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국내외 금융보증시장 현황

1. 시장 추이

가. 한국

<그림 Ⅱ-1>은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두 보증보험 전업사였던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13)을 보여준다.

<그림 Ⅱ-1> 회사채보증보험 연간 수입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단위: 억 원)

주: 좌측 축과 실선은 보험료, 우측 축과 점선은 보험가입금액.
자료: 서울보증보험.

국내 회사채보증보험 보험료는 1995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는 7,531억 원까지 증가했고 보험가입금액은 27.9조 원까지 증가했다(<그림 

13) 보험가입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총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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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참조).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으므로 보험회사

가 수령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가입금액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회사채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료 비율은 1996년 197배, 1997년 

109배, 1998년 28배였다. 따라서 <그림 Ⅱ-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채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연간 수령한 보험

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그림 Ⅱ-2> 회사채보증보험 연간 지급보험금과 손해율

(단위: 억 원, %)

주: 1) 좌측 축과 실선은 보험금, 우측 축과 점선은 손해율.
2) 손해율＝(지급보험금－구상금)/수입보험료

자료: 서울보증보험.

<그림 Ⅱ-2>는 IMF 전후 국내 회사채보증보험의 지급보험금과 손해율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 회사채보증보험의 지급보험금은 1993년 이후 IMF 

외환위기 시점까지 빠르게 증가해 1998년에는 6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손해율도 1996년 

1,664%, 1997년 1260%, 1998년 677%에 달했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는 근본적으로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에 의해 촉발되

었으나 그 이전에 두 보증보험 전업사들의 과당경쟁,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의 

부재, 채권 발행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과 분식 회계, 보증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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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의 미흡한 언더라이팅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14)

한국의 보증보험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킨 환경적인 요인들은 국제회계기준15) 및 

보험업 재무건전성 감독제도16) 도입, 보증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언더라이

팅 능력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보증보험회사

는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나. 미국

한국의 금융보증보험이 민간 기업의 채권에 대한 보증에서 시장이 시작된 데 반해 

미국 금융보증보험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municipal bonds)에 대한 보증으로 

시작해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의 첫 금융보증보험 계약은 MGIC Investment Corp.가 1971년 AMBAC(American 

Municipal Bond Assurance Corporation)을 설립해 알라스카 Greater Juneau 시가 병원 

설립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시작되었다.17) 미국에서 Greater 

Juneau 시와 같은 지방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의 기능은 ①투자자의 채권 발행

주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 제거와 ②지자체의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발생하는 유

동성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①투자자의 채권 발행주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 제거는 위의 Greater 

Juneau 시의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Greater Juneau 시에서 1971년 병원 설립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당시 투자자들은 알라스카 한편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Greater 

Juneau 시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Greater Juneau 시가 보증 없이 채권

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Greater Juneau 시

14) 나동민·김관영·오창수·조강필(2000) 참조.

15)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6) RBC: Risk-based Capital.

17) Rich Whit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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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AA의 신용 등급을 가진 금융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했고 따라

서 투자자들은 Greater Juneau 시에 대해 별도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분석할 필요 없

이 보증사업자의 신용과 자본력을 보고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에서 채권

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보증인의 신용이 확실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

보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편리하게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지자체의 경우 발행하는 채무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채

무를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나 주정부

가 이에 개입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

라도 투자자가 중재인의 조정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

로 인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자체 채권

보증보험은 이와 같이 지자체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들이 

②지자체 채권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대부분은 일반보증채권(GO)18)과 수익채(RB)19)

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채권은 지자체의 보증과 조세권을 담보로 발행되므로 일반적

으로 AA에서 AAA사이의 높은 신용도를 가진다. 그러나 특정 사업의 수입을 담보로 

발행되는 수익채(RB)는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

협회(SIFMA;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에 따르면 채권보

증보험의 2/3는 수익채에 대한 보증이다.20)

지방채의 경우 지자체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21) 미국의 금융보증

보험회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지방채 보증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인 MBIA와 AMBAC의 

18) general obligation bonds(또는 GO).

19) revenue bonds(또는 RB).

20) Rich White(2007) 참조.

21) 1987년부터 1994년 까지 발행된 미국 지방채의 부도율은 평균 0.63% 수준임. Rich White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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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은 각각 2.7조 달러와 1.8조 달러까지 성장했고 FGIC, XL Capital Assurance, 

ACA Capital Holdings 등도 동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

<그림 Ⅱ-3> 2008년 당시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 지급여력, 이익·손실

(단위: 조 USD)

주: 1) 지급여력은 ACPR(adjusted claims paying resources)임.
2) 2008년 7월 17일 기준.

자료: Wells Fargo Advangate Fund(2008).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RMBS(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22)와 같이 다양한 민간 채무를 묶

어 채권으로 발행하는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23)에 대규모 보증을 제공

했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 주택 가격 폭락은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들

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그림 Ⅱ-3> 참조).

2008년 금융위기 시 주요 금융보증보험회사들에게 발생한 손실 규모는 각 회사가 

보증하던 CDO의 부채 규모와 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당시 

AMBAC, MBIA, CIFG, FGIC, SCA 등의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114조 달러 규모의 

CDO를 보증하고 있었고 동 부채 보증에 대해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15~21조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 주거용부동산담보증권.

23) 부채담보부증권(負債擔保附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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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 신용 등급 변화

평가사 날짜 금융보증 회사 신용등급 변화

Fitch 2008. 1. 18 AMBAC AAA ⇒ AA

Fitch 2008. 4. 4 MBIA AAA ⇒ AA

Standard& Poor’s 2008. 6. 6 MBIA AAA ⇒ AA

Moody’s 2008. 6. 19 MBIA AAA ⇒ A2

Fitch, Moody’s 2008 SCA, CIFG, FGIC Below investment grade

자료: Wells Fargo Advangate Fund(2008), “Deterioration of Monolin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Reper-
cussions for Municipal Bonds”.

이와 같은 큰 손실로 인해 CIFG, FGIC, SCA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사업을 더 이

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AMBAC과 MBIA는 현재까지도 금융위기 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4)(<표 Ⅱ-1> 참조).

<그림 Ⅱ-4>는 최근 10년간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와 합산비율을 

보여준다.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2003년부터 2008년 31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당시 다수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잠식으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시장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보험회사

의 보험영업 사업성을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2007년 이전까지 50% 이하의 준수한 수

준을 보였으나 2007~2012년에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여 동 시장의 사업성이 크게 악

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4) Wells Fargo Advangate Fund(2008) 참조. 손해규모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도 채권 

중 회수되는 액수가 변하므로 2008년 보고서는 추정값을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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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미국 금융보증보험 수입보험료와 합산비율

(단위: 백만 USD, %)

주: 1) 합산비율＝(보험금＋사업비용)/보험료 

2) 왼쪽 축 실선은 수입보험료, 오른쪽 축 점선은 합산비율.
자료: Insurance Factbook,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금융보증보험을 포함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채권에 금융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보

강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AA 신용등급의 채

권에 AAA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면 채권의 신용등급이 

AAA가 된다. 그러나 동 금융보증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AAA 미만으로 내려가면 금

융보증보험회사가 제공한 보증이 포함된 채권의 신용등급은 강등된 보증회사의 신

용등급으로 강등되고 이러한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 <표 Ⅱ-1>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이 보증한 채권

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자본을 추가

로 확충해 신용등급을 회복할 때까지 금융보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한 AMBAC과 MBIA의 보증 채무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

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 이후 FSA를 인수한 Assured Guaranty의 보증 채무는 상대

적으로 느리게 감소했다(<그림 Ⅱ-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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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 상위 3개사 보증 채무 규모

(단위: 조 USD)

주: FSA는 2008년 11월 Assured Guaranty에 인수되었음.
자료: Assured Guaranty, AMBAC, MBIA 각사의 연도별 재무제표.

미국 금융보증보험 시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금융위기 기간 중 시장 실패를 

겪은 이후 민간 부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줄이고 지방채에 대한 보증을 중심으로 시

장을 정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금융보증보

험 상위 3개사의 지방채와 기타 보증 채무가 빠르게 감소한 이유는 AMBAC과 MBIA

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두 회사의 보증 능력이 감소해 추가로 금융보증을 제공하

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5)

<그림 Ⅱ-6>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 상위 3개사 보증 채무

(단위: 조 USD)

주: 기타는 민간 채무와 해외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자료: Assured Guaranty, AMBAC, MBIA 각사의 연도별 재무제표.

25) Wells Fargo Advangate Fund(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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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은 2013년 현재 미국의 상위 10개 금융보증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시

장 점유율이다. 2013년 현재 금융위기 당시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한적으로 제공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FSA를 인수한 Assured Guaranty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시장

의 45.3%를 점유하고 있고 그 뒤를 MBIA(21.3%), AMBAC(14.2%) 등이 따르고 있다. 

2013년 현재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미국 금융보증보험 상위 3개사가 시장의 80.8%

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 3개사가 시장에 대해 가지는 지배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 미국 상위 10개 금융보증보험회사 수입보험료·시장 점유율

(단위: 천 USD,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 점유율

1 Assured Guaranty Ltd. 309,915 45.3

2 MBIA Inc. 143,989 21.3

3 AMBAC Financial Group Inc. 95,536 14.2

4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 37,969 5.6

5 Syncora Holdings Ltd. 33,873 5.0

6 Radian Group Inc. 18,086 2.7

7 CIFG Assurance North America Inc. 15,604 2.3

8 Build America Mutual Assurance Co. 13,560 2.0

9 Berkshire Hathaway Inc. 7,033 1.0

10 Stonebridge Casualty Insurance Co. 3,000 0.4

주: 2013년 기준.
자료: 2015 Insurance Factbook,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 금융보증보험 관련 제도

가. 한국

미국 금융당국은 금융보증보험이 사업상 가지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별로 보험감독관협의회26)의 모델법27)에 따라 금융보증보험법을 제정해 이에 따라 

26) 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27) NAIC(2008),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Guideline(http://www.naic.org/store/free/GDL-1626.pdf).



28 경영보고서 2016-2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금융보증보험만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

어 있지 않다.

현행 제도상 손해보험회사들은 민법 제3편 채권의 보증채무, 상법 제4편 보험,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정해진 법규를 기반으로 보증보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재무부가 보증보험사업의 일원화를 지시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보증보험만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28)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채권보증보험 판매를 제한하는 법규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 사업자들에게 발생한 큰 손해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보증보험의 판

매를 중단해 현재 국내에는 보험회사에 의해 채권보증보험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29)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현행법은 채권 보증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

지 않고 보험회사·은행·증권회사 등 금융사업자들에게 채무보증을 부수업무로 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특별법들인 은행법 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3(신용공여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336조(종합금융회사) 

등에 은행과 증권회사가 채무보증을 부수업무로 정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은행, 증권

회사, 보험회사가 모두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30)

28) 재무부(1970. 5. 30), “보험1223-1196호 보증보험 영위의 일원화에 따른 지시” 참조. 현재 일

부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들

과 일부 공제조합(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들이 각각의 특별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증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손해보험회사들은 보증보험·신용보험을 취급할 수 없음.

29)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94%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서울보증보험 간의 양해각서

(MOU)에 사채보증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조항이 존재하나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필요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보증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서

울보증보험은 채권보증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금융보증보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30) 최근 위 법규를 근거로 증권회사가 민간 회사 채권에 대해 제공한 보증의 채무 규모가 

20조 원 규모에 달해 이러한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이 경기 악화 시 일부 증권회사의 재

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매일경제(2015. 11. 5), “채무

보증 느는 중소형 증권사 …금투업계 ‘뇌관’되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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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한국이 금융보증에 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미국 각 

주는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의 모델법을 기초로 해 금융보증보험 특별법을 제정하

고 이에 따라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이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본 장은 미국 각 

주의 금융보증보험법 중 표준으로 자주 활용되는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31)을 간략

히 소개한다.

<표 Ⅱ-3>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의 구성

Section 내용

6901 용어의 정의

6902 조직의 구성 및 요건

6903 준비금의 산정 및 운영

6904 보험 사업 관련 제한사항

6905 약관과 요율

6906 재보험

6907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 방법

6908 타 법의 적용

6909 보험보증기금과의 관계

자료: NY Code-Article 69: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RPORATIONS 참조.

<표 Ⅱ-3>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은 금융보증보험과 금융

보증보험회사 등에 관한 정의(Section 6901), 금융보증보험 사업자가 뉴욕에서 금융

보증보험업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Section 6902), 준비금을 산정하고 운영하는 방법

(Section 6903), 금융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사항(Section 6904), 약관과 요율(Section 

6905), 재보험(Section 6906),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 방법(Section 6907), 타 법의 적용

(Section 6908), 보험보증기금과의 관계(Section 69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NY Code-Article 69: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RPORATIONS(http://codes.lp. 

findlaw.com/nycode/ISC/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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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 요약

Section 6901(용어의 정의)

금융보증보험의 정의
금융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 환율·이자율 변화 등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가치 손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임

금융보증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손해

우연한 물리적 사고에 의한 손해·장비 고장으로 인한 손해·천연자원 
발굴 실패, 금융보증보험 이외의 보험이 담보하는 손해

금융보증회사의 정의 금융보증보험회사는 금융보증보험 상품 판매를 허가받은 사업자를 뜻함

기타 정의
자회사, 총부채, 평균연간보증채무, 담보, 상업용부동산, 소비자채무, 책임
준비금, 정부, 다양한 채권의 정의(자산담보부채권, 지방채, 산업개발채권
(industrial development bonds) 등)

Section 6902(조직의 구성 및 자본 요건)

취급 가능한 상품 잔존가치보험, 법으로 정해진 보증보험과 신용보험

사업 인가를 위한 
제출 서류

판매상품,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회사 경영 방안, 투자 방법 및 감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거래 가능 상품
외환의 지급 또는 수령하는 계약, 금리 파생상품, CDS 및 기타 법이 
정하는 금융 계약이나 상품

자본 요건

금융보증보험회사는 금융보증보험 거래를 위해 PIC(Paid-in Capital) 
250만 달러, PIS(Paid-in Surplus) 7,250만 달러, 
최소잉여자본(minimum surplus) 6,500만 달러를 유지해야 함

동 법이 시행되기 이전 금융보증보험만을 거래하는 금융보증보험회사는 
금융보증보험 거래를 위해 PIC(Paid-in Capital) 250만 달러, 
PIS(Paid-in Surplus) 4,500만 달러를 유지해야 하고 3년 이내에 
동 법이 정하는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Section 6903(준비금의 산정 및 운영)

비상위험준비금

금융보증보험회사는 비기대손실에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고 운영해야 함(법은 각 채권별로 운영해야 하는 비상
위험준비금 규모를 정하고 있음, 상세한 내용은 NY Code-Article 69 참조)
- 비상위험준비금은 재보험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함
- 금융보증보험회사는 감독자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지출 30일 전 
  감독자에 보고 후 지출할 수 있음

지급준비금
금융보증보험회사는 경험에 따른 방법이나 감독자가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준비금을 산출하고 이를 유지해야 함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금융보증보험회사는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을 산출하고 이를 유지해야 함

Section 6904(보험 사업 관련 제한사항)

담보할 수 있는 채권

(A) 지방채
(B) 세입담보채
(C) 산업개발채권
(D) partnership obligation
(E) 각종 자산 담보부채권
(F) 기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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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의 계속

Section 6904(보험 사업 관련 제한사항)

투자부적격 채권 
보증 한도

보험자는 전체 보험가입 채권의 10% 이내에서 투자부적격 채권을 보증할 
수 있음

다수 금융보증보험
회사의 금융보증제공

한 개의 채무에 다수의 금융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 방법과 채무이행 우선순위를 
계약에서 정해야 함

보증한도
금융보증보험회사는 동 법이 정한 단일 채권에 대한 보증한도와 총 
보증한도 내에서만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NY Code-Article 69 참조)

보증한도 초과
보증한도를 초과할 시 초과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보험자는 보증한도 
조정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함, 감독자는 보험자가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보증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음

보험자의 사례 
제공 금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자와 관계된 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됨

Section 6905(약관과 요율)

상품 보고 금융보증보험회사는 상품을 30일 안에 보고해야 함

요율

요율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차별적이지 않게 
산정되어야 함, 또한, 요율은 공정경쟁이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산정되어야 함, 요율의 산정 기준은 요율을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함

Section 6906(재보험)

재보험자
금융보증보험 사업자는 타 금융보증보험 사업자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손해보험 재보험 사업자에게 보험 리스크를 출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보증보험 사업자의 보증한도는 이에 따라 조정됨

Section 6907(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 방법)

적용 방법
감독자가 따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 법 도입 이전에 금융보증보험 
사업을 수행하던 사업자는 Section 6907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도에 
순응해야 함

Section 6908(타 법의 적용)

타 법의 적용
금융보증보험회사는 동 법이 타 보험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동 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Section 6909(보험보증기금과의 관계)

보험보증기금과의 
관계

금융보증보험회사는 보험이 제공된 채무가 보험보증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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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보증보험법은 금융보증보험회사

가 보증보험과 신용보험만을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뉴욕

주에서 금융보증보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타 지역에서도 보증보

험과 신용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각 주가 뉴욕주와 유

사한 금융보증보험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금융보증보험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자는 금융보증보험과 관련 보증·신용보험만을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 각 주가 금융보증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보험만을 취급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금융보증보험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동 보험 시장이 실패

할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타 손해보험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다.32)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에 의하면 금융보증보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자는 

Section 6902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Section 6904에 

따라 보증한도 내에서만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3. 소결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융보증 사업은 유사점을 

가지나, 두 금융보증보험 시장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지방채에 대한 보증으로 사업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까지 크게 증가한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에 의해 다수의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큰 손해를 입은 후 파산을 하거나 신용등

급이 강등되어 동 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발생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

증보험회사들의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 규모는 급격히 감소했고 시장은 다시 지방채

에 대한 보증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32)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금융보증보험 사업자를 모노라인(monoline)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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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한국과 미국의 금융보증보험 시장 전개

이에 반해 민간 회사채에 대한 보증으로 시장이 형성된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시 발생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 금융보증보험이 더 이상 시장에 제공되지 않게 되었다

(<그림 Ⅱ-7> 참조).

미국과 한국의 금융보증보험 시장 변화 추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민간 채무

에 제공되는 금융보증은 금융위기 발생 시 보증회사에 높은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현재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고 현재 미국의 금융보증보험회사들은 공공채권인 지방

채 보증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33)

이와 같은 국내외 현황을 볼 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보증보

험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지단체와 

지방공기업 채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보증보험 시장 개발 가능성을 진단한다.

33) Wells Fargo(2008), “Deterioration of Monolin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Repercussions 

for Municipal Bond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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