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증보험의 특성 및 리스크 평가

1. 보증보험의 기능 및 특성

가. 보증보험의 의의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약

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

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기타 의무자에게 약

정하고, 채무자·기타 의무자로 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보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취하고 보험계약자(채무자)가 피보험

자(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 보증보험을 살펴보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을 보증해주는 법인보증제도이며,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법상의 전형적인 

보험형태가 아니라 행정규제법인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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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보험 주요 상품

국내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상품은 크게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을 기능별로 분류할 경우 이행보증상품, 금융성보증상품, 법

령성보증상품, 신용보험상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차액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선급금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입찰보증보험은 보험계약

자인 채권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을 위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상품이며, 계약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표 Ⅱ-1> 주요 보증보험상품

구분 상품종류

보증보험

이행성
 이행(입찰, 계약, 차액, 하자, 선급금, 지급, 상품판매대금), 공사이행, 
분양보증, 부품성능, 전자상거래, 설계감리, 영문증권, 소비자피해보상, 
시공보증, 성능보증, e-구매대금

금융성
 소액대출, 할부판매, 생활안정자금, 사업자주택자금, 개인주택자금, 
 사채, 리스, 상품권, 어음보증

법령성  납세, 인허가, 공탁, 보석, 경매, 병무귀국, 공매보증

기타  신원, 교육훈련비, 신원보증인, 크레디트카드, 가계수표

신용보험
 상업신용, 할부신용, 신용카드, 소액론, Mortgage Credit Insurance, 
 보증인 손해보장, 중소기업신용, 전세금보장, 공통신원 등

자료 : 서울보증보험(2006), 보증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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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보증상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소액

대출, 할부판매, 생활안정자금, 사채, 리스, 어음보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부

판매보증보험은 매수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도인이 피보험자가 되어 할부판

매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입게 되는 손

해를 보험자가 주계약에서 미회수할부금액을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한편 사

채보증보험은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사채권자가 피보험

자로 되어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

을 경우 발생하는 사채권자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법령성보증상품은 법령상의 권리·의무를 담보해주는 보험으로 납세, 인허

가, 공탁, 보석, 경매, 병무귀국, 공매보증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납세보증보

험은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담보제

고의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가 되어 납

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산상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인·허가 보증보험은 인가, 허가, 면허, 승

인, 특허, 등록 등의 출원자가 허가 관청에 예치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 보증금

(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으로,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인

허가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가압

류, 가처분 등 가집행절차의 신청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고 또는 피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와 체결하는 보증보험이다.

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피용인의 불성실행위나 채무자의 

책임불이행에 대비하여 스스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지만 그 정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정된 것은 없다. 신용보험의 종류는 

신원신용보험과 할부판매신용보험 등이 있는데, 신원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되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용자가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할부판매신용보험에서는 할부판매계약의 판매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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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보증보험의 상품구조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증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상품의 수요가 변하여 왔다. 보증보험산업의 초기인 1960년대에는 이행보증보

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주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와 민간

공사에서의 각종 이행기관 보증수요의 증가 등으로 이행보증보험이 전체보증보

험의 40~50%를 차지하여 보증보험의 주력상품 역할을 수행하여 하였다. 그러나 

이행보증상품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각종 보증기관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이익단체의 출현으로 이행보증시장이 잠식당함에 따라 

동 종목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표 Ⅱ-2> 보증보험 상품구성
(단위 : 백만 원, %)

회계연도 신원 이행 인허가 주택 상업신용 공사이행 보증 전체

1992 19,853 51,803 6,386 6,945 336,637 

1993 22,785 43,556 7,095 5,032 371,986 

1994 25,288 92,548 8,636 9,482 423,515 

1995 27,739 127 10,381 14,952 583,036

1996 29,762 158 12,053 21,421 614,730 

1997 28,068 207 15,202 27,506 10,468 708,956

1998 26,201 236 14,521 28,993 50,672 965,915 

1999 27,181 192,337 13,197 21,602 104,427 985,308

2000 31,586 210,926 16,590 19,526 70,067 664,409 

2001 34,557 242,417 19,974 19,383 72,729 1,775 587,024 

2002 37,360 253,819 23,735 21,991 65,650 6,242 804,643 

2003 39,481 279,363 30,202 31,008 48,541 5,071 824,395 

2004 41,290 306,888 37,276 39,327 49,118 6,483 767,261 

2005 41,719 327,830 42,148 47,218 54,401 7,350 776,423 

2006 45,840 46,630 45,993 58,289 58,814 4,429 827,809 

2007 43,594 390,934 44,862 63,356 59,155 5,672 842,535 

자료 : 보험개발원(2008), 손해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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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보급이 대중

화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실적이 급속히 신장하였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육

성정책의 추진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리스 및 사채보증보험과 같은 금

융성보증보험상품이 크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대출을 보증하는 소액대출보험의 상품개발 및 판매에 따라 이 부분의 성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 상품은 정부의 경제정책 등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 및 관련보증수요

의 적극적인 개척에 힘입어 보증보험 산업이 성장,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보증보험의 기능

보증보험제도는 기능적 측면에서 신용거래활성화, 거래의 안정성 확보, 금융

발전의 촉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Ⅱ-1> 보증보험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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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증보험은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거래에 따른 금융활동을 수행하게 함으

로써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신용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한다. 보증보험은 상거래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확보 수단으

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물적 담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보

장하면서 채무 불이행시 손해보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신용수단의 역할을 담당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나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개인신용 거래활동이 위축될 경우 보증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된다.

둘째, 각종 거래관계에서 채권자의 채권확보와 채무자의 신용보완에 대한 필

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각종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한다.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해 줌과 동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 즉, 채무자는 보증보

험을 통해 자신의 담보력 또는 자본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활

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보험증권을 채권 담보물로 제공

받아 손해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등 거래상에서 발생

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신용대출의 과정에서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기술이 향상되고 금융의 자

율화 및 개방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고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증제도는 개인 및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공적 보증인이 

되고, 대출기관 측에는 자금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부담해주는 역할

을 수행하여 신용대출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물적 담보위주의 금융관행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대출을 신용위주로 전환시키고 다수의 개인 및 중소기

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보증보험은 금융혜택을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가진 다수의 개인 및 중소기

업들에게 배분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개인 및 중소기업

에게 제도금융과의 거래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보증보험은 보험료로 축적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직·간접



26 경영보고서 2011-2

적으로 투자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준다. 보증보험회사의 경우 보

험업법에 의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보험료 및 보유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 보증보험의 특성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으로서 특정한 우연

적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경감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체가 

결합해서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경제제도이다.1) 손해보험은 경

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불안정성이란 거

액의 지출이 불가피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지 모를 가

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심리적인 동요나 불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Ⅱ-3> 일반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비교

구 분 일반손해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보증증권(Bond)

계약목적
특정유체물(재물보험), 
재산(책임보험)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계약당사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채무자(피보증인)와 
보험자

채권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자

 채권자, 채무자,
보험자

계약형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료 예정원가 취급수수료 예정원가 취급수수료

보험사고 우연한 사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담보위험 보험종목에 따라 다름.
보험계약자의 채무이
행 능력

채무자의 지급불능
채무자의 채무
이행능력

보상방식 및 
담보범위

금액보상
금액보상/
실손해액의 100%

금액보상/
75~90%

주계약상의 동일한 
보증채무 이행(금
전 또는 채무이행)

중도해지권 임의해지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임의해지 가능 해지권 없음.

구상권 없음.(대위권) 있음. 없음.(대위권) 있음.

자료 : 이희춘·신동호·이기형(1997),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1) 강원희·양희산(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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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연성이란 일

정한 기간 동안 사고의 발생여부 및 발생 시기, 발생정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

확실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경제단위가 

모일 경우 손해보험이 성립된다. 다수의 경제단위의 집합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은 동질의 우연적인 다수의 사고를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사고의 발생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소위 대수의 법칙 적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우연적 사

고의 발생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반손해보험의 특성과는 달리 보증보험은 계약당사자, 계약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료의 성격, 구상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Ⅱ-2> 보증보험의 계약 구조

                     자료 : http://www.sgic.co.kr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당사자관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증보험회사 등 

제3자 관계로 형성된다.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계약당사자이

나, 보증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채권자)도 계약당사

자가 되며 보험계약자(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역

할을 수행한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보험계약자란 주계약의 채무자 위치에 있

는 자로서 채무이행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보험자는 주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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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권자 위치에 있는 자로서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

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채무이

행을 피보험자에게 보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연대하는 자를 일컫는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근

거로 하여 보증인의 입장에 있는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채권자에게 

보증함에 따라 채무의 존재가 전제되는 종속계약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보증보험

계약은 주계약이 완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종료되며, 주계약이 유효한 경우 채권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 증가의 통

지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보험에서는 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에게만 있고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보험인수에 대한 보증은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행위의 일종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검색 및 최고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

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위험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위험의 최종 부담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된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가지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

자 사이에는 위험전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보증보험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있

는 인위적 사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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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담보위험은 종목별로 동질적인 반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담

보로 하기 때문에 동일 종목 내에서도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하는 위험이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계약자의 신용악화는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모든 보증보험계약에 악영향

을 미쳐 연쇄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 침체 및 IMF 체제하에서 

대기업 부도 등으로 보증보험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점은 보증보험

사고의 연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증보험은 보증을 보험의 형식으로 영위하는 제도로 경제거래에 따른 신용

을 보충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수요는 경제

거래와 직결되어 창출되는 특성이 있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 수입보험료가 증

대되는 특징이 있다. 경제성장률과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996년까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그 이후 기간 동안에는 상관성이 다소 약

화되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IMF 금융위기 이후 보증사의 대

외신인도 저하, 사채보증시장의 급속한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3> 보증보험 보험료 성장률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자료 : 보험감독원(각 연호), 보험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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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가. 국내 보증보험회사의 실패 사례

국내 보증보험은 1915년 일본보험회사가 신용보험을 판매한 것이 효시이며, 

국내사로서는 안보화재가 보증보험을 판매하기 것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0년대에는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용을 보완하여 주는 기업보증제도의 수요증대에 힘입

어 보증보험이 하나의 손해보험 영역으로 위치를 갖게 되었다. 1969년에는 전업

회사인 대한보증보험사가 설립되어 대출보증,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업사와 비전업사 체제로 변경되었으나, 1989년 도

시 서민의 금융지원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한국보증보험사가 설립되어 보증보험

사업은 2개사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림 Ⅱ-4> 보증보험회사의 연혁

보증보험회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한보증보험의 경우 1996년부터 적자로 전

환되었으며, 한국보증보험은 1989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놓였었다. 

더욱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의 급속한 악화로 영업부진과 더

불어 보험사고 발생 및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정부는 보증보험사의 파산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정부의 재정 

부담, 보험계약자보호 등을 감안한 보증보험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하였다. 구조

조정을 통해 양 보증보험사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인력과 조직을 대폭적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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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1998년 합병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표 Ⅱ-4>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억 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대한보증

영업이익 -231 -297 -699 -196 -518 -406 -932 -8,468

투자이익 395 313 392 412 670 462 444 365

순이익 91 13 -303 190 117 40 -499 -7,633

한국보증

영업이익 -65 -344 -893 -461 -519 -523 -65 -2,980

투자이익 32 40 25 51 135 54 66 161

순이익 -34 -306 -872 -417 -390 -472 1 -2,820

자료 : 보험감독원(각 연호), 보험통계연감

나.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앞선 국내 보증보험회사의 실패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 직후 국내 보

증보험회사의 실질적 도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였다.

우선 타 손해보험상품과 달리 보증보험이 보유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리스

크 관리 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이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보험사고와 다른 보험계

약과는 통상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보증보험은 그 사고의 인위성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피해발생 

규모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볼 때 보증

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과는 달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존

재하여 일반손해보험에 비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의 리스크 특성에 기초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

나, 이 당시 보증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특히 <그림 Ⅱ-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절한 언더라이팅이 결여

된 상태에서 IMF 직후 회사채보증을 과도하게 취급함에 따라 금융위기로 인해 



32 경영보고서 2011-2

리스크가 집중한 것이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증보험은 자본시장의 상품과 같이 금융적 성격이 강하고 경제 전체의 

체계적 위험과 연계되는 특수성이 있다. 경기가 불황일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는 반면 구상은 저조하여 보험사의 손해액은 급증하나, 경기가 호

황일 경우 발생 사고는 줄어들고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자금회수는 상대적으로 용

이하여 손해율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경우 경기 회복 및 호황기

에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경기 불황기에 대비하여 사내에 비상준비금 형식 등

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림 Ⅱ-5> 사채보증보험 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 원)

             자료 : 보험개발원(연도별), 손해보험통계연보

IMF 외환위기 이후 보증보험의 지불불능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보증

보험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하여 두 회사를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체제

로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 두 보증회사로부터 넘겨받은 부실이 4조 원 규모

에 달하고,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워크아웃 혹은 법정관리 상황에 처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12조 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채보증 등 고위험 금융성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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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증을 제한하여 보유 위험을 안정화하는 상품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추진

하였다. 또한 신원보증 및 이행성 보증의 판매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용

판매의 확대와 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신용보증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

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상품 전략과 더불어 외형성장 보다는 각 부문별 리스

크관리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하는 등 리스크관리 중심 경영전략으로의 전환

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보증보험회사의 실패 경험이 리스크관리의 부재에서 발생하였고, 상

품포트폴리오의 개선 및 리스크관리 중심 경영전략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

루어 낸 것을 볼 때, 보증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리스크관리 현황

서울보증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도산 경험을 통해 회사채 보증을 제한하는 

노력과 더불어, 부문별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스크관리 중심 경영으

로 전환하였다. 서울보증은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

에는 영업, 심사, 보상, 구상 및 자산운용 등 부문별 리스크 발생 요인을 상시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리스크관리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업무를 전담하

도록 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2005년에는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과 보험(상품)리스크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며, 보험(계약자) 및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은 2006년에, 경영

리스크관리시스템은 2007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시장리스크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주식·채권 등 회사 유가증권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리스크 집중도 분석을 통해 시장리스크

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상품)리스크 관리와 보험(계약자) 및 신용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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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괄하는 보험리스크 관리시스템은 조기경보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계약자) 및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에서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스템을 통해 계약자의 신용등급을 산출하여 보험계약 인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한도 설정, 시나리오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비

계량적인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리스크 

발생유형, 정책, 사무, 법률, 전산리스크 부문별 계량적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계

량화를 이루고 있다. 

리스크관리시스템 내 용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 유가증권 시가평가

 - VaR 산출, 시나리오 분석

 - 한도 및 포트폴리오 관리

보험(상품)리스크 

관리시스템

 - 상품별 조기경보

 - 현금흐름 예측 및 손익분석

 - 보험(상품)리스크 측정

 - 한도 및 포트폴리오 관리

보험(계약자) 및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 Credit VaR(PD, EAD, LGD) 산출

 - Insurance VaR 산출

 - 한도 및 포트폴리오 관리

경영리스크 

관리시스템

 - 경영리스크 관리지표 선정

 - 관리지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경영리스크 계량화 관리

<표 Ⅱ-5>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 : 서울보증보험(2006), 보증보험의 이해

시장리스크, 보험(상품)리스크, 보험(계약자) 및 신용리스크, 경영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부문별로 구축되어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위험자본의 산출 및 배분,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등 전사적 리스크 관

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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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서울보증의 리스크(위험)자본 배분 프로세스

자료 : 보험학회(2008), 사례연구 보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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