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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미국 주별 신용보험 규제(2018. 6)

주 기준 손해율

요율(Prima Facie Rates)
보수한도

(Compensation Limits)신용생명(Life)
신용상해질병

(A&H)

Alabama - $1.23/$1000/월
$1.30, $2.20, 
$1.90, $2.70, 
$3.50

-

Alaska N/A $0.43/$100/연 $1.03~$1.35
Life: p/f 대비 30%
A&H: p/f 대비 26~34%

Arizona
Life: 50%
A&H: 60%

$0.30/$100/연 $0.83~$1.72 -

Arkansas 50% $0.65/$100/연 $1.48~$2.79 40% + 성과수당

California*

Life: 
54.24~54.71%
A&H: 
54.91~74.58%

$0.51~$0.61/$1000/월 $0.77~$4.34

Life: p/f 대비 35%
A&H: p/f 대비 30%
채권자: p/f 대비 각각 
27.5%, 23.75%

Colorado 40% $0.44/$100/연 $0.95~$1.77 -

Connecticut - $0.50/$100/연 $1.14~$2.49 -

Delaware 50% $0.65/$100/연 $0.80~$3.00 -

Dist. of Col. - - - -

Florida
Life: 55%
A&H: 50%

L: $0.82/$100/연
D: $0.44/$100/연

$0.72~$1.76 -

Georgia 60% $0.45/$100/연 $0.80~$2.20 -

Hawaii 60% $0.40/$100/연 $0.79~$1.76 -

Idaho 50% $0.54/$100/연 $0.80~$3.00 -

Illinois A&H: 50% $0.47/$100/연 $1.15~$3.00 -

Indiana 55% $0.65/$1000/월 $0.90~$1.76
p/f 대비 40%
(채권자: 33%)

Iowa 50% $0.45/$100/연 $0.66~$1.81 -

Kansas 50%
L: $1.20/$100/연
D: $0.65/$100/연

- -

<부록 표 1> 미국 주별 신용보험 요율 및 보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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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 손해율

요율(Prima Facie Rates)
보수한도

(Compensation Limits)신용생명(Life)
신용상해질병

(A&H)

Kentucky -
L: $1.20/$100/연
D: $0.60/$100/연

$0.91~$2.69 -

Louisiana -
L: $1.60/$100/연
D: $0.80/$100/연

$0.85~$10.00
prima facie rate + 
$10.00

Maine**
Life: 63~75%
A&H:50~80%

$0.50/$1000/월 $1.46~$2.11
채권자: p/f 대비 
10%(인가받은 대리점일 
경우 5% 추가)

Maryland 55%
L: $0.71/$100/연
D: $0.43/$100/연

$0.50~$5.95
p/f 대비 36%
(채권자: 32%)

Massachusetts
Life: 50%
A&H: 55%

$0.69/$1000/월
$0.70(최초 4년)
+ $0.50(3년) + 
$0.25(이후)/$100/월

-

Michigan 60% $0.48/$100/연 $1.50~$2.20 -

Minnesota 50% $0.40/$100/연 $0.89~$1.88 -

Mississippi N/A
L: $1.60/$100/연
D: $0.80/$100/연

- 45%

Missouri 35%
L: $1.10/$100/연
D: $0.550/$100/연

$0.80~$3.00 40%

Montana
Life: 38.5%
A&H: 55%

$0.80/$1000/월 $0.41~$6.18
37.5%
(일반대리점: 7.5%)

Nebraska 45~50%
L: $0.92/$100/연
D: $0.50/$100/연

$0.56~$1.51 채권자 30%

Nevada - $0.72/$1000/월 $0.55~$2.06 -

New 
Hampshire

Life: 50%
A&H: 60%

$0.36-0.48/$100/연 $1.515~$1.987 -

New Jersey 40~65% $0.40/$100/연 $0.94~$1.99 한도 없음

New Mexico 55% $0.39/$100/연 $0.80~$1.25 -

New York
Life: 65~71%
A&H: 62~69%

$0.56~$0.72/$1000/
월

$1.17~$2.21
대출기관이 실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 

North Carolina -
L: $1.10/$100/연
D: $0.50/$100/연

$0.95~$2.60 -

North Dakota 45% $0.62/$1000/월 $0.94~$1.88 -

Ohio
Life: 50%
A&H: 60%

$0.41/$100/연 $0.70~$1.32 없음

Oklahoma - $0.68/$100/연 $0.80~$3.00
채권자: 40%, 
일반대리점: 10%

<부록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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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 손해율

요율(Prima Facie Rates)
보수한도

(Compensation Limits)신용생명(Life)
신용상해질병

(A&H)

Oregon 60%
L: $0.68/$1000/월
D: $0.59/$1000/월

$1.26~$1.89 -

Pennsylvania
Life: 55%
A&H: 60~65%

$0.45/$100/연 $1.67~$2.43
Life: 27% + 3%(일반대리점)
A&H: 21% + 4%(일반대리점)

Puerto 
Rico

- $0.65/$100/연 없음 채권자: 20%

Rhode 
Island

60% $0.66/$1000/월 $0.90~$3.05
30%
(채권자: 25%)

South 
Carolina

Non-life: 50% $0.55/$1000/월 $1.44~$1.53 -

South 
Dakota

50% $0.60/$100/연 $0.72~$1.98 40%

Tennessee A&H: 50% $0.66/$100/연 $1.48~$2.79 40%

Texas
소매상:43%
기타: 48%

$0.241(소매상), 
$0.316(기타)/$100/
연

소매상: $0.993~$1.70
기타: $1.32~$2.26

관련 비용을 감독청장에게 보고

Utha
Life: 50%
A&H: 55%

$0.4225/$100/연 $1.41~$1.88 -

Vermont
Life: 60%
A&H: 70%

$0.55/$100/연 $0.96~$2.01

Virginia 60% $0.6456/$100/연 $1.14~$2.40 -

Washington 60% $0.60/$1000/월 $0.86~$1.85
30%
(채권자: 25%)

West 
Virgina

60% $0.65/$100/연
6개월 기왕증 부담보: 
$1.30~$1.90
기타: $1.45~$2.15

-

Wisconsin
Life: 44%
A&H: 52~60%

$0.41/$100/연 $0.70~$1.52 -

Wyoming - $0.50/$100/연 $0.80~$3.00 30% + 7.5%(일반대리점)

주: 1) Life = 신용생명보험, A&H = 신용상해질병보험, L = 평준정기보험, D = 체감정기보험, p/f = prima facie premium

2) * 대출기관 유형별, 피보험자 단생 또는 연생, 만기 10년 이하 신용보험만 적용

3) ** 개인의 건강 관련 질문 시 10% 할인해야 함 

자료: NAIC(2018)

<부록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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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뉴욕주 신용보험 규정78)

1. 신용생명보험/신용상해질병보험(Part 185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185.1 정의(definition)

185.2 채무자의 기존 보유계약 및 보험회사 선택

185.3 보험요율 신고 및 승인 양식

185.4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 양식

185.5 계약서 조항 및 채무자에 대한 공시

185.6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185.7 보험료와 식별 가능한 부과

185.8 보험료 환급

185.9 수수료, 보수 및 기타 비용(Commissions and fees or other allowances)

185.10 배당금

185.11 보험금 지급

185.12 경험통계

185.13 개방형 부채와 비용 부과(Open-end loans and charge plans)

185.14 부동산 모기지담보거래에 대한 신용보험 특별 규정

185.15 금지행위

185.16 분리 규정

78) Official Compilation of Code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 Title 11. 

Insurance, Chapter VII. Credit and Credito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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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재물보험(Part 186 Insurance Covering Debtors or Personal 

Property Purchased on Installment or Deferred Payment Plans)

186.1 적용 대상: 신용(외상 할부)거래의 채권자/채무자, 구입한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함

186.2 정의: 신용거래의 일부로 체결되어 개인재산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장 제공, 

담보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포함

186.3 피보험자에 대한 공시: 보험보장 대상, 기간 등

186.4 채무자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통지

186.5 채무자의 기존 보유계약 및 보험회사 선택

186.6 보험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제한

186.7 채권자의 계약 취소

186.8 보험료 환급

186.9 보험요율 신고 및 승인 양식

186.10 경험통계

186.11 미경과보험료, 배당금

186.12 데이터 보관

186.13 보험금 지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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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실업보험(Part 187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187.1 정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동안 분할납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187.2 신용실업보험 요율 신고 및 승인 양식

187.3 신용실업보험 양식

187.5 신용실업보험 증서 내용 및 채무자에 대한 공시

187.6 보험료와 식별가능한 부과

187.7 보험료 환급

187.8 수수료, 보수 및 기타 비용

187.9 배당금

187.10 보험급여 지급

187.11 경험통계

187.12 개방형 부채와 비용 부과(Open-end loans and charge plans)

187.13 금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