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론 1)

1. 공제의 의의 및 기능

공제사업은 사망이나 재해 등 예측불허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

합원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이 사

전에 일정의 금액을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뉴욕주보험법(제4501조(a))상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을 갖추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오로지 조합원 및 공제금

수취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조직·운영되는 법인조직의

조합(society), 교단(ord er), 또는 중앙회(suprem e lod ge)로서

중앙회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며 또한 대표 운영방식으로 공

제금, 연금 또는 그 양자의 지금의무를 지는 자 를 말함.

공제는 운영주체, 준거법률, 가입대상 등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지

만, 다수의 경제주체가 갹출금을 부담하고 경제적 재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집단적 위험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

험과 본질을 같이하고 있음.

－ 이러한 특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리사단법인, 비영

리사단법인, 공제 등을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 우리 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를 주식

회사 및 상호회사로 한정하고 공제나 협동조합보험 등을 보험

사업이 아닌 유사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32개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험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미국에서는 공제의 기능을 첫째 위험담보기능(뉴욕주 보험법 제

4501조), 둘째 금융적 기능1)(동법 제1403조), 셋째 우애, 교육, 구

제(동법 제4502조)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음.

보험사업의 초기사상이 상호주의였다는 점에서 공제사업과 기초

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불특정다

수를 대상으로 한 영리주의의 보험사업이 번성하면서 공제는 민

영보험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조합원 상호구제의 방안으로 발

달되어 왔음.

－ 반면, 국내 유사보험의 경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였으며, 공제금액이 고액화 되면서 상호

부조 성격이 퇴색되는 등 민영보험과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

로 가격경쟁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표 Ⅰ- 1> 국내 민영보험 및 공제제도 비교

구 분 보 험 공 제

법적근거 보험업법 특별법 또는 민법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특별법에서 정한 주무부서

가입대상 불특정다수 조합원(또는 불특정다수)

판매채널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 등 조합원

법인의 구성원 주주(주주≠계약자) 조합원(조합원=계약자)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총회

가입목적 위험의 전가 상호부조

잉여금귀속 주주 조합원

손·생보 겸영 겸영불가 겸영가능

책임준비금규제 보험업법 적용 공제기관별로 달리 적용

1) 미국은 공제조합의 자산운용에 대해 보험법 투자조항의 일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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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제 등 유사보험의 분류

우리 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제회의 공제

와 협동조합의 공제를 서로 다른 사업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보험사업은 보험법 또는 관련법률 상

의 비영리단체가 영위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업 영위의 한

주체로서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공제는 특정지역, 특정업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영

위하는 보험사업으로서, 이를 조합(society)라는 법적 용인 아

래 영위되고 있음.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협동조합의 보험을 본질적으로 민영보험

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회사 방식을 통하여 보험법상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의 경우 보험법 상 공제 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협동조합단체인 N ationw id e Group 및 캐나다 유일의

협동조합인 Th e Canadian Coop erative Association의 경우 보

험법상의 보험사업 허가를 받아 자회사 방식을 통해 보험사업

을 영위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협동조합공제 및 비협동조합공제 모두 공제조합법

(Frien dly Society Act)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법률체계가 보험제도권 밖이지만 보험법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일본의 영향을 받아 공제사업과 협동조합을 동

일시하여 공제 라는 명칭하에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바, 국내 32

개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험을 근거법규 및 운영형태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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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표 Ⅰ- 2>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현황 (2001년)

(단위 : 억원, 명)

공제명
취급업무 비조합원

가입여부
자산

수입

공제료

조합원수
(단체포함)

보험업법

적용배제주 )
생보 손보 보증

농업협동조합 ○ ○ × ○ 178,506 72,629 2,406,171 1
수산업협동조합 ○ ○ × ○ 7,740 4,534 164,874 1
새마을금고 ○ ○ × ○ 14,846 7,372 12,417,000 1
신용협동조합 ○ ○ × ○ 6,770 2,147 5,371,919 1
우체국보험 ○ × × ○ 177,469 56,481 - 2
대한교원공제 ○ × × × 2,525 67 67,884 2
대한의사협회공제 × ○ × × 28 13 6,670 2
학교재해복구공제 × ○ × × 907 63 10,619 2
한국지방재정공제 × ○ × × 869 81 248 2
한국해운공제 × ○ × × 224 190 1,189 2
한국선주상호보험 × ○ × × 52 37 71 3
전국택시공제 × ○ × × 2,977 1,987 1,792 1
전국버스공제 × ○ × × 4,655 1,549 460 1
전국개인택시공제 × ○ × × 835 776 120,353 1
전국화물자동차공제 × ○ × × 3,087 1,774 7,409 1
전국전세버스공제 × ○ × × 155 292 1,151 1
조선공업협동조합 × × ○ × 17 0.04 119 2
건설공제 × × ○ × 35,397 645 5,454 1
전문건설공제 × × ○ × 20,952 304 28,899 1
부동산중개업협회 × × ○ × 149 90 38,910 2
소프트웨어공제 × × ○ × 727 15 742 2
엔지니어링공제 × × ○ × 1,054 97 1,232 2
기계공제 × × ○ × 458 45 208 2
정보통신공제 × × ○ × 1,755 12 3,590 2
전기공사공제 × × ○ × 3,734 21 3,810 2
군인공제 × × × × 17,608 3,046 139,357 2
대한소방공제 × × × × 777 427 19,923 2
대한지방행정공제 × × × × 10,782 1,557 192,101 2
세우회 × × × × 566 73 14,574 2
경찰공제 × × × × 5,276 0.8 85,159 2
철도청공제 × × × × 462 462 21,369 2
담배인삼공제 × × × × 154 3 4,980 2
관우회 × × × × 142 - 1,641 2

주 : 1) 보험업법 제외를 명시적으로 규정
2) 공제에 대하여 공제규정 및 민법에 따라 적용
3)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경우 보험업법 준용 조항이 다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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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3>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분류

구 분 대 상 기 관 기관수

주요 공제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
제, 우체국보험

5

기
타
공
제

생명 대한교원공제

20

보증

건설공제, 기계공제, 부동산중개업협회, 소프
트웨어공제, 엔지니어링공제, 전기공사공제,
전문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조선공업협동조
합공제

육운
전국개인택시공제, 전국버스공제, 전국전세버
스공제, 전국택시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일반
손해

대한의사협회공제, 학교재해복구공제, 한국선
주상호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 한국해운공제

회비제 공제
경찰공제, 관우회, 군인공제, 담배인삼공제, 대
한소방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 세우회, 철도
청공제

8

먼저 근거법률을 기준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제와

민법에 의거 설립·운영되는 공제로 양분할 수 있음.

－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제 : 농협공제, 수협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기관.

－ 민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제 : 담배인삼공제, 학교재해복

구공제, 세우회, 철도청공제, 관우회 등.

운영형태에 따라 공제기관을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불특정다수(일반인)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공제 : 농

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및 우체국보험.

－ 조합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타 공제 : 대한교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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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건설공제 등 20개 공제기관.

－ 사우회적 성격을 가지고 공제료 대신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비

제 공제 : 경찰공제, 관우회 등 8개 공제기관.

조합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타 공제의 경우 공제기관

의 운영사업에 따라 생명공제, 보증공제, 자동차공제, 일반손해공

제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공제기관 그룹중 주요 공제의 비중이 가장 커서 2001년 수입공제

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체국보험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

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공제기관의 비중이 91.4%로

전체 공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

－ 반면, 전체 공제기관의 총자산 중 주요 공제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6.9%로 수입보험료 비중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표 Ⅰ- 4> 공제기관 그룹별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2001년)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공제료 총자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요 공제 143,162 91.4% 385,330 76.9%

기타 공제 8,058 5.1% 80,557 16.1%

회비제 공제 5,496 3.5% 35,060 7.0%

합 계 156,716 100.0% 500,947 100.0%

주 : 1) 주요 공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 우체국의 실적임
2) 기타 공제는 전국택시공제 등 20개 공제기관의 실적임
3) 회비제 공제는 군인공제 등 6개 공제기관의 실적이며(세우회 및

관우회는 자료 미제출로 제외), 보험료는 연회비 규모임

2) 세우회 및 관우회 실적이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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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 공제 현황

가. 개황

우리 나라 공제제도는 1915년 일제하 지방금융조합의 화재공제를

그 효시로 볼 수 있음.

－ 그 후 1919년 경북축산조합연합회의 축우(畜牛)공제 그리고

1928년 소농을 대상으로 한 권농(勸農)공제조합의 설립 등이

있었으나, 근대적인 공제사업의 시작은 1961년 농업협동조합

의 설립을 기점으로 볼 수 있음.

국내 대부분의 공제기관은 특정 지역, 직종, 단체 등 조합원의 자

격을 제한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반면,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및 우체

국보험의 경우 비조합원들의 공제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세우회 및 관우회를 제외한3) 국내 30개 공제기관과 우체국보험

의 2001년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규모는 각각 156,716억원 및

500,947억원으로 각각 민영 보험산업의 23.8% 및 28.5%에 달하고

있음.

회비제 공제를 제외한 24개 공제기관과 우체국보험의 2001년 수

입공제료 규모는 15조 1,221억원으로 전체 공제 실적의 96.5%에

달함.

－ 최근 5개년 민영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연평균 0.2%

의 정체를 보인 반면, 공제 등 유사보험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3) 세우회 및 관우회는 자료 미제출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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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5> 유사보험 및 민영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금액 비중 증가율

공

제

기

관

주요

공제

생명 70,053 87,569 101,724 172,256 140,347 114,390 15% 19.0%

손해 863 824 1,240 2,068 2,816 1,562 0% 34.4%

소계 70,916 88,393 102,964 174,324 143,162 115,952 15% 19.2%

기타

공제

생명 24 29 33 42 67 39 0% 29.8%

손해 8,367 8,189 6,906 6,820 7,991 7,655 1% -1.1%

소계 8,391 8,219 6,939 6,863 8,058 7,694 1% -1.0%

소계

생명 70,077 87,598 101,758 172,299 140,414 114,429 15% 19.0%

손해 9,230 9,013 8,145 8,888 10,807 9,217 1% 4.0%

소계 79,307 96,612 109,903 181,187 151,221 123,646 16% 17.5%

민영

보험사

생보 489,559 463,904 467,554 516,538 473,643 482,240 63% -0.8%

손보 163,183 142,536 144,524 164,784 184,094 159,824 21% 3.1%

소계 652,742 606,440 612,078 681,322 657,737 642,064 84% 0.2%

총계

생명 559,636 551,503 569,312 688,836 614,057 596,669 78% 2.3%

손해 172,413 151,549 152,669 173,673 194,901 169,041 22% 3.1%

총계 732,049 703,052 721,981 862,509 808,958 765,710 100% 2.5%

주 : 1) 사업연도기준 [유사보험(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2) 주요 공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 우체국의 실적임(농협의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3) 기타 공제는 전국택시공제 등 20개 공제기관의 실적이며, 회비제 운영

공제기관인 군인공제 등 8개 기관의 실적은 제외하였음
4) 민영 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5) 민영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실적임
6) 기타 공제의 생명공제 실적은 교원공제회의 실적임

불특정 다수의 공제가입이 가능한 농협 등 주요공제 만의 2001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14조 3,162억원으로 전체 공제기관 수입공제

료의 대부분인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영 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의 21.8%에 달하고 있음.

－ 주요 공제기관의 총자산 역시 연평균 27.5%의 증가를 보여 민

영 보험산업의 총자산 증가률 12.2%에 비하여 15.3%p 높은 성

장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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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6> 유사보험 및 민영보험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금액 비중 증가율

공제
기관

주요 145,853 163,966 211,134 304,645 385,330 242,186 14% 27.5%

기타 69,899 74,571 78,232 78,519 80,557 76,356 5% 3.6%

소계 215,752 238,537 289,366 383,164 465,887 318,541 19% 21.2%

민영
보험사

생명 909,209 922,985 1,102,953 1,207,300 1,430,340 1,114,557 66% 12.0%

손해 199,440 224,295 264,708 280,490 327,267 259,240 15% 13.2%

소계 1,108,649 1,147,280 1,367,661 1,487,789 1,757,607 1,373,797 81% 12.2%

총계 1,324,401 1,385,817 1,657,027 1,870,953 2,223,494 1,692,338 100% 13.8%

주 : 1) 사업연도기준 [유사보험(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2) 주요 공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 우체국의 실적임(농협의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3) 기타 공제는 전국택시공제 등 20개 공제기관의 실적이며, 회비제 운영

공제기관인 군인공제 등 8개 기관의 실적은 제외하였음
4) 민영 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5) 비중은 공제기관 및 민영보험사 총계에 대한 비중임
6) 5개년 평균은 회비제 공제기관의 실적을 제외한 것임

<그림 Ⅰ- 1> 민영보험 및 유사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주 : 1)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2) 유사보험 실적은 회비제 공제를 제외한 주요 및 기타공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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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기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8년의 경우 민영 보

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7.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공제 등 유사보험은 21.8%의 성장을 지속하였음.

2001년 GDP대비 유사보험의 수입공제료 비중은 2.77%로 민영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insurance p enetration) 12.07%에 비하여

9.29%p 낮게 나타남.

<표 Ⅰ- 7> 유사보험 및 민영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

(단위 : 십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공제
산업

공제료 7,931 9,661 10,990 18,119 15,122

침투도 1.75 % 2.17% 2.28 % 3.47% 2.77%

민영
보험

보험료 65,274 60,644 61,208 68,132 65,774

침투도 14.40% 13.65 % 12.68 % 13.05 % 12.07%

총계
보험/ 공제료 73,205 70,305 72,198 86,251 80,896

침투도 16.15 % 15.82 % 14.96% 16.52 % 14.84 %

국내총생산(GDP) 453,276 444,367 482,744 521,959 545,013

주 : 1) 사업연도기준 [유사보험(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2) 축협의 실적은 2000년 이후에만 포함되어 있음
3) 군인공제 등 회비제 운영 공제기관(8개)의 실적은 제외하였음
4) 민영 보험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5) 민영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실적임
6) 2001년 GDP는 추정치임

나. 생명공제

회비제 공제를 제외한 생명공제 기관들4)의 2001년 수입공제료

실적은 14조 414억원으로 민영 생보산업 수입보험료의 29.6%에

달하고 있음.

4)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 및 교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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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8>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주

요

생

명

공

제

농협
공제료 32,720 42,453 43,265 71,371 72,046 52,371

(%) 6.7% 9.2% 9.3% 13.8% 15.2% 10.9%

수협
공제료 1,079 1,781 2,286 3,541 3,977 2,533

(%) 0.2% 0.4 % 0.5% 0.7% 0.8% 0.5%

새마을
금고

공제료 6,632 6,915 6,767 8,396 5,888 6,920

비 중 1.4% 1.5% 1.4% 1.6% 1.2% 1.4 %

신협
공제료 1,301 1,220 1,251 1,662 1,956 1,478

(%) 0.3% 0.3% 0.3% 0.3% 0.4 % 0.3%

우체국
보험

공제료 28,321 35,200 48,155 87,286 56,481 51,089

(%) 5.8% 7.6% 10.3% 16.9% 11.9% 10.6%

소계
공제료 70,053 87,569 101,724 172,256 140,347 114,390

(%) 14.3% 18.9% 21.8% 33.3% 29.6% 23.7%

민영 생보 489,559 463,904 467,554 516,538 473,643 482,240

주 : 1) (%)은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공제(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농협의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4)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교원공제를 제외한 주요 공제기관들 생명공제 부문 2001년 수입

공제료 규모는 14조 34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민영 생보산업 수

입보험료 대비 비율은 1997년 14.3%에서 2001년 29.6%로 지속적

인 비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우체국보험의 실적이 급증했던 2000년의 경우 주요 공

제기관들의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규모는 민영 생명보험 산업

의 1/ 3 수준에 근접하는 실적을 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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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9> 생명공제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주
요

공
제

농 협
총자산 68,485 78,485 97,916 131,874 178,506 111,053

(%) 7.5% 8.5% 8.9% 10.9% 12.5% 10.0%

수 협
총자산 2,397 2,949 4,322 5,962 7,740 4,674

(%) 0.3% 0.3% 0.4 % 0.5% 0.5% 0.4 %

새마을
금 고

총자산 11,276 11,720 12,484 13,405 14,846 12,746

(%) 1.2% 1.3% 1.1% 1.1% 1.0% 1.1%

신 협
총자산 4,051 4,261 4,795 5,577 6,770 5,091

(%) 0.4 % 0.5% 0.4 % 0.5% 0.5% 0.5%

우체국
보 험

총자산 59,643 66,551 91,616 147,827 177,469 108,621

(%) 6.6% 7.2% 8.3% 12.2% 12.4% 9.7%

소 계
총자산 145,853 163,966 211,134 304,645 385,330 242,186

(%) 16.0% 17.8% 19.1% 25.2% 26.9% 21.7%

민영 생보 총자산 909,209 922,985 1,102,953 1,207,300 1,430,340 1,114,557

주 : 1) (%)은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공제(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농협의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4)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5) 주요 공제기관은 생명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지만 손해공제 실

적이 전체 공제실적의 2%에 불과한 바, 이를 고려하지 않음

총자산 역시 수입공제료 증가세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

는데, 경찰공제 등 회비제 공제기관을 제외한 생명공제 기관들의

2001년 총자산 규모는 38조 7,856억원으로 민영 생명보험 산업의

총자산 143조 340억원의 27.1%에 달하고 있음.

반면, 주요 공제기관의 2001년 총자산5) 규모는 38조 5,330억원으

로 민영 생명보험 산업의 26.9%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5) 주요 공제산업은 생명 및 손해공제 사업을 겸영하고 있지만 총자산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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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생보산업의 총자산 대비 주요 공제기관들의 총자산 규모

는 1997년 16.0%에서 2001년 26.9%로 증대되었음.

<그림 Ⅰ- 2> 민영생보 및 주요공제 총자산 추이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다. 손해공제

2001년 전체 손해공제 기관의 수입공제료 규모는 1조 807억원으

로, 민영 손해보험 산업 FY' 01 원수보험료 18조 4,094억원의

5.9%에 불과함.

교원공제회를 제외한 기타 공제기관들이 모두 손해공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요 공제기관들의 실적이 생명공제에 치중된

결과 2001년 전체 공제사업 수입보험료에서 손해공제 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함.

농협 등 주요 공제기관의 손해공제 실적을 제외한 19개 기타 손

해공제 기관의 2001년 수입공제료 실적은 7,991억원으로 민영 손

해보험 산업의 4.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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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0> 손해공제 수입공제료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손
해
공
제

기타
손해
공제

육운
공제(5)

공제료 7,550 7,249 5,713 5,425 6,378 6,463
(%) 4.6% 5.1% 4.0% 3.3% 3.5% 4.0%

보증
공제(9)

공제료 600 704 938 1,084 1,229 911
(%) 0.4 % 0.5% 0.6% 0.7% 0.7% 0.6%

일반
손해(5)

공제료 218 237 256 311 384 281
(%) 0.1% 0.2% 0.2% 0.2% 0.2% 0.2%

소계
(19)

공제료 8,367 8,189 6,906 6,820 7,991 7,655
(%) 5.1% 5.7% 4.8% 4.1% 4.3% 4.8%

주요공제(4)
공제료 863 824 1,240 2,068 2,816 1,562

(%) 0.5% 0.6% 0.9% 1.3% 1.5% 1.0%

합계(23)
공제료 9,230 9,013 8,145 8,888 10,807 9,217

(%) 5.7% 6.3% 5.6% 5.4% 5.9% 5.8%
민영 손보 원수보험료 163,183 142,536 144,524 164,784 184,094 159,824

주 : 1) (%)는 민영 손보 원수보험료 대비 비율임
2) 주요공제는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의 손해공제 실적임(농협의 2000

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3) 민영 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그림 Ⅰ- 3> 민영손보 및 손해공제 수입공제료 추이

주 :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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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타 손해공제 기관들의 2001년 총자산 규모는 7조 8,031억

원으로, 민영 손해보험 산업의 FY' 01 총자산 32조 7,267억원의

23.8%에 달함.

－ 세우회 및 관우회를 제외한 국내 30개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

험의 2001년 총자산에서 손해공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수입공제료 비중 6.9%에 비하여 8.7%p 높게 나타남6).

1) 육운공제

국내 5개 육운공제 기관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을 인가를 받아 설립

되며, 다음과 같은 조직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육운공제는 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차

종 및 소유형태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Ⅰ- 4> 육운공제 조직 구조

육운공제는 기타 손해공제 기관들 중 수입보험료 비중이 가장 커

서 19개 손해공제 기관의 수입보험료에서 5개 육운공제가 차지하

는 비중은 79.8%에 달하고 있음.

6) 농협 등 주요 공제기관들은 생명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지만 손해공제

실적이 전체 공제실적의 2%에 불과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실적이며, 주요

공제기관들의 손해공제 해당 자산을 감안할 경우 실제 비율은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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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제기관들의 손해공제 실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육운

공제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59.0%에 달하고 있음.

<표 Ⅰ- 11> 손해공제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평균

손

해

공

제

육운
공제

총자산 12,621 13,806 12,262 11,597 11,710 12,399

(%) 6.3% 6.2% 4.6% 4.1% 3.6% 4.8%

육운

이외

총자산 53,759 56,758 62,332 63,710 66,322 60,576

(%) 27.0% 25.3% 23.5% 22.7% 20.3% 23.4 %

소계
총자산 66,380 70,563 74,594 75,307 78,031 72,975

(%) 33.3% 31.5% 28.2% 26.8% 23.8% 28.1%

민영 손보 총자산 199,440 224,295 264,708 280,490 327,267 259,240

주 : 1) (%)은 민영 손보산업 총자산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공제(CY) : 1월∼12월 / 민영손보(FY) : 4월∼3월]
3) 민영 손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부문이 제외된 실적임
4) 주요 공제기관은 생명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지만 손해공제 실

적이 전체 공제실적의 2%에 불과한 바, 이를 제외하였음

손해공제 기관 중 수입공제료 비중이 가장 큰 육운공제의 총자산

규모는 민영 손보산업의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육운공제의 2001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손해율 및 사업비

율이 각각 83.9% 및 19.8%로 103.7%의 합산비율을 보이고 있음

－ 차종별 경과공제료 규모를 살펴보면 택시 관련 공제가 43.3%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비중은 각각 28.9% 및 27.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총자산 규모는 버스 관련 공제 비중이 41.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택시 및 화물자동차 비중은 각각 32.6% 및 26.4 %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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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2> 2001년 육운공제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경과분담금 및
경과공제료

지급공제금 사업비
총자산

금액 손해율 금액 비율

택시공제 1,987 1,531 77.1% 388 19.5% 2,977

개인택시공제 776 585 75.4% 145 18.8% 835

버스공제 1,549 1,232 79.5% 210 13.5% 4,655

전세버스 292 304 104.4% 26 8.8% 155

화물공제 1,774 1,696 95.6% 493 27.8% 3,087

총 계 6,378 5,348 83.9% 1,262 19.8% 11,710

<그림 Ⅰ- 5> 자동차공제 수입공제료 비중

2) 보증공제

국내 보증공제 기관으로는 건설공제, 기계공제 등 9개 공제기관

이 있으며, 2001년 보증공제 기관의 총 수입공제료 규모는 1,229

억원으로 전체 손해공제 실적의 11.4 %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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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농협 등 주요 공제기관의 실적

을 제외한 기타 손해공제 실적에서 보증공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Ⅰ- 13> 손해공제 수입공제료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기타
손해
공제

보증
공제

공제료 600 704 938 1,084 1,229 911

비 중 6.5% 7.8% 11.5% 12.2% 11.4 % 9.9%

육운
공제

공제료 7,550 7,249 5,713 5,425 6,378 6,463

비 중 81.8% 80.4% 70.1% 61.0% 59.0% 70.1%

일반
손해

공제료 218 237 256 311 384 281

비 중 2.4% 2.6% 3.1% 3.5% 3.5% 3.0%

소계
공제료 8,367 8,189 6,906 6,820 7,991 7,655

비 중 90.7% 90.9% 84.8% 76.7% 73.9% 83.1%

주요공제
공제료 863 824 1,240 2,068 2,816 1,562

비 중 9.3% 9.1% 15.2% 23.3% 26.1% 16.9%

손해공제 계 9,230 9,013 8,145 8,888 10,807 9,217

주 : 1) 비중은 손해공제 전체 실적 대비 비중임
2) 주요 공제는 농협, 수협, 새마을 및 신협의 손해공제 실적임

반면, 2001년 기타 손해공제 기관들의 총자산에서 보증공제 기관

이 차지하는 비중은 8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보증공제 기관의 사업 중 보증공제 자산이 신용사업(융자)

등과 분리되지 않고 합산된 데 따른 요인이 크다고 하겠음.

2001년 민영 보험산업 총자산 대비 보증공제 총자산 비율은

19.6%로 보증공제의 금융·경제적 영향이 타 공제사업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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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4> 기타 손해공제 총자산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보증
공제

공제료 52,431 55,314 60,806 61,868 64,243 58,932
비 중 79.0% 78.4 % 81.5% 82.2% 82.3% 80.8%

육운
공제

공제료 12,621 13,806 12,262 11,597 11,710 12,399
비 중 19.0% 19.6% 16.4 % 15.4% 15.0% 17.0%

일반
손해

공제료 1,328 1,444 1,526 1,842 2,079 1,644
비 중 2.0% 2.0% 2.0% 2.4% 2.7% 2.3%

기타 손해공제 계 66,380 70,563 74,594 75,307 78,031 72,975

주 : 1) 비중은 기타 손해공제 실적 대비 비중임
2) 주요 공제기관은 생명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지만 손해공제

실적이 전체 공제실적의 2%에 불과한 바, 이를 제외하였음

4 . 감독제도

국내 공제기관들은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인가 및 감

독을 받고 있음.

－ 보험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함에 따

라 국내 진출 외국보험사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농협공제 등 11개7) 공제기관들은 근거법률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 반면, 신용사업을 겸영하는 공제기관들의 경우 신용사업에 대

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준용하고 있음.

7)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전국택

시공제, 전국개인택시공제, 전국전세버스공제, 전국버스공제, 건설공제, 전문

건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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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5> 주요 공제기관의 근거법률 및 타 법률과의 관계

공제
기관

근거
법률 보험업법 관련 규정 은행법 관련 규정

농협
공제

농업
협동

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
제)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
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
중략>...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
용한다

수협
공제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14조의2 (다른 법률의 적
용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중략>... 및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
용한다

새마을
금고
공제

새마을
금고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
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
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협
공제

신용
협동

조합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
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78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
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
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농협 등 불특정다수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험의 경우 각각의 근거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인가 및

감독(우체국보험의 경우 국회 및 감사원)을 받고 있음.

주요 공제기관들은 타 사업과의 구분계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생명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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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6> 공제기관별 근거법규 및 감독기관

공 제 명 조합설립 근 거 법 률 감독기관

농업협동조합 1961.10 농업협동조합법 농림부
수산업협동조합 1962. 4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 1990.12 새마을금고법 행정자치부
신용협동조합 1960. 5 신용협동조합법 금융감독위원회
우체국보험 1929.10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정보통신부
대한교원공제 1971. 3 대한교원공제회법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해운공제 1961. 7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학교재해복구공제 1948. 8 민법 제32조 교육인적지원부
한국지방재정공제 1964. 9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전국택시공제 1979.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건설교통부
전국버스공제 1981.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건설교통부
전국개인택시공제 1993.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건설교통부
전국화물자동차공제 1981.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 건설교통부
전국전세버스공제 1997.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건설교통부
대한의사협회공제 1981.11 의료법제28조의2 보건복지부
한국선주상호보험 2000.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건설공제 1963.1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건설교통부
전문건설공제 1988.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건설교통부
엔지니어링공제 1990.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6조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공제 1998.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7조 정보통신부
기계공제 1986.11 산업발전법 제40조 산업자원부
정보통신공제 1988.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부
전기공사공제 1983.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자원부
부동산중개업협회 1991. 6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건설교통부
조선공업협동조합 1987. 6 산업발전법 제40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군인공제 1984. 2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대한소방공제 1984.10 대한소방공제회법 행정자치부
대한지방행정공제 1952.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자치부
세우회 1966.11 민법 제32조 국세청
경찰공제 1989. 7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철도청공제 1925. 4 민법 제32조 철도청
담배인삼공제 1972. 9 민법 제32조 재정경제부
관우회 1964. 5 민법 제32조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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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7> 주요 공제 및 유사보험의 감독제도

구 분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사업주체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업종
조합, 중앙회

지구별·업종
별 수협,

수산물가공협
, 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신용협동
조합

정부
(정보통신부)

인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행자부장관 금감위원장 정통부장관

법적근거
농협법

(제57조 등)
수협법

(제65조 등)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신협법

(제39조)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구분계리
법상규정

있음
법상규정

있음
법상규정

있음
법상규정

있음
법상규정

있음

책임준비금
규제 등

보험사와
유사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와
유사

관련 규정
없음

자산운용
규제

보험사와
유사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모집규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검사권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행자부장관

(금감위 협의)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국회,
감사원

업무개선
명령권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행자부장관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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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들은 기타 공제기관들에 비하여 세부적인 감독제도

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제기관별로 근거법률 및 공제규정

이 상이하여 책임준비금 및 자산운용 규제 수준 및 범위에 있어

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감독 관련 규정들이 보험업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

만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특히, 모집규제의 경우 극히 단순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상품공시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육운공제 기관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및 감독을 받

고 있음.

육운공제들의 각종 감독규제는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는 육운공제의 운영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육운공제 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자산을 현·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01년 육운공제 기관들의 총자산 대비 현·예금 비중은 평균

73% 정도 수준이며, 운용자산 대비 비중은 90%를 초과하고

있음.

<표 Ⅰ- 18> 육운공제 총자산 대비 현·예금비중 (2001년)

(단위 : 억원)

구 분 택 시 개인택시 버 스 전세버스 화물 합계

현예금
금액 2,392 589 3,001 145 2,425 8,551

비중 80.4% 70.5% 64.5% 93.3% 78.5% 73.0%

총자산 2,977 835 4,655 155 3,087 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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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9> 육운공제 기관의 감독제도

구 분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화물공제

사업주체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화물공제

인가 건설교통부 좌동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제36조)

구분계리 법상규정 있음 해당사항 없음

책임준비금
규제 등

보험사와 유사 좌동

자산운용
규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관련 규정 없음

모집규제 관련 규정 없음 좌동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규정 없음

좌동

검사권 건설교통부장관 좌동

업무개선
명령권

건설교통부장관 좌동

보증 및 기타 공제 기관들의 경우 민영 보험산업 및 주요 공제기

관들에 비하여 한층 단순한 형태의 감독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일부 공제기관들의 경우 구분 계리를 명확히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집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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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20> 보증 및 기타공제 기관의 감독체계

구 분
정보통신

공제
건설공제

전문건설
공제

전기공사
공제

교원공제 해운공제
부동산
공제

사업
주체

정보통신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

전기공사
공제조합

교원
공제조합

한국해운
조합

부동산중
개업협회

인가
정통부
장관

건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해수부
장관

건교부
장관

법적
근거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등)

건설산업
기본법

(제54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54조)

전기공사
공제조합

법

대한교원

공제회법

한국해운
조합법

부동산
중개업법

(제35조의2)

구분
계리

미시행
(신용/ 보증)

미시행
(신용/ 보증)

미시행
(신용/ 보증)

법상규정
있음

없음
법상규정

있음
법상규정

있음

책임준비금
규제 등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있음

자산
운용
규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

모집
규제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연차
보고서
작성·
공시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재무제표
공시

상품공시
규정 없음

검사권
정통부
장관

건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해수부
장관

건교부
장관

업무개선
명령권

정통부
장관

건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해수부
장관

건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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