5천만 원, 10년 만기 전기납에 대한 40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남성 10,500원, 여성 6,000원 수준이다.51) 그러나 이 상품은 개인

신용보험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자 출시 1년 6개월만인 2017년 9월 판매 중단되었다.52)

2021년 1월 기준 외자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NP파리

바카디프생명보험은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로 설립되어 

200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다. 감독당국이 단체계약 판매은행에 대한 판매수

수료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외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확대를 도모해왔다. 판매

채널을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확장하고, 은행·저축은행 등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방카슈랑스 형태로도 판매하고 있다.53)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은 자동

차할부금에 대해 잔여할부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손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협중

앙회는 공제상품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상환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

다.54) 보장대상이 금전소비대차에 한정되므로 가입기간은 10년 이하, 보험 가입금액 1천

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2) 판매상품

가) 신용생명보험

여기서는 국내 특정사가 방카슈랑스(모바일) 방식으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보장내

용,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을 살펴본다. 방카슈랑스 상품은 주계약 + 특약의 형태가 아니

51) 메트라이프생명 홈페이지(https://www.metlife.co.kr/about-us/about-metlife/newsroom/newsroom-20

160216/)

52) 비즈니스워치(2018. 6. 7), “신용생명보험 속앓이 ① “꺾기 아닙니다””

53)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바일 신용대출 고객은 은행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뱅킹앱 ‘하나원큐’에

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SC제일은행의 모바일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음

54) 상품 명칭은 ‘어부바신협대출상환보장공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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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패키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가입자는 일체형인 아래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 기본형: 사망 + 고도장해(80% 이상 장해)

∙ 암보장형: 기본형(사망, 고도장해) + 암보장

∙ 3대 질병보장형: 기본형(사망, 고도장해) +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부는 사망(고도장해)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암이나 3대 질병보장을 부가하는데, 3대 질

병보장형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보장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억 원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억 원
1년 이내: 5천만 원

뇌출혈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억 원
1년 이내: 5천만 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2천만 원
1년 이내: 1천만 원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년 초과: 1천만 원
1년 이내: 5백만 원

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2> 신용생명보험상품 보장내용 예시

(기준: 3대 질병보장형, 비갱신형, 보험 가입금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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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은 ‘기본형’ 보장에 대한 월납 보험료(가입금액 1억 원, 비갱신형) 예시표이다. 

35세 피보험자가 30년 만기(대출금 65세 상환 종료) 상품 가입 시의 월 보험료 규모는 

21,300원(남자), 10,000원(여자)이다. 35세 청년층의 경우 연간 대출금액의 12bp(여

자)~25.56bp(남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망(고도장해)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주택구입 수요가 많은 40세의 경우 30년 만기(대출금 70세 상

환 종료) 상품을 선택하면, 부담해야 하는 월납 보험료 규모는 33,000원(남자), 14,700원

(여자) 수준이다. 

구분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5세 8,500 5,000 12,800 6,800 21,300 10,000

40세 12,400 6,800 19,800 9,500 33,000 14,700

45세 19,500 9,700 31,200 13,800 53,700 24,200

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3> 신용생명보험상품 보험료 예시

(기준: 기본형, 보험 가입금액 1억 원, 전기납, 월납, 원)

<표 Ⅲ-4>는 남자 40세가 10년 만기, 기본형으로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해지환급금에 대

한 예시표이다. 5년 경과 후 해지하면 환급률(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은 13.4% 수준이며, 

만기인 10년이 도래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순수보장형상품이므로 이 시점에서 환급

금은 ‘0’이 된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1년 148,800 - 0.0%

3년 446,400 41,500 9.3%

5년 744,000 99,600 13.4%

10년 1,488,000 - 0.0%

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4> 신용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비갱신형, 기본형, 남자 40세, 10년 만기, 가입금액 1억 원, 월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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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은 자동차할부업체와 제휴형 상품으로 ‘행복두배대출상환보

험’55)을 제공한다. 제휴한 르노캐피탈은 할부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사망하거나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수령한 보험금으로 잔여대출금을 변제받고, 차량 전손사고 시 신차

가액 및 차량등록비를 지원한다. 이 상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전부보험으로 가입한 차

량을 대상으로 할부 이용과 동시에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된다.56) 

3) 시장 규모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시장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시장 형성이 매우 미

흡하여 감독당국이나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누적 판매 건

수(청약거절 제외)는 5,466건이다. 이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27.1%(1,483건), 

GA 판매57) 비중은 72.9%(3,983건)를 차지한다. 

한편, 2019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4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단체계약(1억 원)과 개인계약

(3억 8천만 원) 간 비중은 각각 21.2%, 78.8%로 개인계약 중심으로 판매되었다.

다.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 상품 실패 사례

1) 감독조치

우리나라 신용보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최초 도입된 지 상당 기간

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은 미흡하다. 신용생명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DCDS)는 2016년 8월 이후 신규판매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기준 가입자 150만 명, 연간 수수료 1천억 원에 달해 대조된 모습을 보인다.

55) 할부금융서비스는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보험서비스는 제휴 보험대리점(알씨아이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

아)을 통해 제공함

56) 르노캐피탈 홈페이지(https://dev.renaultcapital.co.kr/mobile/prod/service/pay/view.rci)

57) 정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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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선진금융의 일환으로 DCDS를 판매하였다. 상품의 

본질적 기능은 신용생명보험이었으나, 당시 이 상품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

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58) 이에 따라 보험상품과 달리 상품설계, 수수료율, 판

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되었다(송윤아ㆍ마지혜 2016). 신용카드 회원으로부

터 수수료(신용카드 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설계하였다. 

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되자 감독당국이 개입하게 되었으며, 

2015년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59) 첫째,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 명(약 281억 원) 중 52만 명에 대해 환급(173억 원)조치하였다. 이 상품은 카드회사

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유료 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

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에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신용카드사에게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 제외사항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DCDS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수료 구성요소60)가 불합리하게 산출ㆍ운영되지 않도록 매

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보장내용

신용카드회사의 DCDS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신

용보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Ⅲ-5>는 2016년 이후 특정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고 있

는 DCDS 상품의 보장내용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상품수수료는 ‘카드채무액 × 상품수수

료율(0.30%)’로 산정된다. 1형은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상해 발생 시 채무를 면제하

며, 단기입원 시에는 채무를 유예한다. 2형은 사망, 치명적 질병, 중대장애에 대해 채무면

제하며, 장기입원 시 100만 원 한도로 채무를 부분면제한다. 이 밖에도 실업보장형에서는 

58) 이석호(2008)

5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17),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8개 전업카드사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사항 개선 추진”

60) 계약책임보상보험(CLIP) 보험료 + 전화통신판매비용 + 운영비(인건비) + 목표이익



56 연구보고서 2021-03

비자발적 단기실업, 비자발적 장기실업 시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액을 면제한

다. 보장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및 신용실업보험이라

고 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1형

채무면제

사망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사망 시, 보장채무액을 면제

치명적 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암으로 진단
받거나, 주요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채무액 면제

치명적 상해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채무액 면제

채무유예 단기입원
보장신청일 이전 45일 동안, 1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장 12개월간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

2형

채무면제

사망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사망 시, 보장채무액을 면제

치명적 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암으로 진단
받거나, 주요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채무액 면제

중대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3급 장애인이 될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 면제

채무 
부분면제

장기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 면제(보장한도 100만 원)

자료: 여신금융협회 채무면제유예상품 공시(https://gongsi.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

etail22?cgcMode=22#!)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5> 신용카드사 DCDS 상품 보장내용 예시

3) 상품구조

<그림 Ⅲ-1>은 DCDS와 개인신용보험상품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계약책임

보상보험(CLIP: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함으로써 채무면제나 유

예로 인한 위험을 손해보험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DCDS는 ‘금융사(채권자)

와 고객(채무자) 간의 계약’과 ‘금융사와 보험사 간의 계약’으로 고객과 보험사 간의 직접

적인 관계는 없다. 이에 비해 개인신용보험은 고객과 보험사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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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DCDS와 개인신용보험 구조 비교

           [DCDS]                          [개인신용보험]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표 Ⅲ-6>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DCDS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2016년 8월 신규 DCDS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고, 기존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CDS 시장 규모는 2015년을 정점으로 2016년부터 축소되

기 시작하였다. 회원 수는 2015년 332.3만 명이었으나 2020년 6월 말에는 151.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수료 산정기준인 총채무액도 동 기간 약 66.7조 원에서 18.1조 원으로 하

락하였다. 2020년 6월 말 기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620억 원, 계약책임보상보험

(CLIP) 보험료 규모는 138억 원,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은 109억 원이다. 신용카드 회

원이 부담한 수수료율은 0.35% 수준이며, 1인당 수수료 금액은 연간 8만 원 수준이다. 

DCDS는 불완전판매 문제 외에도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5년 정점

을 지난 이후에도 전체 수수료 수입 중 계약책임보상보험(CLIP)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은 15~22%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카드사의 DCDS 판매수익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CLIP 보험료와 판매비용(텔레마케팅)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므

로 대략 60%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CLIP보험료 대비 보상금인 손해율은 70~83%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AIC에서 기준으로 정한 손해율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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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 수
(만 명)

총채무액
수수료
수입

CLIP
보험료

보상금
1인당
채무

1인당
수수료
(만 원)

A B C D E B/A D/B

2015 332.3 666,747 2,580 394 276 0.201 7.76

2016 270.4 567,283 1,956 328 273 0.210 7.23

2017 225.0 510,729 1,797 320 266 0.227 7.99

2018 193.5 460,255 1,622 331 244 0.238 8.38

2019 168.2 402,943 1,389 302 236 0.240 8.26

2020. 6 151.8 180,851  620 138 109 0.119 4.08

구분
수수료율

수수료수입 -
CLIP 보험료

보험사
수입

손해율
보상금/

수수료수입
보험료
비중

C/B C - D D - E E/D E/C D/C

2015 0.387 2,186 118 70.1 10.7 15.3

2016 0.345 1,628  54 83.4 14.0 16.8

2017 0.352 1,478  54 83.1 14.8 17.8

2018 0.352 1,291  87 73.8 15.1 20.4

2019 0.345 1,087  65 78.3 17.0 21.7

2020. 6 0.343  482  30 78.5 17.5 22.3

자료: 여신금융협회 채무면제유예상품 공시(https://gongsi.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

etail22?cgcMode=22#!)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6> DCDS 수수료 수입 및 보상금 추이
(단위: 억 원, %)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부담한 수수료 대비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비중은 20% 미만이

다. 일반적인 가계성 보험상품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원(2015. 12)에서도 DCDS 수수료에서 보상금 지급재원이 되는 CLIP 보험료가 차

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의 위험보험료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라고 판단하였다(<그림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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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DCDS 수수료와 신용보험 보험료 체계 비교

자료: 한국소비자원(2015. 12)

송윤아ㆍ마지혜(2016) 역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DCDS 수수료 수익은 DCDS 상품과 대

체상품(예: 신용보험) 간 규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즉,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신용보호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반사이익을 얻어 시장지배력을 확대

하였다는 것이다. 

2. 잠재수요

가. 가계부채

1) 총량

신용보험에 대한 잠재수요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보

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이후 우리 경제에서 잠재적인 불안요

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3/4분기 말 가계신용은 1,682조 원에 달하는데, 이중 94.3%인 1,586조 원은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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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며, 판매신용은 5.7%인 97조 원 수준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1.1%

로 가계신용 규모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게 되었다. 2020년 3/4분기 말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매매ㆍ전세 관련 대출과 생계자금 및 주식

투자자금 수요 증가세 확대에 기인한다(한국은행 2020. 12).

구분

규모 구성

가계신용
(A + 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가계신용
(A + 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2017 1,451 1,370   81 100.0 94.4  5.6 

2018 1,537 1,447   90 100.0 94.1  5.9 

2019 1,600 1,505   96 100.0 94.0  6.0 

2020. 3Q 1,682 1,586   97 100.0 94.3  5.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1. 24), “2020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서 저자가 작성함

<표 Ⅲ-7> 가계신용 규모
(단위: 조 원, %)

<그림 Ⅲ-3> 가계신용 규모 추이 및 증가율

주: 좌축은 잔액, 우축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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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권별ㆍ유형별 규모

<표 Ⅲ-8>는 2020년 3/4분기 말 금융업권별ㆍ대출유형별 가계대출 규모 및 비중이다. 전

체 가계대출의 71.8%가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61))을 통해 실행되

었고, 기타 금융기관 비중은 28.2%이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56.2%인 890조 원이 주택담

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20~30대 등 청년층의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Ⅲ-8> 금융업권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규모(2020. 3/4분기)
(단위: 조 원, %)

금융업권·대출유형 잔액 비중

가계대출  1,586 100.0

(A + B) 주택담보대출   890 56.2

기타대출   695 43.8

예금취급기관  1,138 71.8

(A) 예금은행   821 51.8

주택담보대출   567 35.7

기타대출   254 16.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17 20.0

주택담보대출    95 6.0

기타대출   222 14.0

기타금융기관 등   447 28.2

(B) 주택담보대출   229 14.4

기타대출   219 13.8

주택담보대출   890 100.0

(C + D) 예금취급기관(C)   662  74.3 

예금은행   567 63.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5 10.7

기타금융기관 등(D)   229 25.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1. 24), “2020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서 저자가 작성함

6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ㆍ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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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잔액(1,586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 24.9%(20대 

4.2%, 30대 20.7%)에서 2020년 3/4분기 말에는 25.8%(20대 4.9%, 30대 20.9%)로 상승하

였다. 2020년 3/4분기 말 청년층의 주택 관련 대출은 26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는데, 증가금액의 85.1%는 전세자금대출이다. 또한, 기타 대출 역시 금리 

하락, 생활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주택담보대

출의 금융기관별 비중은 예금은행 63.6%(567조 원), 기타금융기관 등62) 25.7%(229조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0.7%(95조 원) 순이다(한국은행 2020).

3)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림 Ⅲ-4>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2020

년 3/4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3%로 크게 높아졌다. 그 이유는 경

기부진의 영향으로 소득증가율이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Ⅲ-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주: 1) 좌축 막대그래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우축 위 선그래프는 가계부채 증가율, 우축 아래 선그

래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의미함

2)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

용하여 추정함

자료: 한국은행(2020. 12)

62)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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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약차주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이다. 취약차주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계층에 속하는 차입자로 채무상

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5.2%(82.1조 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대출의 경우 0.22% 수준이

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73%로 은행대출 대비 7.9배 높다.

나. 부채보유 가구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단위의 부채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율이 37.1%(2018년 기준)에 달

한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16.4%로 가장 높고, 전세금/임대보증금

대출 12.1%, 금융기관대출 11.1%,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2.0%, 신용카드대출 1.3%, 학

자금대출 0.6% 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30.5%, 주택담보대출을 보

유한 가구는 18.4%로 추정된다. 

<그림 Ⅲ-5> 부채유형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2018년)

주: 1) 표본가구 수는 4,770개임

2) 표본가구 대비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 1~11차 가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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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부채 규모를 추정한 결과, 평균 1억 1,222만 원으

로 나타났다. 부채 유형별로 보면, 전세금/임대보증금이 1억 2,017만 원으로 가장 크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1억 613만 원, 금융기관 대출 6,832만 원,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6,276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2,358만 원, 학자금대출 1,333만 원 순이다.

<그림 Ⅲ-6> 부채보유 가구당 부채금액(2018년)

주: 1) 표본가구 수는 4,770개임

2) 표본가구 대비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 1~11차 가구 분석

3. 발전방안 

가. 활용 필요성

1) 보장보험 가입률 

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가장 유고 시 부채상환에 

대한 압박이 높기 때문에 인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망/질병/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연구원(2019)의 조사63)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63) 조사대상은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유효표본은 총 2,464명임. 조사기간은 2019. 6. 3~7. 22

(약 7주), 조사기관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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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보험 가입률과 재해사망보험 가입률은 각각 19.9%, 15.5%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종신 48%, 정기 47%, 모기지 신용생명 9%, 정기 또는 모기지 신용

생명 53%)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7> 보험종목별 가입률(2019년) 

자료: 보험연구원(2019)

개인의 연령계층별 사망보험 가입률은 20대 7.0%, 30대 11.6%, 40대 17.5%, 50대 19.2%, 

60대 이상 12.4%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30대의 사망보

험 가입률은 11.6%에 불과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 6.8%, 중소득 11.2%, 고소득 

22.5%로 조사되어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한편, 사망보험 가입 시 선호하는 채널은 대면이 81.9%로 가장 높고, 은행 8.3%, 기타 

6.9%, 직판 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정보획득 용이’ 

66.7%, ‘가입 편리’ 61.1% 등 편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획득이 용이하고, 가입이 편리한 채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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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소득계층별]

  자료: 보험연구원(2019)

<그림 Ⅲ-8> 개인별 사망보험 가입률(2019년)

[채널별 선호율] [채널 선호 이유]

주: 채널 선호 이유는 복수응답임

자료: 보험연구원(2019)

<그림 Ⅲ-9> 사망보험 가입채널 선호(2019년)

우리나라의 가계 또는 개인이 노출된 위험에 비해 보험 가입이 충분하지 못한 현상, 즉 보

장공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단위의 사망보험 가입률이 2019년 

13.8%로 조사되었는데,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인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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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2019)] [1년 내 가입 의향]

     자료: 보험연구원(2019)

<그림 Ⅲ-10> 사망보험 가입률과 1년 내 가입 의향

2)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2020년 3/4분기 평균 56.1%에 달한다.64) 주택담보대출

을 보유한 가계의 평균 부채금액은 금융기관 차입 시 1억 613만 원이며, 정부의 공적대출 

프로그램 이용 시 6,276만 원 수준이다.

이들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은 최대 35년이다. 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시점에

서 30년 상환기간을 선택하는 비중은 38.8%, 35년 대출도 17.7% 수준이다.65) 이런 상황

에서 정부는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66) 만

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

한 것이다.

64) 한국은행(2020)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6.2%, 2018년 55.9%, 2019년 56.0%, 2020.3분기 56.2%로 나타

나 일정하게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65) 관련 기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음

66) 이데일리(2020. 12. 8), “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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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 기간분포(2020. 3분기) 

주: 가로 축은 기간(연)임

자료: 관련 기관 내부자료임

대출기간이 장기간(20년, 25년, 30년, 35년, 40년)일 경우 차입자는 사망, 고도장해, 중대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

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의 경우 또는 40대 이후67)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특정 집단에 대

해서는 비용효율성이 높은 단체신용보험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감독체계 정비

1) 종목구분

신용생명보험은 191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독립적인 보험상품으로 정의되어 규제되고 있다. 대출기관이 방카슈랑

스 방식으로 단체신용보험을 판매하면, 대출금융기관이 대표계약자(대출원금 + 이자 + 

보험료 수취), 수익자(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하여 잔여 대출금 회수), 판매자(판매

수수료 수취)의 역할을 하게 된다.68) 상품구조상 소비자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에 엄격한 

67) 2020년 3/4분기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자 중 40대와 50대 비중은 각각 29.7%, 50대 18.2%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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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독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시장에

서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DCDS 경험을 통해 볼 때 유사상품과

의 업무영역 다툼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상품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신용보험’ 종목과 구분하여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은 보증보험

(Surety Bond)과 구별되는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용례에서는 보증은 채무

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데 비해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

로 구분된다. 신용보험은 주로 수출업자들이 매출채권의 대금 회수를 위해 가입한다. 본 

고에서 논의한 신용보험이 소비자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임을 감

안하여 ‘소비자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상 명확하다고 본다. 그 다음

으로 미국과 같이 큰 틀에서 생명보험 영역과 손해보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생명보험 영역으로는 신용생명보험(사망보장)과 신용상해질병보험(상해/질병 시 소득

보장)을, 손해보험 영역으로는 신용실업보험(비자발적 실업보장)과 신용재물보험을 두는 

방식이다.69) 

신용보험에 대한 종목 구분 시 대출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소비자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이상이 대부분(10년: 3.5%, 20

년: 6.3%, 30년: 38.8%, 35년: 17.7%) 장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신용 

관련 신용보험과 초장기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용보험을 구분하여 감독규정을 달리 정

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용거래 목적, 대상, 

금액, 대출기간 등에 부합한 규제감독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단체계약과 개인계약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신용생명보험의 특성상 단체계약

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언더라이팅을 간소화하는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단체보험계약

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개인계약으로 정기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용생명

보험을 통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68) 국내 단체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대출금융기관인 대표계약자가 보험료를 수취하기 어렵

고, 판매에 소요된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움

69) 뉴욕주 보험법(§2340)에서는 신용재물보험을 “insurance against loss of or damage to personal property 

covering a creditor’s security interest in such property, when insurance is written as part of a 

credit transaction”이라고 정의하였음. 거래금액 $250 이상일 경우 신용재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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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보호

해외사례 및 국내 DCDS 경험에서 나타난 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와 과도

한 보험료(수수료) 징수로 요약된다. 불완전판매 이슈는 신용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보험료 부담, 보상범위 및 보상 제외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입 후 

민원 및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규제로서 모든 금융상품에 6

대 판매원칙(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ㆍ부당권유행위 및 허

위과장광고 금지)이 적용된다. 특히 설명의무70)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

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였

다.71) 명시적으로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입하는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으로 신용거래, 대출 승인 여부와 무관함

∙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규가입이 불필요할 수 있음

∙ 보장범위와 관련 비용(보상 항목과 보상 제외 항목)

∙ 보험계약 취소권리 및 미경과보험료 환급

계약자가 일정기간 내 신용보험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숙려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 신용생명보험을 방

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청약철

회기간을 30일 정도로 다른 보험에 비해 길게 두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도 있다. 

70) 은행법ㆍ자본시장법ㆍ보험업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ㆍ이

관하였음

7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3. 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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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규제

DCDS 사례는 불투명한 가격책정이 신용보험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되고 있는 신용보험상품에 대해 엄격한 요율검증, 사업비 한

도 규제를 두고 있다. <표 Ⅲ-3>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35세 피보험자의 사망 및 고도장해

보장(보험 가입금액 1억 원, 3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보험료 수준은 21,300원(남자), 

10,000원(여자) 수준이다. NAIC가 채택한 기준요율 방식으로 투명하게 가격을 설정하고, 

조정한다면 채무자-채권자(대출금융기관)-보험회사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판매채널에 대한 사업비 규제도 두어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해서는 일반채널

의 70% 수준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대리점의 수수

료 편의(commission bias)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형

(예: 신탁방식72)) 검토도 필요하다.

신용보험시장이 일정 정도 활성화된 이후 시장신뢰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NAIC, SOA 사례와 같이 경험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용보험상품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라는 정보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료를 대출 원리금에 포함(mark-up)

시켜 징수하되, 대출 원리금 상환분과 보험료 부분을 구분 표기할 필요가 있다. 통합 징수

함으로써 고객편익, 보험료 수금 비용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

족시키기 위함이다.

다. 경영전략

1) 정책자금 연계 단체계약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단체신용생명보

험이라고 판단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사고 시 대출잔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자만 

가입할 수 있어 판매를 위해서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대출금융기관이 차입

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방식은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72) 신탁계약에서는 대출기관이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계약자의 최선이익)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

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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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단

체신용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집단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6천만 원 정도로 파악

된다. 일본의 ‘플랫35’ 사례와 같이 주택금융공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계약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면, 저소득 계층, 신용도가 낮은 그룹, 소득 대

비 대출이 많은 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들이 개인계약 방식으로 정기보험 청약 

시 인수거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더라이팅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것

이다. 그래야만 정기보험과 신용생명보험 가입자 집단 구분이 가능해지고 틈새시장 형성

이 용이해질 수 있다.

2) 판매채널 확충

신용보험상품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

적이지만 규제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는 꺾기 논란에

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뉴욕주는 단체신용보험을 ‘2인 이상 채권자의 수탁자/대리인에

게 발행한 계약’으로 정의하고, 수수료와 보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한 규제 여건은 호전되기 어렵다. 2021년 3월 적용되는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보면, 기존 규제나 변경된 규제 모두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1% 초과 보험판매를 금지한다. 물론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대출금액 대비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판매제약으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기관이자 판매채널 역

할을 담당하는 은행이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을 취약차주로 구분하여 보장성보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신용생명보험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택금융공사

가 생명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계약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 규제의 적용 제외가 필요할 것이다. 어찌보면, 이들이야말로 일반 정기보험 가입이 용

이하지 않기 때문에 완화된 언더라이팅 요건이 적용되는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 필요성

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전략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단체계약 확대와 소비자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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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자경험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채널 전략의 수립도 핵심과

제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대출실행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

생명보험이 필수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목표집단 설정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목표로 영업전략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청년층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주택 관련 대출은 2020년 3/4분기 말 260.2조 원(전

세자금대출 87.6조 원, 주택담보대출 172.6조 원)에 달한다. 2020년 3/4분기 서울 및 수

도권 주택거래의 연령계층별 분포는 30대가 31.6%로 가장 높고, 40대 29.7%, 50대 

18.2%, 60대 이상 16.6%, 20대 2.7% 순이다. 자산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의 경우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73) 청

년층의 취약차주 규모는 45.5만 명에 달하며, 여타 연령층에 비해 취약 차주 비중(청년층: 

7.2% vs. 기타 연령층: 6.4%)이 높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시 위험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키

고,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모바일 

환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2020. 12)은 인터넷전문은행74) 출범, 핀테크 

혁신 등에 따라 모바일 기반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경쟁이 심화된 것이 청년층의 대출 증

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핀테크 대출기업(FINDA)75)

과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신용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대출기

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계약으로 가입금액은 5,000만 원 한도이다.76) 신용생명보

험의 효용성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큰 계약을 체결할 

때 자발적으로 신용생명보험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73) 2020. 1~9월 연령계층별 주택매입자금 대비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20대 26.1%, 30대 29.1%, 40대 22.0%, 

50대 16.7%, 60대 이상 9.2%로 나타남(한국은행 2020. 12)

74)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의 약 60%(케이뱅크 94만 명, 카카오뱅크 785만 명)를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함

75) 핀다(FINDA)는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대출 1호’로 선정된 이후 ‘비교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6) 매일경제(2020. 12. 1), “BNP파리바카디프생명-핀다, 대출금 갚아주는 보험서비스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