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금융보증을 활용한 참여방안

Ⅲ장에서 기존 보험의 녹색분야로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녹색보험 활용 가

능성을 검토한 것에 이어, 본 장에서는 금융보증의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금융보증 활용 가능성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유

는62), 해외 보험회사들이 최근 금융보증(성과보증)을 활용하여 녹색사업에 참

여하거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보험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종합보험 형태로 진화되어 

가는 것이 추세인데, 다양한 녹색보험들이 금융보증에 포함되어 제공됨을 감안

한 것이다. 특히 녹색기업과 녹색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금융보증이 핵심적인 녹색보험 서비스라고 판단되는 바, 금융보증 분석에 

집중한다.

금융보증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에 집중해 온 국내 보험회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보증 활용 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62) 원내 세미나에서 금융보증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
성에 대해 검토의견을 주신 황진태 박사,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익
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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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사업과 금융보증

해외의 사례를 보면, 창업투자회사가 녹색사업을 발굴하고 조성하는 단계에

서부터 투자자(대형 금융회사나 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

제조건으로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이 활용된다. 녹색금

융에서 위험관리자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는 녹색사업에 많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녹색금융을 녹색기술·사업·기업을 지원하는 벤처금융이라고 보면, 

녹색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즉,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

고 외부성이 큰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가 녹색사업 시작단계에서 녹색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보증(성과보

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녹색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만큼 금융보증의 활용도가 

높은 상태이다.

가. 금융보증 개요

금융보증은 차입자의 신용을 보강해 주고 투자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조달 과정에서 널리 활용된다. 신생 또는 초창기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

융보증을 확보하면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는 만큼 자금조달 초기 부담이 줄

어 들 수 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숙 수준에 따라 금융보증 가격이 신생 또는 

초창기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63).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금융보증을 활용하면 신용에 기초한 금융이 가능해져 보

다 효율적인 자금중개가 가능하다. 반면 금융보증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확대되

는 경우 과도한 신용팽창과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악화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63)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금융보증 활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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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이 활성화된 이유는, 재무적으로 건

전한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이 보강되어 자금조

달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부문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 더 나아

가 녹색사업·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가 스스로 전문성을 축적하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금융보증에 기초한 위험선별과 위험완화가 선

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 주목하여 국제기구들(Asian Development Bank, The 

World Bank 등)은 선진국 투자자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

해 금융보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The World Bank, 1995; Babbel, 1996). 이 

같은 국경 간 거래에서는 금융보증이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The World Bank, 2002).

더 나아가 금융보증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Blair, 2002). 실제로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 부도로 인한 금융

위기, 2000년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 2001년 미국 항공 산업 위기, 2008년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sub-prime crisis) 시 정책당국에 의해 금융보증이 활용된 바 

있다.

반면, 금융보증 제공은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공급이 과도

한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금융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이 자

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에서 잘 드러난다.

나. 종합보험으로서의 금융보증

해외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보증(FGI: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

불한다는 약정이다64).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금융보증의 대부분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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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사업으로부터의 산출량이나 수익이 약정수준보다 낮게 실현되면 보험회사가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녹색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성과

수준 100%에 대비하여 약정수준을 80%로 설정하고, 처음 20% 손실에 대해서

는 투자자가 부담하고 80% 이하의 추가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구

조이다.

금융보증은 성과를 정의하는 기준(설비의 기술적 성능, 생산물량,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보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풍력

발전의 예를 보면, 발전기 터빈의 성능 미달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생산성 기준 

성과보증, 풍량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생산량 기준 성

과보증, 전력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수익 기준 성과보증 등이 존재한다. 또

한 사고로 인한 발전기 터빈 파손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보험, 전력구매자의 계

약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보증도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위험에 포괄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증도 존재한다.

기술보험이나 설비 생산성 기준 성과보증은 기술적 요인과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기존 손해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수익 기준 성과보증이나 신용

보험은 오히려 금융요인과 거래상대방요인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금융보증은 기술보험, 성과보증, 신용보증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보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64) 보험회사, 상업은행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용장, 대출, 예금, 스왑 및 뮤추얼 펀드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금융보증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금융보증보험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른 형태의 금융보증에도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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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금융보증 유형(풍력발전 사례)

다. 금융보증의 경제적 기능

일종의 안전망인 녹색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기능 중심의 자

율적 녹색금융이 본격화되기 어렵다. 녹색사업에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을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녹색금융 참

여를 기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즉, 현재 시장자율에 의한 녹색금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녹색금융 공급자가 요구하는 기대수익률에 비해 녹색금융 

수요자가 약정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

회사나 투자자가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함에 따라 녹색기업의 수익성이 보

장되기 어려워, 녹색금융이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공급자가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하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녹색금융 투자대상 확

대, 녹색산업 단계별 자금유입체계 구축,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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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기술·사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 제도를 통해 녹색분야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은 수

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에 대한 시장수요를 확대하려

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림 Ⅳ-3> 참조). 물론 정부 정책의 간접적 효과까지 고

려하면 수요곡선 상향 이동과 공급곡선 하향 이동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65).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이 녹색금융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녹색금융 수요자

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수요곡선 

상향 이동으로 해석한다.

<그림 Ⅳ-2>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효과

              시장실패 상황                             시장수요 확대

정부가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명분은 녹색분

야의 성장으로부터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녹색기

업의 성장에 따른 혜택은 녹색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녹색

기업의 성과를 모방하는 경쟁기업, 보완재를 생산하는 기업, 새로운 제품을 소

비하는 수요자 등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녹색분야 성장에 따른 사회적 수

익률은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사적 수익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데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자율에 의해 발생하는 녹색금

65)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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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수준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

은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녹색금융을 사회적 최적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이 요청된다. 다만 녹색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

존하는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공적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

히 위험이 큰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66). 다만 녹색성장에 따라 긍

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외부효과를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의 출발점이다. 또한 이미 녹색

기업, 투자자,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유형의 

녹색금융에 비해 녹색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녹

색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적 

지원이 사회후생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방식으로서 

민간 보험의 활용을 제안한다.

민간 보험을 활용하면 녹색금융 관련 시장공급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

므로(<그림 Ⅳ-3> 참조), 시장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활성화 방

안과 보완적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녹색금융 거래에 수반되는 위

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면 위험프리미엄 수준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녹색금융 공급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보험회사가 일정한 안전망을 

제공하면 시장공급 확대로 자율적 녹색금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안전망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보증으로서, 녹색사업으

로부터 예상되는 성과수준 100%에 대비하여 약정수준을 80%로 설정하고, 처음 

20%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부담하고 80% 이하의 추가 손실에 대해 보험회

사가 부담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6)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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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민간보험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시장공급 확대                           위험공유 방안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도 민간 보험회사가 녹색금융 투자자들에

게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는 금융보증 제공에 따른 사회적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보증을 제공

하는 보험회사가 누리는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

산업 발전 경로 상 은행이 금융보증을 제공해 왔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도 자발적인 금융보증 제공이 쉽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67).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탄소저감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과 관련된 녹색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공적펀드를 조성하거나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예는 대부분

의 국가(미국, 일본,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68). 국내에서도 신용

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금융공사 등에서 관련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해외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의 금융보증이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

로 활용되는 것이 보편적일 만큼 관련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 별도의 공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는 녹색금융 조기 활성화 차

67)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윤성훈 박사께 감사드린다.

68)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해외에서의 공적 지원 사례의 소개 필요성과 관련된 검토의견
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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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녹색예금, 녹색투자 등에 세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바 녹색보험에 대해

서도 공적 지원(국가재보험 등)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험업을 통해 금융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적절한 공적 안전망을 

통해 공급자 유인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에서 금융보증의 포트폴리오

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사회후생을 분석함으로써 공적지원을 통하여 금융보증

을 제공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

2. 금융보증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본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금융보증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확인

한다.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금융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으로 사회후생(기업, 투

자자, 보험회사의 기대수익의 합)이 개선되는지 여부, 금융보증에 대한 초과수

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보증이 필요한지 여부, 표준적인 금융보증계약을 

통해 시장실패(일부 시장참여자의 기대수익이 낮아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현

상)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지금까지 녹색보험과 녹색분야에 대한 금융보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는 해당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69). 

특히 일정한 시장환경 하에서는 금융보증 제공 시 사회후생이 증가하더라도 일

부 시장참여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면,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실패

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녹색분야에 대한 금융보증 제공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공급이 부족하여 녹색보험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후생 수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각 시장

참여자의 기대수익 수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한다.

69)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황진태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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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

금융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

건부청구접근법(CCA: Contingent Claim Approach)을 사용한다. 동 방법론을 

사용하면 시장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장참여자(투자자, 녹색기업, 보험회사 

등)의 동태적 선택까지 고려하여 각 참여자의 기대수익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

1) 방법론: CCA(Contingent Claim Approach)

우선 Merton(1974), Harrison and Kreps(1979) 등이 사용한 표준적 설정으로

서 무차익거래 가격을 가정한다. 즉, 자본이득세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비대칭성도 없는 완전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다70). 이와 같은 가정이 일정 

정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동 가정은 CCA 방법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 채권 및 금융보증의 가치가 이후 소개

되는 가치평가모형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모

형에 거래상대방의 교섭력, 자본이득세, 거래비용, 정보비대칭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지만 관련 문헌을 참조할 때 이론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요인들

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논의의 간

결함을 위해 완전시장 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보험가치평가에 CCA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Merton(1977), Smith(1979) 등

으로, 특정 보험약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70) 기술적으로 완전확률 공간   를 가정하는데,  ≥는 filtration이며, 
는 시점 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집합이고, 는 위험중립 확률척도를 나타낸다.

71) 해당 요인들을 포함하는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정 및 가
치평가모형을 적정한 것으로 수용하고 금융보증 활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
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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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ton(1977)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금융보증보험과 풋옵션 사이의 동형

성(isomorphism)을 보이고, 금융보증보험을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발행한 풋

옵션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보험가치평가 관련 연구 대부분은 옵션 관련 구조

화 모형을 사용하였다. Kraus and Ross(1982)는 차익거래가격결정이론

(arbitrage pricing theory)을 사용하여 손해보험에 대한 균형보험료를 도출하였

다. Doherty and Garven(1986)은 Black-Scholes 모형을 사용하여 비선형적인 

세금효과를 고려한 보험회사 부도확률을 산정하였다. Cummins(1988)는 보험

안정기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치에서 점프가 발생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기준보험료 방식을 도출하였다. Shimko(1992)는 보험금청

구액에 대한 상한과 공제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의 보험가치를 도출하였다.

일부 연구는 민영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보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72). Johnson and Stulz(1987)와 Klein and Inglis(1999)는 매도자의 부도가능

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옵션가격모형을 제시하였다. Lai(1992)는 

이산시간 가정하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민영 대출보증의 가치를 산

출하였다. Lai and Gendron(1994)는 연속시간 가정을 이용하여 확률적 이자율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Lai(1992)의 연구를 확장했다. Chen, Hung and 

Mazumdar(1994)는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 가치와 그러한 보증

이 모기업과 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Chen and Mazumdar(1996)과 

Gendron, Lai and Soumar(2002)은 이자율위험과 자산가치 변동성위험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보증 가치를 수행하였다. Chen and 

Mazumdar(1996)는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을 대상으로 최적 위험

수준, 자회사의 부채수준, 그리고 모기업의 자회사별 자본배분에 대해 분석하였

다. Gendron, Lai, and Soumar(2006a)은 CCA 방법론을 사용하여 금융보증 포트

폴리오 차원에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평균-분산 특성을 검토하였다. 

72) Johnson and Stulz(1987); Lai(1992); Chen, Hung, and Mazumdar(1994); Lai and 

Gendron(1994); and Klein and Ingli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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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ron, Lai, and Soumar(2006b)는 금융보증의 만기 특성이 포트폴리오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금융보증 시장구조

가) 가정

금융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녹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을 조달하고자 위험채권을 발행하는 n개의 녹색기업, 위험채권을 매입하는 투

자자로 구성되는 시장을 가정한다.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시장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

다. 투자자가 녹색사업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보유 자본 

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녹색기업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스스로 보유한 자본 만으로 녹색사업을 수행하

고 그로부터 위험 수익을 얻는다. 보험회사도 스스로 보유한 자본만으로 투

자하고 위험 수익을 얻는다. 이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얻는 무위험 수익과 녹색

기업 및 보험회사가 얻는 실현 수익의 크기에 따라 사회후생 수준이 결정된다.

<그림 Ⅳ-4> 금융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



74 조사보고서 2011-3

한편, 보험회사가 안전망으로서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녹색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는 보유 자본 중 일부

를 녹색기업이 발행한 위험채권 에 투자하여 위험 수익을 얻고, 나머지로 무

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는다. 녹색기업은 위험채권 발행을 통

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한 보험료 를 

지불하고, 나머지 조달자금 
과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을 사용하여 녹색사업

을 수행함으로써 위험 수익을 얻는 한편, 약정한 시점에서 이자와 원금 
을 투

자자에게 상환한다. 보험회사는 금융보증 제공 대가로 받은 보험료 와 자신

의 자본 를 활용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한편, 보증사고(녹색기업이 투자

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가 발생하면 녹색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이 상황에서는 녹색기업이 보유

한 녹색사업의 수익성과 위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이동

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도 사회후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시장에 제공

되는 금융보증 규모가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선별 및 감시 능력에 따라서도 사회후생이 달라

질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선별 및 감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

익성이 낮은 녹색기업에 금융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73). 즉, 보험회사의 녹색분야에 대한 금융보증 제공

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

73)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황진태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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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금융보증이 제공되는 상황

  주: .

이때 투자자, 녹색기업, 보험회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 및 

금융보증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보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실패

가 악화되고 사회후생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74). 다만,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기피성향이 보다 강한 경제주체에게 자원

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후생 저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적절한 기업에 적절한 

양의 금융보증체계가 구축되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

제 상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후 소개되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정

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

부 시나리오에서는 금융보증 활용에 따라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다

른 시나리오에서는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5).

74)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75) ‘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중 ‘1) 금융보증과 사회후생’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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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한 파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 기업 수는 

100개로, 기업별 초기 자본은 150억 원으로, 기업별 보유 녹색사업 수도 1개로 

설정한다. 또한 녹색기업이 발행하는 위험채권의 액면금액 은 보험회사가 제

공하는 금융보증의 개별 위험한도 과 같다고 가정한다. 위험채권의 만기 는 

5년으로, 만기까지 6개월마다 지급되는 표면이자율 은 5%로 설정한다. 위험채

권 발행 후 녹색기업의 부채-자본비율 는 녹색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

채권의 액면가의 비율, 즉  이다.

투자자의 수는 1개로, 투자자의 초기 자본은 1조 5천억 원으로 설정한다. 투

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 종류는 무위험자산과 녹색기업이 발행하는 위험채

권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보험회사로부터 금융보증이 제공될 때 위험채권에 

투자하는 금액은 발행금액과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보험회사 수는 1개로, 보험회사의 초기 자본은 3백억 원으로76),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 수는 1개로 가정한다77).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보증의 총 위험한도 를 자기자본의 25배로 설정하여78), 총 보증여력  

가 5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보증여력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금융보증 

관련 공급이 시장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79). 전체 보증여

력이 개의 녹색기업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고 가정하여 보증별 자본배분

비율인 를 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개별 위험한도 은 총 

보증여력을 담보 녹색기업 수로 나눈 값( ×
)과 같다.

다음 표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총 위험한도  와 보증별 위험한도 에 따

라, 전체 포트폴리오 중 개별 보증의 비중  , 금융보증이 주어지는 녹색기업 수 

76)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보증보험에 대한 자본금 규모를 참조한다.

77) 보험회사가 초기자본으로 37.5백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최소 초기 자
본 요구량은 7.5백만 달러이다.   

78) 이는 뉴욕주 보험법 상의 금융보증 총 위험한도 관련 규정을 따른 수준이다.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V장 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내 세
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기형 박사께 감사드린다.

79) 미국의 보증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비중은 몇 년 전 50%까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8.6%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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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녹색기업의 부채자산비율  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분

석을 위해, 금융보증의 수 을 20개부터 80개까지 변화시켜가며 기대수익과 

사회후생을 산정한다80).

복수의 금융보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

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녹색기술 개발 초기에 개별 녹

색기업의 부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벤처기업의 보편적인 특징이다81). 다

만, 충분히 많은 녹색기업들로 적절하게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정(+)의 수익

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다변화 효과에 기초하여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0 5.000 0.100 10 0.833

50 3.333 0.067 15 0.769

50 2.500 0.050 20 0.714

50 2.000 0.040 25 0.667

50 1.667 0.033 30 0.625

50 1.429 0.029 35 0.588

50 1.250 0.025 40 0.556

50 1.111 0.022 45 0.526

50 1.000 0.020 50 0.500

50 0.909 0.018 55 0.476

50 0.833 0.017 60 0.455

50 0.769 0.015 65 0.435

50 0.714 0.014 70 0.417

50 0.667 0.013 75 0.400

50 0.625 0.013 80 0.385

<표 Ⅳ-1> 위험한도와 금융보증 공급 규모

80) 이러한 설정은 5~15개의 회사의 부보채권이 잘 분산된 금융보증보험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는 Gendron, Lai, and Soumar(2002)의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81)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진면 박사와 황진태 박사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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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률적 특징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 녹색기업 보유 현

금흐름, 무위험 이자율에 대하여 일정한 확률과정을 사용한다. 또한 확률과정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가정을 사용한다. 본 보고서

는 녹색금융을 녹색분야에 대한 벤처금융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설정

하는 확률모형이 녹색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혁신기업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82). 다만 확률과정에 대한 가정에 따라 녹색기업과 타 혁신기업의 차

별성이 강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색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금흐름의 변

동성에 관한 확률과정을 선택하는 만큼, 다른 유형의 혁신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 확률과정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확률과정 설명

보험회사가 보유한 총자산을 ASSET, 부채를 LIABILITIES라고 할 때, 보증사

고 시 투자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순자산 는 다음과 같다.

   max    

동 관계로부터 보험회사의 순자산이 자본 및 보증능력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 순자산이 이토확률과정(Ito diffusion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

한다.

       


82)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진면 박사와 황진태 박사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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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 단기 이자율을 나타내며, 는 보험회사 순자산의 변동성이며, 

는 위험중립확률 하에서의 브라우니언 확률과정을 나타낸다. 

한편, 녹색기업 k(  ⋯ )는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 

가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여기에서 {    ⋯ }와 {    … }는 각각 현금흐름 수익의 변

동성을, 위험중립확률 하에서의 브라우니언 확률과정을 나타낸다.

나) 변동성 설정

각 녹색기업이 보유한 녹색사업이 장기적 변동성 특징에 의해 서로 차별화된

다고 보고, 녹색기업 k에 따라 변동성의 장기 평균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한다. 

즉 녹색기업 현금흐름 {   … }의 변동성과 보험회사 순자산 의 변

동성은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을 따른다.


      

    ′     …  

이때 계수 {          … }는 각각 평균회귀속도, 장기평균수준, 

변동성 변화, 변수와 변동성 사이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투자자가 변동성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의 크기에 따라 확률과정의 평균회귀

속도가 달라진다. {′   …   }는 위험중립확률 하에서의 브라우니언 

확률과정이다.

한편, 다음 표는 시뮬레이션 분석 시 사용한 변동성 확률과정 관련 파라미터 

값을 보여준다. 평균회귀속도 는 0.5로, 변동성의 변화 는 0.15로, 변동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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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는 0.1로, 변동성 초기 수준은 장기평균수준 로 

설정한다. 이들 파라미터 값은 모든 녹색기업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또

한 보험회사 순자산의 변동성 초기수준 는 0.5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파라미터 값들은 현실 데이터를 참조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83). 다만 국내에서 녹색분야에 대한 금융보증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해외의 경우 녹색분야 금융보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개별 

계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향후 녹색분야 금융보증 사

례가 축적된 이후 현실 데이터에 기초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변동성의 장기평균수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

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①평균수준이 보험회사에 비해 높고 녹

색사업별 편차가 큰 시나리오(HD-scenario)로서, 녹색기업 현금흐름 변동성의 

장기평균이 0.5와 0.984)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녹색금융 관련 금융보

증의 경우에 가장 근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②평균수준이 보험회사에 비해 높고 녹색사업별 편차가 작은 시나리

오(HC-scenario)로서, 녹색기업 현금흐름 변동성의 장기평균이 0.5와 0.7 사이

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보험회사가 여전히 고위험 녹색기업에게 금융보증

을 제공하되, 기술적 특성에 따라 녹색기업별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다음은 ③평균수준이 보험회사에 비해 낮고 녹색사업별 편차가 큰 시나리오

(LD-scenario)로서, 녹색기업 현금흐름 변동성의 장기평균이 0.1와 0.5 사이에

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상호간 편

차가 큰 녹색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한 시나

리오이다.

83)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84) 녹색기업 현금흐름 변동성의 장기평균()는 보험회사 순자산의 변동성 초기수준 

( )의 크기 0.5 대비 상대적 크기이며,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는 해당 시나리

오의 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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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④평균수준이 보험회사에 비해 낮고 녹색사업별 편차가 작은 시

나리오(LC-scenario)로서, 녹색기업 현금흐름 변동성의 장기평균이 0.3와 0.5 사

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녹색분야에 속하

여 안정적이면서 상호간 편차도 작은 녹색기업들에게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상

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각 시나리오에서 보험회사가 변동성 장기평균을 예측하고, 그 기댓값을 활용

하여 금융보증 가격을 산정한다고 가정한다.

구분     

HD [0.5, 0.9] 0.5 0.5 0.15 0.1

HC [0.5, 0.7] 0.5 0.5 0.15 0.1

LD [0.1, 0.5] 0.5 0.5 0.15 0.1

LC [0.3, 0.5] 0.5 0.5 0.15 0.1

<표 Ⅳ-2> 변동성 관련 파라미터 값

다) 상관관계 설정

확률과정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브라우니언 확률과

정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됨을 가정한다85). 


     ∀ ∈{…   }, ≠ 

 ′   ∀ ∈{…   }×{…  }

 ′ ′   ∀ ∈}{…  }, ≠ 

85) John C. Hull, Options, Futures, and Derivatives, Seventh Edition, Pearson Education 

Asia(2008)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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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사용한 녹색기업의 현금흐름, 보험회사의 순

자산 그리고 무위험이자율 사이의 상관관계 값을 보여준다. 보험회사가 특정 녹

색분야에 집중적으로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녹색기업 현금흐름들 사이의 

상관성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녹색기업 사이의 상관관계는 0.25

로, 녹색기업과 보험회사의 상관관계 는 0.2와 같고, 녹색기업과 이자율 사이 

상관관계 과 보험회사와 이자율 사이의 상관관계 은 0.1로 설정한다. 

구분 기업 j 기업 k 보험회사 이자율

기업 j 1.00 0.25 0.20 0.10

기업 k - 1.00 0.20 0.10

보험회사 - - 1.00 0.10

이자율 - - - 1.00

<표 Ⅳ-3> 상관관계 관련 파라미터 값

라) 이자율 확률과정 설정

무위험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는 평균회귀속도, 는 장기평균, 은 상수로 설정된 이자율 변화

의 변동성이며, 그리고 은 브라우니언 확률과정이다. 이자율위험은 위험에 

대한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회귀속도 크기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확률과정은 Cox, Ingersoll and Ross(CIR, 1985)와 Vasicek(1977)가 사용한 

확률과정을 포괄한다86). 

86) 를 0.5로 설정하면 CIR(1985)에서의 확률과정이고, 를 0으로 설정하면 Vasicek(1977)

에서의 확률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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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표는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사용한 이자율 확률과정 관련 파라미터 

값을 보여준다87). 이자율의 초기수준 은 5%로, 장기평균수준 는 5%로, 평

균회귀속도 은 0.02로, 그리고 이자율의 변동성 는 0.2로 설정한다. 그리고 

CIR (1985)과정을 가정하여 를 0.5로 설정한다. 

구분     

값(Values) 0.05 0.02 0.05 0.2 0.5

<표 Ⅳ-4> 이자율 관련 파라미터 값

4) 금융보증보험 가치평가88)

앞서 가정한 녹색기업 현금흐름, 보험회사 순자산, 이자율 관련 확률과정에  

Harrison and Pliska(1981)의 EMMs(equivalent martingale measures)를 적용하

면 금융보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무위험채권 가치

채권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쿠폰은 지급시점 기준으로 녹색기업의 현금흐름 

에서 차감된다고 가정하면, 금융보증에 의해 부보되고 마다 쿠폰 를, 

만기에서 쿠폰과 액면금액 를 상환하는 채권의 발행 시점 가격은 다음과 같

다89).

87) 이자율 과정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서 Chan et al.(1992)와 Nowman(1997)을 참조하였다.

88) Gendron, Lai and Soumare(2006a and b)를 참조한다.

89) Harrison and Kreps(1979), Harrison and Pliska(1981) 등과 유사하게 무차익거래조건
(no-arbitrage argument)을 사용하고, Equivalent Martingale Measures(EMMs) 를 이용
하여 채권 가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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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위험채권의 가격은 만기까지 발생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일치한다. 

위 식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은 향후 지급될 쿠폰들의 현재가치이며, 두 번째 항은 

만기에 지급될 액면금액의 현재가치이다.

나) 위험채권 가치

녹색기업 의 현금흐름 가 지급이 약정된 쿠폰이나 액면금액보다 작으

면 부도가 발생하는데, 부도발생시점 90)은 확률변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or    i f   

위험채권 투자자는 부도발생시점에서 녹색기업의 잔여 현금흐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금융보증이 없는 위험채권의 발생 시점 가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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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위험중립확률 에서의 위험채권가격이 부도발생시점  이전에 받

은 쿠폰들의 현재가치와 부도발생시점 에서의 녹색기업 잔여 현금흐름 

의 현재가치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90) 여기에서 부도발생일은 랜덤(random)이며, 이자지급일(coupon date)일 수도 있다. 무
이표채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이 랜덤요소를 갖지 않으며, 정확하게 부채 만기일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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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 금융보증 가치

금융보증이 제공되면 신용보강에 따라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금융보증

으로 부보된 무위험채권의 가격은 위험채권의 가격에 금융보증의 가치를 합산

한 것과 같다. 즉, 민간 보험회사의 금융보증으로 부보된 채권의 가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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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보험회사의 순자산 중 녹색기업 에 할당된 비율을 나타낸다. 부

도발생시점 에서, 녹색기업의 잔여 현금흐름 와 보험회사의 보증금액 

를 합한 값이 충분히 크면, 투자자는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약정된 금액 중 

일부만을 상환 받는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민간 금융보증의 가치를 

결정하며, 민간 금융보증 가치는 부보된 위험채권과 부보되지 않은 위험채권 사

이에서의 차이 와 같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민간 금융보증 보험료 는 녹색기업의 현금흐름, 

보험회사의 순자산, 이자율,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구체적으

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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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적 금융보증 가치

공적 금융보증은 보증제공자가 부도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영 금융보

증과 구별된다. 즉 부도발생시점 에서 녹색기업의 현금흐름 가 투자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 보다 작을 경우, 보증제공자가 항상 그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다91). 이에 따라 공적 금융보증으로 부보된 위험채권의 

발행시점 가격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p




 

이때 투자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

적 금융보증으로 부보된 위험채권 가격 
은 무위험채권의 가격과 일치한

다92). 즉, 
 이다. 

한편, 공적 금융보증의 가치는 무위험채권 가격과 금융보증으로 부보되지 않

은 위험채권 가격의 차이  
로 산정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

서 보면, 공적 금융보증 보험료 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보증제공자의 부도가능성 때문에 와 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보

증제공자가 공적 기관인 경우 두 값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녹색금융이 조기에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최종보험자 역할

91) 해당 부족분이 보증제공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으로 보전된다.

92) Merton(1977)에 의하면, 금융보증 제공자의 채무이행능력에 따라 금융보증으로 부보
된 위험채권의 가격과 무위험채권의 가격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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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때 최종보험자 역할로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방식과 민간보증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한다93). 우선 

공적보증 제공의 효과는 민간보증 제공의 효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한

다94). 한편 민간보증에 대한 재보험 제공 방식의 경우, 금융보증으로부터 발생

하는 손실을 민간 보험회사와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를 가정할 수 있으며, 민간보

증 제공 시 효과와 공적보증 제공 시 효과를 일정한 방식으로 가중하여 평균한 

값을 국가재보험이 존재되는 상황에서의 민간보증 제공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기대수익 및 사회후생

녹색기업, 투자자, 보험회사의 기대수익을 산정하고 그 합계를 사회후생 지표

로 사용하여 금융보증 제공에 따른 사회후생을 평가한다. 

가) 녹색기업 기대수익

전체 녹색기업들의 집합 를 두 개로 구분하여 금융보증을 확보하지 못한 녹

색기업 집합  과 금융보증을 확보한 녹색기업 집합  의 구성이 가능하다95). 

그리고 전체 녹색기업의 총 기대수익 는 집합  에 속하는 녹색기업들의 기

대수익 
과 집합  에 속하는 녹색기업들의 기대수익 

으로 구성된다. 

  
 



먼저, 집합  에 속하는 녹색기업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

본 만으로 녹색사업을 수행하며, 시점 에서의 기업가치는 녹색사업으로부

터의 실현수익에 의존하는바 만기에서의 수익은 다음과 같다.

93)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94) ‘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중 ‘2) 공적 보증 vs. 민간 보증’을 참조하기 바란다.

95)  ∪  그리고  ∩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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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for ∈ 

최초 시점에서의 기대수익은 만기 실현수익의 현재가치로서 아래와 같다.

  for ∈ 

집합  에 속하는 모든 녹색기업들의 기대수익 
은 아래와 같다.


  

∈ 
 

다음으로, 집합  에 속하는 녹색기업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

본 와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을 합하여 녹색사업을 실행한다. 채권 만

기에 녹색기업의 현금흐름  가 약정된 상환금액  보다 크면 그 

잔여 자산가치가 해당 녹색기업의 수익이 되는 반면, 만기 현금흐름이 상환금액

보다 작으면 해당 녹색기업의 수익은 제로가 된다. 따라서 만기에서 금융보증

으로 부보된 녹색기업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x        for ∈ 

최초 시점에서의 기대수익은 만기 실현수익의 현재가치로서 아래와 같다.

  



exp





 max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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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에 속하는 모든 녹색기업들의 기대수익 
은 아래와 같다.


  

∈ 


나) 투자자 기대수익

만기에서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무위험자산에서 발생한 것과 녹색기업이 발

행한 위험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구성된다. 우선, 무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는   , 즉 전체 보유 자본 중 위험채권 매입자금을 차감한 잔여 자

본으로서 만기에서의 수익은 다음과 같다.


  exp





  

최초 시점에서의 기대수익은 만기 실현수익의 현재가치로서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위험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는 금융보증으로 부

보된 위험채권들의 발행시점 가격과 같으므로, 아래와 같다.


  



따라서 투자자의 전체 기대수익   는 다음과 같다.

     

 



90 조사보고서 2011-3

다) 보험회사 수익구조

보험회사는 전체 개의 녹색회사들 중 개에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

로 각 녹색기업으로부터 보험료 를 받는다. 보험회사가 자신의 자본 와 보

험료 합계를 위험자산에 투자하므로, 초기 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

만기 시점에 보험회사의 순자산  가 0보다 크면 해당 순자산이 보험

회사의 수익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의 순자산이 0보다 작으면 보험회사의 수익

은 제로이다. 따라서 만기에서의 보험회사 수익은 아래와 같다.

   max     

최초 시점에서의 기대수익은 만기 실현수익의 현재가치로서 아래와 같다.

 



exp





 max    



라) 사회후생

사회후생이 시장참여자별 기대수익의 합과 같다고 가정한다. 동 가정은 녹색

기업에게 금융보증이 제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

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지금까지 확인한 투자자, 녹색기업들, 보험회사의 기

대수익을 합산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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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의 기본 취지는 금융부문이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

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긍정적 외부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96). 그

러나 외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분석 모형이 보

다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외부효과가 없

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만약 긍정적 외부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사회후생 개선효과가 보다 커질 수 있다.

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금융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으로 사회후생이 개선되는지 여부, 금융보증에 대

한 초과수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보증이 필요한지 여부, 표준적인 금융보

증계약을 통해 시장실패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

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다. 녹색기업의 수가 100개라고 가정하고 있는 만큼, 고

차원의 확률과정을 다룰 수 있는 분석방법론으로서 시뮬레이션이 적절하다97).

우선 보험회사가 우량 녹색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가

정하고 있는 만큼, 전체 100개 중 무작위로 선택한 개의 녹색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즉, 에 대하여 100개의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기대수익과 CTE(conditional tail 

expectation) 등의 통계량을 산정하되, 각 포트폴리오 성과는 1,000회의 시뮬레

이션 결과로 구성한다. 

보험회사가 선별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98). 다만 동 가정은 보수적인 가정으로서, 보험회사 및 투자자가 선별 및 

감시능력을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에 비해 사회후

96)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97) Fu(1994)와 Pflug(1996)을 참조한다.

98)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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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개선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보수적으로 사회적 후

생이 개선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정들을 설정하였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나리오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결과로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보증 제공 초기에 국내 보험회사들이 녹색사업 및 녹색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회사가 선별능력

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가정이 크게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가 선별능력 및 감시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보비대칭성이 없는 완전시장을 가정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즉 보험회사가 투자자 및 녹색기업과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감시기능 수행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생산이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대칭성이 유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정한 파라미터 값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도가

능성, 투자자 및 녹색기업들의 기대수익, 사회후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정한 구간 내에서 파라미터 값을 변화시켜가며 비교정태분석을 수행한다.

이하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현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뮬

레이션 분석만으로 얻은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임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

나리오 하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함에 있어서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99). 특히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목적은 금융보증 활용 시 항상 사회후생이 증가함을 보

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내 보험회사들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녹색

금융을 기피하는 것이 경영전략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인 만큼, 시장실패(사

회후생 차원에서 녹색금융 활성화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녹색금융이 자발

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가 발생하는 원인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그림 Ⅳ-6>은 네 가지 시나리오(HD, HC, LD, LC)별로 공적기관에 의한 금융

보증(원)과 민간 보험회사에 의한 금융보증(별)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

99)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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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수직축은 금융보증이 제공되기 전의 사회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보증 제공에 따른 변화 를 나타낸다. 수평축은 개별 금융보증의 한도 

를 보여주는데, 오른편으로 갈수록 개별 한도가 증가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

되는 녹색기업 수 은 감소한다.

<그림 Ⅳ-6> 금융보증 제공 효과

  

1) 금융보증과 사회후생

금융보증이 사회후생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

다. 금융보증을 제공받은 녹색기업들이 위험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녹색사업에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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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투자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이다. 특히 시장실패로 인하여 녹색사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보증의 

추가 공급에 따라 사회후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녹색사업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 만큼, 금융보증을 통해 불량한 녹색사업에 사회 전

체 차원에서 추가 자금이 제공되면 사회후생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100). 즉, 

금융보증 활용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비용이 편익에 비해 

더 크다면 사회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가 시뮬레이션 분석

을 수행하는 목적으로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

하여 최적의 금융보증 활용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Ⅳ-6>이 보여주듯이, 안정적이 녹색기업들에게 금융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사회후생이 악화되는 반면, 위험이 높은 녹색기업들에게 금융보증이 제공

되는 경우 사회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녹색기업들의 변동성이 보

험회사에 비해 보다 높다고 설정한 시나리오(HD와 HC)에서 사회후생 변화가 

정(+)의 값을 갖는 반면, 녹색기업들의 변동성이 보험회사에 비해 보다 낮다고 

설정한 시나리오(LD와 LC)에서 사회후생 변화가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부터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금융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2) 공적 보증 vs. 민간 보증

사회후생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금융보증에 비해 민간 금융보증이 보다 바람직

하다. <그림 Ⅳ-6>이 보여주듯이,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적 금융보증 시 

사회후생 수준(원)이 민간 금융보증 시 사회후생 수준(별)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민간 보증에서의 비용 분담 체계가 공적 보증에서의 비용 분

담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공적 보증 시, 녹색기업은 민간 보증에 비해 

100)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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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한편, 공적기관이 지급불능상태가 되면 세금부담

을 분담한다101). 따라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공적 보증 시 보다 많은 자금

이 보험회사에 배분되는데, 보험회사 보유 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기대성과가 녹

색사업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색기업들의 변동성이 보험회사에 비해 보다 높다고 설정한 시나리오

(HD와 HC)에서 나타난 두 방식 사이의 차이가, 녹색기업들의 변동성이 보험회

사에 비해 보다 낮다고 설정한 시나리오(LD와 LC)에서 나타난 차이에 비해 보

다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방식 사이의 차이는 금융보증 포트폴리오에 높

은 변동성을 갖는 녹색기업들이 포함될 때 확대된다. 이로부터 위험이 높은 것

으로 인식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보다 민간 보증을 제

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민간 보증 가능성

지금까지 수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보험회사와 투자자의 행태에 대해 

암묵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금융보증 및 위험채권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고 가정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는 위험보험료만을 받고 보증여력이 소진되는 

수준까지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는 금융보증만 제공되면 녹색기업

이 발행하는 위험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회사, 녹색

기업, 투자자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따라

서 민간 보증이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102). 이를 위해 금융보증 제공 전의 녹색기업, 보험회사, 투자자

의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삼고, 금융보증 제공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

인한다(<그림 Ⅳ-7> 참조).

먼저, 녹색기업의 기대수익은 금융보증이 제공됨에 따라 개선된다. 즉, 시뮬

101)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유진아 박사께 감사드린다.

102)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기형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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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분석결과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녹색기업의 기대수익 변화가 정(+)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보증 관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보험회사의 기대수익은 금융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악화된다. 즉, 시뮬

레이션 분석결과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보험회사의 기대수익 변화가 부(-)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보

증 사업모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 다만 동 결과는 보험회사가 위험보험료만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

으로, 금융보증 가격에 위험보험료와 더불어 위험프리미엄과 사업비까지 포함

되는 경우 정(+)의 기대수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투자자의 기대수익도 금융보증이 제공됨에 따라 악화된다. 즉, 시뮬레

이션 분석결과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투자자의 기대수익 변화가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결과는 위험채권이 액면가로 매매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위험채권이 투자자의 위험감수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험프

리미엄만큼 할인되어 매매되는 경우 정(+)의 기대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금융보증 제공 이후 녹색기업의 기대수익은 개선되는 반면 보험회사

와 투자자의 기대수익은 악화되는 만큼, 민간 금융보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이는 금융보증으로 사회후생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

약이 체결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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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민간보증 시 참여자들의 기대수익

4) 시장실패 보완 방향

사회후생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참여자가 수익을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현 상황은 시장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

러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려면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금융보증의 계약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보험회사 및 투자

자가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103).

특히 개별 보험회사 수준에서 보면 보험료를 충분히 높게 설정함으로써 손해

103)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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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보험료 설정을 전제로 한 금융보증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104). 또한 보험회사가 금융보증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설정

하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녹색금융 참여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기업이 사전적으로 투자자나 보험회사에 위험프리미엄을 제공하

는 계약구조에서는 시장실패(금융보증시장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

는 현상)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현재 금융보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수요자의 지불의향(willingness to pay)에 비해 보험료가 높기 때문인데, 보험회

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면 녹색기업의 금융보증 수요가 보다 위축될 것이기 때문

이다. 더 나아가 사전적으로 위험프리미엄을 인상하는 방향은 투자자로부터 녹

색기업에게 이전되는 자원의 규모가 위축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보증 계약을 조정함으로써 녹색사업으로부터 실현되는 수익을 

시장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녹색기업이 정(+)의 기

대수익을 갖는 반면, 투자자와 보험회사는 부(-)의 기대수익을 갖는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해, 녹색기업이 누리는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와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계약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녹색기업에 대해 세금(lump-sum tax)을 부과한 후 그 세입으로 투자자

와 보험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메커니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녹색기

업들이 위험채권 발행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자중손실(dead-weight los

s)105)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위험채권 발행에 세금이 수반되면 녹색기업이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사회 전체 수준

에서 위험채권 발행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녹색기업이 투자자 및 보험회사와 실현수익을 공유하는 계약구조

104)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황진태 박사께 감사드린다.

105) 자중손실(dead-weight loss)라 함은 조세 부과에 따른 손실이라 하여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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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와 보험회사가 녹색기업 지분을 보유함

으로써 녹색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 보험

회사는 투자영업 차원에서 지분투자가 가능하며, 경영전략 차원에서 판단하여 

창업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과 PEF를 구성하여 녹색기

업에 지분투자 하는 것도 가능하다106).

동 구조는 일종의 합성포지션으로서, 풋옵션 매도포지션으로서의 금융보증

과 기초자산 매입포지션으로서의 지분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재무적 성과가 개

선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즉 금융보증만을 제공하면 보증금액 전체

에 대해 손실발생이 가능한 반면, 수익기회는 사전에 수취한 보험료에 국한된

다. 그런데 금융보증과 소규모 지분투자를 병행하면 손실발생 가능성은 조금 

증가하는 반면 고수익 기회는 크게 확대되므로, 위험조정수익이 개선될 수 있

다. 따라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면서도 고수익 기회를 추가함으로써 보험

회사의 기대수익을 제고하는 계약구조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07). 실제로 

<그림 Ⅳ-8>은 그와 같은 계약구조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의 기대수익이 정(+)으

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보험회사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 바 

위험관리수단으로서 녹색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분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8). 유럽 보험회사들은 녹색투자에 보다 적극

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Muniche Re를 들 수 있다.

106)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윤성훈 박사께 감사드린다.

107) 이하에서 보험회사가 금융보증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경우와 금융보
증과 지분투자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위험조정수익을 산정함으로써, 보험
회사가 금융보증과 지분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함을 확인한다. 원내 세미
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유경원 박사, 윤성훈 박사께 감사드린다.

108)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해외 사례 소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
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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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지분투자 병행 시 기대수익

다. 적용 가능성 예시 

1) 분석 의의

아직까지 녹색기업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일반 중소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앞서 논의한 내용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상 기술의 내용이 다

름에 따라 녹색기업과 여타 중소기업 사이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109), 녹색기업이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여타 중소기업들과 공유하는 

유사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 분석 결과는 참조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

109)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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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보증 관련 시사점을 직접 도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

각한다.

한편 보험회사가 녹색기업으로부터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는 경영전략 차원

에서 기대수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금융보증 제공 시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위험, 위험조정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녹색보

험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분석 목

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들이 당위적으로 금융보증을 제공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2) 통계분석

금융보증 제공에 따른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자, 녹색기업, 보험회사 등

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려면 확률적 분석이 요구된다110). 따라서 현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보증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확

률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기대수익 관점에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1,355개의 관측값 중 일부를 적절한 견본추출(sampling) 기법

을 통해 무작위로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포트

폴리오 수준에서의 성과를 평가한다.

3) 적용대상 

분석대상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금융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 목적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

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110)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진면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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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선도과제111)에 대해서는 2

년 3~5억 원 이내로, 투자연계과제112)에 대해서는 3년 6억 원 이내로, 일반과

제113)에 대해서는 1년 1억 원 이내로 총 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사업 

수행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 시 주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의 기술료를 납부

해야 한다.

금융보증 보험료 산정 관련 분석에 포함된 기업들114)로부터 사업 시행 후 3개

년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관련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다. 2개년간 지원받은 

1,355개 기업 중 329개에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평균적으로 약 

14억 원, 최대 약 95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가운데, 기업들 사이의 수익 편차는 

약 5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실패 가능

성이 높고 성공 시 대규모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벤처금융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민간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에 의존하여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111)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지정공모
과제를 말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9)를 참조한다.

112) 무담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을 말한다. 한
국산업기술평가원(2009)를 참조한다.

113) 신청기업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는 자유공모과제를 말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9)를 참조한다.

114) 2004년~2006년 동안 수행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4,808개이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지원업체 수는 2,155개(회수율 44.8%)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9)를 참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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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년 2005년 전체

지원 사업 수 645 710 1,355 

무수익 사업 수 170 159 329

평균 1.17 1.58 1.38 

표준편차 4.37 5.47 4.98 

최대값 74.76 95.30 95.30 

<표 Ⅳ-5> 사업 시행 후 영업이익 기초 통계량
       (단위: 개, 10억 원)

4) 보험료 산정

투자자가 금융보증이 제공되는 사업 개를 대상으로 분산투자한다고 가정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이 10억 원이고 총 위험한도를 5.7배라고 하면, 

개별 보증금액 0.8억 원을 감안할 때 금융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수는 71

개이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선별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전체 1,355개 사업 중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1,000회 반복한다. 

더 나아가 개별 사업에 1억 원115)을 투자한 후 수익이 투자원금의 80%보다 낮

아지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융보증을 가정한다.

이 경우, 보증한도가 0.8억 원인 1,355개 보증계약 중 보증사고는 513개로 예

상되므로 사고율이 0.38이며, 보증사고 시 평균 손해액이 0.66억 원으로 예상되

는 바 보험료는 0.25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116). 보험회사가 사고율 

약 40%에 달하는 금융보증을 제공할 유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판

단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 수준의 사고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녹색보험

115) 2004년~2005년 동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금액 평균적으로 약 7천만 
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9)를 참조한다.

116) 이는 손실빈도와 손실규모를 활용하는 순보험료 산정방식이며, 현금흐름가격방식
(cash-flow pricing)의 경우 손실빈도와 손실규모 구분 없이 기대손실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김해식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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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보증)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17). 그리고 최대 손실

액이 0.8억 원이므로 보증금액 0.8억 원 당 0.14억 원을 자본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유 자본의 5.7배 수준에

서 총 보증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8).

금융보증 보험료는 충분성 원칙에 따라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녹색기업이 투자규모 대비 31%에 달하는 보험료

를 지불하면서까지 금융보증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119). 앞서 시뮬레

이션 분석이 보여 주듯이, 금융보증 공급자인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보험료 수준

이 금융보증 수요자인 녹색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보험료 수준에 비해 과하게 

높으면 자발적인 금융보증 계약은 발생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금융보증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사전적으로 판단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 보험회사들을 면담한 결과,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나 보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가 금융보증(혹은 성과보증) 계약을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녹색사

업·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손해율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5) 투자자 금융보증 활용 유인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성과를 기준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보증을 매입할 

유인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금융보증과 지분투자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추가적

인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만큼, 금융보증만을 제공할 때에 비해 투자수익 회수실

패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120). 지분투자 병행 시 추가적

117)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118) 국내에서 금융보증을 도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 기준(보험료 산정, 비상
위험준비금, 요구자본 등)에 대한 논의는 V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19)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120)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태열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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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험노출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보험회사가 해당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은 금융보증 제공 시 선별과 감시가 적절히 수행되는지에 달려있

다. 따라서 추가적인 위험수준 대비 수익이 충분한 수준으로 개선되는지가 관

건인 만큼, 위험조정수익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준 포트폴리오”(금융보증을 활용하지 않은 포트폴리

오)의 위험조정성과와 “비교 포트폴리오”(금융보증이 결합된 포트폴리오)의 위

험조정성과를 비교한다. 이때 각 위험조정성과는 1,000개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정한 후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투자금액의 100%를 개의 사업에 분산투자하는 반면, “비교 포

트폴리오”는 투자금액의 25%로 금융보증을 매입하고 나머지 75%로 개의 사

업에 분산투자한다.

다음 그림은 “비교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성과에서 “기준 포트폴리오”의 위험

조정성과를 차감한 값을 보여준다. 이 2부터 시작하여 62까지 증가하는 동안, 항

상 “비교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성과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금융보증이 제공되면 투자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Ⅳ-9> 금융보증 활용 시 위험조정성과 개선(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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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보증 계약구조 개선

보험회사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해 금융보증을 제공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보험회사는 보증금액 1억 원 당 약 0.25억 원의 보

험료를 부과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초로 우량 사업을 선별하면 

정(+)의 보험영업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림 Ⅳ-10> 지분투자 병행 시 기대수익(보험회사)

이때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듯이, 금융보증 제공과 함께 소액의 지

분투자를 병행하면 위험조정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

사가 자기자본 10억 원을 기반으로 개의 사업에 대해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동 안전망을 활용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펀드를 조성하되 

보험회사 스스로 잔여 자본121)으로 해당 펀드에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전

체 1,355개 사업 중 개를 무작위로 선택한 포트폴리오를 1,000개 구성한 후, 

121) 자기자본 대비 금융보증 총 금액이 5.7배까지 허용된다고 가정하면, 개별적으로 보

증금액이 0.8억 원인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보증을 제공하려면 × 억 
원의 자본이 요구되며, 전체 10억 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잔여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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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금융보증 제공과 지분투자를 병행할 때의 위험조정

성과를 산정한다. 다음 그림은 가 11부터 시작하여 72까지 증가하는 동안, 보

험회사의 기대수익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69개일 때 위험조정성과가 가장 큰 값을 갖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보증금액의 

25%를 보험료로 설정함과 동시에 전체 지분 중 0.5% 수준의 투자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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