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제도적 개선사항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보증 제공으로 사회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

적이지만, 금융보증 제공자인 보험회사가 선별 감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과잉투자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변동

에 따라 녹색부문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보증을 활

용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도를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금융보증 관련 적정 보험료 산정, 재

무건전성 규제, 공적 안전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1. 보험료 산정

금융보증이 조기에 활성화되려면 적정 보험료 산정이 관건이라고 보인다. 보

험료가 적정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면 공급자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될 것이고,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면 수요자인 녹색기업이 금융보증 활용을 

기피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122). 그런데 녹색기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 금융보증 제공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초기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며 대형손실

을 경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능한 조기에 경험과 정보를 축

122) 이를 충분성(adequacy)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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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정보인프라 구축

녹색정보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시장기능에 기초한 자율적 녹색보험의 활

성화에 대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녹색보험 초기에 선별과 감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다. 벤처기업인 녹색기업

의 핵심역량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

각하게 나타난다.

또한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생산에서는 외부성이 강하게 나타나 정보생산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일부 투자자가 

비용을 들여 특정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면 해당 투자자가 정보생산 비

용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도 생산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대다수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의 정보생산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와 같은 외부성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과 녹색인증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이 

정보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기술·사업·기업 관련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증평가기관과 조정위원회에 녹색기술·사업·기

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ESCO 사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제도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은 ESCO 사업자는 산은캐피탈에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을 인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ESCO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

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동 자료는 ESCO 사업의 수익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

다123). 

그런데 재정지원 공적기관의 경우 사후적 관리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

에, 이들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녹색금융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123) 김수덕(2005)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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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된다. ESCO 사업의 사례에서도, ESCO 사업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관리공단에 집적된 정보에는 실제 투자 규모124), 실제 절감액125), 에너지사용자

와 ESCO 사이의 분쟁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동안 절감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주설비별 사용 연료의 종

류와 그 가격에 대한 정보도 집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사후적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집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지원 이후 

사후적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참조하여 인증 과정에서 녹색사업·기업에 대한 정보가 

가능한 많이 생성되고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우선 인증 과정에서 인증평가기관에 의해 축적된 정보나 매칭펀드·모태펀

드·보증지원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녹색금융 관련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녹색금융협의회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축적된 녹색정보를 민간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녹색금융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녹색기업의 경영정보를 토대로 민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가 기업가치 평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적정 보험료와 재보험 활용

금융보증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위험집적(risk pooling) 기능을 활용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금융보증 보험료는 금융보증에 가입한 녹색기업들이 성과에 미치

124) 동 자료에는 계약서상의 투자비 규모와 저금리자금의 인출규모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실제 투자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김수덕
(2005)을 참조한다.

125) 계약서상의 절감 예상액은 실제 절감액과 다를 수 있다. Goldman et al.(2005)를 참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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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일부 기업들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126). 즉, 성과 미

달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사고율)과 그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녹색

기업 투자자 등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금액(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사업비와 이윤)

위험보험료 = 손해액 / 전체계약 수 

= (보험사고 수 / 전체계약 수) × (손해액 / 보험사고 수)

= 사고율 × 사고당 손해액 

그런데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녹색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기업이 실패할 가능성, 즉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고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녹색기업이 그 보험

료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의 경우 사고당 손해액을 통제하여 녹색기업

이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당 손해액을 통제하는 방식

에는 녹색기업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방식이나 보험

회사와 녹색기업이 성과 미달 등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는 방식 등이 있다.

녹색기업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 손해액 분포의 오른쪽 

일부가 처음부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분포의 평균이 처음보다 왼쪽으

로 옮겨져 위험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평균에서 벗어나 예상치 않게 발생

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자본량도 낮아지게 된

다. 이때,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비

용은 마진의 형태로 보험료에 반영된다.

126) 보험 형태의 금융보증은 가격산정 원리에서 보험 이외 형태의 금융보증과 구별된
다. 또한 보험 형태의 금융보증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부채로 계상한다는 
점에서도 특수성을 갖는다.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오영수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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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녹색기업이 필요로 하는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책임

지는 방식에서는 녹색기업이 일부를 직접 책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보증 가

입에 따른 녹색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손실이 투

자 원금의 20%를 초과할 경우 20%까지는 녹색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20%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 분담 방식이 가

능하다.  

둘째, 금융보증의 성패는 녹색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에 의존하므로 녹색기업

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기간 동

안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해액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손해액 분포의 평균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

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이윤 등 부가보험료 형태로 보전할 필요

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얻게 되는 이윤의 일부를 

평상시에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위

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보험규제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관

찰되고 있다.   

셋째,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금융보증 사업모형이 안정

화될 때까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활용하여 인수한 보증위험의 일부를 재보험

회사로 전가할(risk transfer) 필요가 있다. 재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을 경험한 재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정보를 활용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활용하여 자본을 크게 늘

리지 않으면서 감독기관의 자본규제로 금융보증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성장 경험을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충분한 정보가 

집적되어 보험회사가 부과한 위험보험료가 실제 평균으로 수렴하게 될수록, 보

험회사는 재보험 활용을 줄이고 내부 보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물론 녹색산업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초기에는 정부가 재보험의 

역할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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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보증의 규제 개선 및 보완

금융보증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금융감독기

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127). 그러나 금융보증 포트폴리오에 수반되는 위

험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단기부

채와 금융보증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지난 1998년 금

융위기가 초래된 바 있다(Chang and Velasco, 2000; Diamond and Rajan, 2001). 

국내 보증보험시장의 경우 1998년 금융위기로 보증회사들은 지급불능에 빠졌

고, 시장은 정부가 소유한 1개 보증보험회사의 독점 체제로 바뀌었다. 이를 계

기로 시장에서 회사채 보증 등은 중지되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금융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증보험회사는 여전히 공적 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며, 일반 보험회사들의 보증보험 취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

다. 더구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유래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보험회사의 금융보증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128). 

그러나 녹색산업에서 위험관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

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29). 이에 따라 녹색금융에서 선별과 

감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적 유도 장치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보증을 공급하는 위험관리자로

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보완될 필요도 있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전체 보증시장의 공급 능력이 확대되도록 시장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127)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유경원 박사와 이기형 박사께 감사
드린다.

128) 최근 보험회사들이 선박RG보험에서 대형 손실을 입었던 만큼, 금융보증 도입 시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주신 이기형 박사께 감사드린다.

129) 진익(200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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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금융보증 허용

해외의 대표적 녹색보험 사례인 성과보증(performance guaranty) 및 금융보

증(financial guaranty)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해외의 경우 녹색금융 참여자(투자자, 금융회사, 녹색기업 등)에게 안

전망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강조되어, 녹색사업이 조성되는 단계에서

부터 투자자들이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해외의 녹색보험은, 단일 계약을 통해 녹색사업(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탄

소배출저감 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

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보험으로 발전해 왔다. 해당 녹색사업으로부터의 산

출량이나 수익이 약정수준보다 낮게 실현되면 보험회사가 일정 손실을 보전해

주는 형태의 성과보증 및 금융보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성과보증의 경우, 성과

를 산정하는 기준(설비의 기술적 성능, 생산물량, 수익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과보증이 존재한다. 금융보증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 시 손실액 중 일부(예, 20% 이상 손실 발생 시 초과손실액의 50%)를 

보전해 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내 보험제도상 성과보증·금융보증이 허용되는지 불명확한 상태이

다. 성과보증·금융보증은 보험업법에 열거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130) 중 ① 

보증보험 혹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증보험 전업주의 원칙에 따라 손

해보험회사의 보증보험 면허를 회수한 상태이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 녹색

기업·사업 관련 성과보증·금융보증이 활용된 전례가 없는 만큼, 해당 종목이 

보증보험회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한편 성과보

증·금융보증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열거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131)에 포함되

130)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으로서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을 열거하고 있다.

131)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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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성과보증·금융보증이 보증보험의 

일종으로서 보증보험회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32). 다만, 현재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보증보험회사

에게만 성과보증·금융보증을 허용할 경우 녹색보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 가능한 다른 대안은 금융위원회가 녹색기업·사업 대상 성과보증·금

융보증을 손해보험회사에 허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제

8조제1항)에 열거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에 성과보증·금융보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책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보증보험 다원화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해보험회사에 녹색기업·사업 대상 

성과보증·금융보증에 국한하여 보증보험을 허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나. 보험회사 출자 제한 완화

보험회사가 녹색기업에 출자함에 있어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

유할 수 없으며133),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 포함)을 받은 자회사134)의 주식에 

대해서만 15%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벤처기업으로서의 특

징을 갖는 녹색기업 지분 15% 초과 시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현실

적이지 못하다. 녹색기업 창업자는 경영권 및 소유권 유지에 대한 유인이 강한 

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을 열거하고 있다.

132)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참조한다.

133) ｢보험업법｣ 제109조를 참조한다.

134) ｢보험업법｣ 제115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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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동 규정이 보험회사의 녹색기업 지분 참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기업지분보유 한도 중 녹색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

하여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편

입하지 않은 채 인증된 녹색기업의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완

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135).

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제한 완화

보험회사의 외국 녹색기업 소유 관련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보험회사가 

대통령령(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

이 가능하다136).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녹색기업·사업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금융회사137)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

다138). 그런데 대표적 녹색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나 탄소배출저감 

사업 시 외국에서의 사업이 빈번한 만큼, 동 규정이 보험회사의 녹색투자 참여

를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녹색사업 관련 외국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외국 녹색기업·사업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금융회사139)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시,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에서 신

고 사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35)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36)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참조한다.

1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그 예이다.

138)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참조한다.

13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
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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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상품 세제 지원

다양한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녹색보험상품에 대한 지원은 미

흡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현재 녹색금융상품인 예금, 펀드, 채권에 투자 시 투

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140)이 주어지고 있으나, 예금과 유사한 저축성보험, 펀드

와 유사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녹

색금융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해 세

제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예금, 펀드, 채권에 대한 세

제혜택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자산운용규제 개선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정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녹색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첫째, 보험회사가 수익성과 더불어 녹색성을 투자대상 선별기준으로 사용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탁자의무나 대출자책임에 녹색성 추구

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141), 이에 대해 투자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녹색투자평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142). 더 나아

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거나 연기금의 위탁운용회사를 선정할 때 

녹색금융 비중이 높은 회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40) 녹색펀드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
한 비과세 혜택 부여, 녹색예금에 대해 1인당 2,000만 원까지 3년 이상 가입 시 이
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 녹색채권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까지 3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그 예이다.

141) 영국의 수정연금법에서 환경요인 고려를 의무화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142) UNEP FI가 실시하고 있는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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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회사가 녹색금융을 위해 벤처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팩터링, 사

모투자펀드, 헤지펀드 등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ESCO를 보유하고, 동 ESCO가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며 이 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절

약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ESCO가 자

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녹색채권으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녹색금융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제시된 펀드 중심의 자금유입체계 구축 방안에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보

험회사의 녹색금융 내용과 녹색성장 목표 사이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녹색인증 과정에서 시장성이나 사

업타당성 평가 시, 위험관리 목적의 녹색보험 사용을 우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녹색예금·녹색펀드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참조하여 녹색보

험(보장성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녹색보험 

개발 시 필요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어 있지 않는 만큼, 녹색인증 과정에서 축적

된 녹색기업·금융 관련 정보를 행정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바. 재무건전성 규제 보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는 자본은 물론 위

험 수준을 제한하는 레버리지와 안정적인 유동자산의 보유를 요구하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8년 뉴욕주 보험감독기관(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은 금융보

증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

다143). 동 방안의 목표는 금융보증을 원하는 시장참여자들을 위해 건전한 시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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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보증 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선방안은 ①금융보증 보험회사의 위험수준을 제한하고, ②금융보증 보험회사

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요구자본 및 적립금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금융보증 보험회사는 시장진입 시 7,500만 달러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이후에도 자기자본을 6,500만 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144). 

둘째, 금융보증 보험회사는 비상위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145)을 유지

해야 하는데, 동 준비금의 규모는 각 종목별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수준

과 위험노출액(보증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준 

중 보다 큰 값으로 한다. 

셋째, 금융보증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규모와 유

형이 보험회사의 보증여력(자기자본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규모)에 따라 제한된

다146). 예를 들어, 신용보강 대상이 투기등급 채권인 경우, 뉴욕주의 보험회사

는 보증여력(자기자본 및 비상위험준비금 규모)을 순부채의 4% 이상으로 유지

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보증여력의 25배까지 녹색기업에게 금융보증을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지방채, 특별매출채권, 산업개발채권

의 경우 투자등급 채권의 비중이 일정 비율(95%) 이상이어야 한다147). 

143) Circular Letter No. 19(2008)을 참조한다. 동 문서는 금융보증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Best Practice 관련 지침(Guideline) 4가지와 금융보증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계획(Plan) 3가지를 담고 있다.

144) 자본(Capital)은 뉴욕주보험법 § 107(a)(1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식회
사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발행 및 공모된 주식 총수의 액면가격 합계이다. 

잉여금(Surplus to policyholders)는 보험법 § 107(a)(42)에 보험회사의 부채 전반에 
걸쳐 총 인정자산의 초과를 의미하는데, 보험법 § 107(a)(3)에 따르면 모든 자본과 
잉여금 계정의 합계에 인정자산(Admitted assets)으로부터의 손실을 제한 것이다. 보
험법 § 1301에 자세한 조항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보험법 § 6902(b)참조한다.

145) 비상위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s)는 뉴욕주보험법 § 6901(j)에 불리한 경제 발전, 

경기,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추가 책임
준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법 § 6903(a)를 참조한다. 

146) N. Y. ISC, Law § 6904(d)

147) 뉴욕주보험법 § 6901(n)에 정의된 투자등급(Investment grade)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같은 보험회사의 채권(obligation)과 동급의 채권은 감독이 승인한 유가증권 평
가기관에 의해 정해진 상위 4개의 등급 중 하나로 결정된다. ② 같은 보험회사의 
채권과 동급의 채권은 이러한 평가기관에 의해 투자등급이 서면으로 확인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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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 보증계약별 개별 한도는 보험회사의 보증여력(자기자본 및 비상위

험준비금의 규모)의 일정비율로 제한된다148). 예를 들어, 단일 기업이나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보증 규모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증여력

의 10%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개별 위험한도와 총위험한도 준수 여부는 금융

보증, 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잔존가치보험 등을 합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149). 금융보증 보험회사가 보유한 담보와 재보험은 위험노출액 산정 시 차

감되는데150), 재보험 출재나 담보가 없다고 가정하면, 총순부채 규모는 보험회

사가 제공하는 보증금액의 합과 일치한다151).

일반 손해보험의 위험기준자본(RBC: Risk-Based Capital)의 틀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국내 보증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규제도 보증여력 대비 부채의 레버리

지규제, 최소자본금 강화 등을 검토하여 건전성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보증은 경기악화 시 보증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손해율

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타 보증보험이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며152), 그 성과가 경기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녹색분야 대

상 금융보증의 손해율도 손해보험에 비해 높은 변동을 가질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등 적절한 준비금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보증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일반 

는 ③ 같은 보험회사의 채권과 동급의 채권이 평가기관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채
권은 미국 보험감독관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의 유가증권 평가 감독국(Securities Valuation Office: SVO)에 의해 투자등급(1 

또는 2분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이 결정된다. 보험법 § 6904(b)(2)  

148) N. Y. ISC, Law § 6904(d)

149) 보험회사가 잔여가치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모두에 대해 인가를 받았으면, 이와 
같은 보험을 지원하기에 알맞도록 감독자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계약자에 대한 잉
여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N. Y. ISC. Law §6904 참조한다.

150) 금융보증보험기업은 금융보증보험제공, 담보와 재보험에 의해 부보된 하나의 리스
크에 대한 손실의 익스포저를 제한해야 한다. 

151) 총순부채는 부보된 미지급 원금, 이자 그리고 다른 금전 지급을 합한 금액에서 재
보험 출재와 담보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N. Y. ISC. Law § 6901(d)를 참조한다.

152) 정홍주 외(2005), 이현복 외(2009)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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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즉, 보

험계약 인수 시 보험계약자의 인격, 지급능력, 자본력, 담보력, 경제상황 등 에 

대한 정확한 평가능력이 요구된다. 그와 같은 차별성에 주목하여 해외에서는 

전업 형태(monoline)의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금

융보증 제도를 전업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된다153). 다만 전업 

형태로만 금융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초기에 전문인력과 시스템 확보가 어려워 

녹색보험 활성화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154). 따라서 손해보험

회사에게는 기술적 성과를 보장하는 성과보증을 허용하는 한편, 재무적 성과를 

보장하는 성과보증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업 금융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상법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

험업법(제2조제3호)에서 보증보험계약을 보험계약에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

다155). 보증보험의 명칭과 보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는 보증성과 

보험성이 공존하여 그 성격과 적용법규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156). 따라

서 금융보증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보증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153)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이기형 박사께 감사드린다.

154)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오영수 박사께 감사드린다.

155) 정찬형(2005), ｢보증보험의 보증성과 보험성에 관한 연구, 보증보험의 법적 제문제｣, 

서울보증보험, p. 18.

156) 보증보험의 보증성과 보험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2005)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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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보증과의 역할분담

가. 공적 안전망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투자자를 위한 다층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구

된다. 예를 들어, 통상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 보험·보증

회사의 보장서비스,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사적 안전망, 더 나아가 거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적 안전망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창업투자회사가 녹색사업을 발굴하고 조성하는 단계와 

대형 금융회사나 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는 단계에서 보험·보증회

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이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재보험이라는 사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보험·보증회사의 위험 인수를 지원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에 대해서

는 정부의 기금이 공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Ⅴ-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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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는 없는 금융보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적 안전망을 보다 확충하는 것을 제안

한다157).

나. 정부실패 억제 필요 

시장실패 교정을 위해 공적지원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

타날 가능성은 Olson(1965)와 Stigler(1971)에 의해 처음 지적되었다. 

Peltzman(1976)과 Becker(1983)가 구성한 규제포획이론(the theory of 

regulatory capture)에 따르면, 무임승차 가능성이 낮아 집단행동 형성이 용이하

고 이해집단이 충분한 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공적지원을 남용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Stigler(1971)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공적지원 과정에서도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을 강조하였다158).

또한 Laffont and Tirole(1993)는 민간기업, 정치집단, 관료가 독자적인 의사결

정주체로 행동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하면서, 관료들이 민간의 이해에 기

초하여 도출된 정책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 왜곡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녹색기

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담당하는 관료나 정치인의 이해에 따른 왜곡은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isinger(1988)의 분석결과를 참조하면, 녹색기업들이 

공적지원의 수령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

는 녹색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Cohen and Noll(1991)과 

Wallsten(2000)의 분석결과를 참조하면, 관료들이 공적지원의 필요성과는 무관

하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선정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원받

은 녹색기업이 성공하면 해당 녹색기업을 선정한 관료들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157) 원내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주신 유경원 박사와 이기형 박사께 감사
드린다.

158) 역사적으로 볼 때 운송업이나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집단의 경우, 소규모 회
사가 시장을 주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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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적 안전망 구축 시 지원 과정에서 이해집단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이해를 도모함에 따라 자원배분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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