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주요 공제기관

1. 농협공제

가. 연혁

농협공제는 1915년 일제하 지방금융조합의 화재공제를 그 시초로

볼 수 있음.

1965년 생명공제사업의 실시를 계기로 공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

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농협사업 중에서 공제사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음.

농협공제는 1977년 체신부로부터 국민생명보험 인수 그리고 1980

년 이후 보장성 공제 및 질병·상해공제 개발 등을 통해 양적 성

장을 지속하고 있음.

<표 Ⅱ- 1> 농협공제 주요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61. 7. 29
1961. 8. 15
1961. 10. 10
1965. 8. 10
1969. 1. 1
1974. 6. 26
1977. 1. 1
1979. 7. 1
1984. 10. 26
2000. 7. 1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종합농협 발족
농협 화재공제 업무 개시
생명공제사업 개시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ICMIF) 가입
산림화재공제 개시
체신부 국민생명 인수
공제사고심의위원회 설치
연금공제 실시
농협, 축협 및 인삼협중앙회 통합



주요 공제기관

2000년 7월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됨 따라 농협공제가 공제업무를 승계 하였음.

나. 근거법령 및 감독제도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설립8)되며, 동 법에 근거하여 각종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

조 및 제111조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동 법 제

134조에 사업범위가 각각 규정되어 있음.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육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

제사업, 복지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 신용사업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농협중앙회에 의하여 수행

되며, 지역 및 품목조합의 경우 여·수신, 내국환, 보호예수

업무를, 농협중앙회의 경우 농어촌자금지원, 은행, 신탁 및 카

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공제사업의 경우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농협중앙회에 의하여

수행되며,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 설립에 대한 인가권자는 농림부장관

이며, 공제사업 등 일반업무에 대한 감독은 농림부의 소관업무임.

－ 반면,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 적용 역시 차이를 보여 신용사업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

11조(다른 법률의 적용등)에 따라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

하고 있는 반면, 공제사업의 경우 동 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

용배제)에 보험업법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음.

8)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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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개선권고·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운영하고 있음.

－ 보험업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을 농림부에 정기적

으로 보고하고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품공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다. 상품 및 조직

농협공제는 현재 생명공제 14종 그리고 손해공제 10종의 상품을

판매 중에 있음.

농협의 조직은 금융점포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회 조직

948개소와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 구성된 회원조합 4,061개소

로 구성되어 있음.

공제상품은 중앙회 영업점,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공제보급단의

임·직원 및 공제상담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농협 임직원(대표이사 및 감사 제외), 공제모집인, 기타 신용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만이 공제계약을 모집할 수 있음9).

농협공제는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제전용사

무소인 공제보급단 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공제보급단은 공제모집인을 위촉하여 공제모집을 할 수 있음.

공제계약에 대한 모집규제는 보험업법 상의 보험모집 규제에 비

하여 단순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9) 공제규정 제6조(공제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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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농협공제 상품 현황

종 류 상 품 주 요 특 징 판매일

생
명
공
제

(14)

고객안심 재해사망, 교통재해 1997
큰만족보장 사망, 장해 (예금, 적금, 신탁) 2000
단체보장 재해사망, 장해 (예금, 적금, 신탁) 2000
농업인안전 농작업재해 및 농기계사고 2000
트리플에이연금 노후보장 및 세금혜택 2001
새희망공제Ⅱ 양로형 확정금리 상품 2001
아름드리저축 금리연동형 저축성 2001
슈퍼재해안심 재해상해, 사망 2001
참사랑교통안전 교통상해, 사망 2001
0570암공제 암치료 중점 보장 2001
아나파튼튼Ⅱ 질병치료, 장기간병 2001
하나로가족보장 가족의 재해, 질병, 재산손해 2001
하나로종신보장 종신보장 2001
내리사랑아이 어린이 전용상품(재해, 암 등 보장) 2002

손
해
공
제

(10)

일반화재
내집사랑화재
큰만족종합공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1961
1998
2002

신원보증 업무상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1983
현금도난 현금 및 유가증권 피탈 사고 1990
가축공제 소·말·돼지의 불의사고 및 절박도살 1997
농산물유통종합 농산물의 운송, 유통 중에 발생하는 피해 1998
농기계종합Ⅱ 농기계로 인한 농기계 및 인명피해 2000
채무이행보증 임차보증권 및 대출금 불이행 손해보장 2001
농협여행공제 국내외 여행중 발생한 상해손해 2001

<표 Ⅱ- 3> 농협 조직현황

(단위 : 개)

중앙회 회원조합
합계

금융점포
사내분사·
판매장 등

지역조합 품목조합

856 92 3,741 320 5,009

자료 : http :/ / www .nonghyup .com/ aboutnacf/ financial/ financial_03.jsp
주 : 1)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17개소)를 제외한 것임

2) 2002년 2월 28일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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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농협공제 모집인 현황 (200 1년 말)

(단위 : 명)

사업주체
공제보급단 합 계

중앙회 회원농협 소 계

350 328 678 575 1,253

농협중앙회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05조, 제110조 및 제11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

지만, 동 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이 아닌 경우라도 농협의 신용 및 공제사업 이용이 가능함.

최근 5개년간 조합원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인 반면, 임직원 수는

연평균 6.4 %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0년 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과의 통합을 고려할 경

우 임직원 수의 실질적인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하겠음.

<표 Ⅱ- 5> 농협공제 조합원 및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조합원
단체회원 1,539 1,456 1,383 1,387 1,383

조합원 2,312,374 2,360,288 2,383,083 2,381,643 2,406,171

임직원

임원 14 14 13 24 20

직원
87,018

(17,848)
82,590

(16,975)
66,405

(13,505)
67,565

(16,334)
66,665

(15,742)

계 87,032 82,604 66,418 67,589 66,685

주 : 1) ( )는 농협중앙회 인원임
2) 2000년 이후는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통합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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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리업무

농협공제는 공제사업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회계와 손익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

공제상품에 대한 예정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

업비율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적용하고 있음.

－ 예정이율은 공제사업의 자산운용실적 및 향후 금리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예정위험율은 농협에서 발간한 농협경험생명표(2000.12) 및 농

협위험률 총람(2001.12)을 적용하고, 기타 위험율의 경우 보험

개발원의 위험률 총람을 준용.

－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민영 생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상·배분.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7년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예정신계약

비율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계약자배당 제도는 196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율차

배당과 위험률차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마. 재무건전성

공제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

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

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손해공제에 대하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10) 농협법 제134조, 공제규정 제14조제1항 및 회계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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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적립하고 있음11).

－ 공제료적립금의 경우 순공제료식을, 그리고 미경과공제료적립

금의 경우 보험업법을 준용하고 있음.

<표 Ⅱ- 6> 농협공제 공제계약준비금 계산 및 적립방식

공제계약
준 비 금

적 립 방 식

공제료
적립금

순공제료식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 단, 생존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하는 공제의 경우
납입주기별로 산출

미경과
공제료
적립금

미경과공제료는 이미 납입한 위험·부가공제료 중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계산·적립

m' - t
미경과공제료 = ─── × P

m'
m' : 12/ 연간 분할납입회수(1,2,4,6,12),
t : 납입경과월수, P : 위험 및 부가공제료

지 급
준비금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
하여 공제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 확정된 금액이나, 공제
금 등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 등으로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
니하여 미지급된 금액 및 공제료납입최고기간 경과로 인한 해
지계약의 공제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자
배 당
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
기로 한 금액으로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사업연도 말 준비금을 적립한 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익금
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적립

비상위험
준 비 금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에 이익률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 경과공제료의 50%에 달할 때까
지 누적하여 적립
이익률 [(경과공제료 - 공제금 - 사업비) ÷ 경과공제료 × 100(%)]

11) 공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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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 손해공제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역시 보험업법을 준용하여

적립하고 있음.

농협공제의 경우 공제사업의 손실보전 및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음12).

－ 2001년말 현재 1,500억원의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

－ 사업년도 말 발생한 처분전 잉여금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

로 우선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

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

－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공제사업 손실보전, 재무건전성 도모

및 공제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자산운용 규제는 공제규정 및 공제업무취급준칙13)에 따라 총자산

에 대한 투자상한을 설정하는 양적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Ⅱ- 7> 농협공제 자산운용기준

항 목 투 자 한 도

예 치 금

금전신탁

유가증권

(주 식)
대 출 금

부 동 산

100분의 2이상

100분의 20이내

100분의 90이내

(100분의 5이내)
100분의 70이내

100분의 20이내

12) 공제규정 제19조, 공제업무취급준칙 제55조 내지 제59조
13) 공제규정 제21조(공제재산의 운용), 공제업무취급준칙 제81조(취득), 제82조

(주식의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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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영효율

2001년 농협공제 총 수입공제료 규모는 7조 2,62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생명공제 부문이 전체 수입공제료의 99.2%를 차지하고

있음.

1) 생명공제

2001년 말 생명공제 사업의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14) 규모는 각각

7조 2,046억원 및 17조 8,506억원으로 나타남.

－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규모는 85년 이후 각각 연평균 26.1%

및 25.3%의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 특히, 축협 및 인삼협 공제를 승계한 2000년 총자산 및 공제

료 규모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음.

<그림 Ⅱ- 1> 농협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추이

주 :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의 통합 실적임

14) 농협공제의 경우 생명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지만, 손해공제 실적이

전체 수입공제료 규모의 0.8%에 불과하여 총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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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2001년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실적은 민영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의 15.2%로 민영 생보사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 민영 생보산업 대비 농협 생명공제 비율은 1997년 6.7%에서

2001년 15.2%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3대 민영 생보사 규모

에 근접하고 있음.

<표 Ⅱ- 8> 농협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농협 생명공제
32,720
(6.7%)

42,453
(9.2 %)

43,265
(9.3 %)

71,371
(13.8 %)

72,046
(15.2 %)

52,37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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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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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개년 생명공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5개년 평균 공제료 지

급율 및 사업비율은 각각 65.2% 및 6.2%로서 민영 생명보험 산

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Ⅱ- 9> 농협 생명공제 주요지표

연도 신계약율
공제금
지급율

사업
비율

자 산
운용율

총자산
수익률

효력상실
해 약 율

1997 57.3 % 75.1% 7.3 % 95.9 % 11.9 % 12.6%

1998 60.5 % 90.7% 6.0% 96.8 % 13.6% 13.4 %

1999 51.7% 67.0% 6.6% 96.0% 13.6% 13.0%

2000 61.1% 63.3 % 6.0% 96.9 % 9.8 % 10.8%

2001 55.4 % 46.5 % 5.8 % 96.9 % 9.0% 9.5%

주 :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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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회계연도 총자산수익률은 9.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효

력상실 해약율은 역시 9% 대로 낮아져 지표분석을 통한 경영효

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2) 손해공제

농협의 손해공제 부문은 생명공제의 0.8% 규모에 불과하지만

1997년 이후 연평균 27%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5개년 평균 공제금지급률은 52.7%로 양호한 손해율 실적을 보이

고 있는 반면, 5개년 평균 사업비율은 34.4 %로 민영 손해보험사

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5개년 평균 합산비율은 87.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Ⅱ- 10> 농협 손해공제 공제사업 실적

(단위 : 억원)

연도 공제료
공제금 사업비 합산비율

(a+b )금액 지급률 (a) 금액 비율 (b)
1997 224 94 41.9 % 95 42.2 % 84.0%
1998 247 163 65.8 % 101 40.9 % 106.6%
1999 291 142 48.7% 104 35.8 % 84.5%
2000 408 225 55.2 % 126 31.0% 86.1%
2001 583 301 51.6% 177 30.4 % 82.0%

평균 351 185 52.7% 121 34.4 % 87.1%

주 :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3) 총자산

2001년 농협공제 총자산 규모는 11조 1,053억원으로 민영 생명보

험 산업 총자산 규모의 12.5%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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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 수입공제료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민영 생보산업

총자산 대비 비율은 1997년 7.5%에서 2001년 12.5%로 지속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Ⅱ- 11> 농협공제 총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농협 공제
68,485
(7.5 %)

78,485
(8.5 %)

97,916
(8.9 %)

131,874
(10.9 %)

178,506
(12.5 %)

111,0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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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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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 12> 농협공제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현예금 7.5% 13.3% 3.3% 7.6% 7.2% 4.0%

유가증권 62.0% 16.8% 76.4% 10.5% 78.0% 10.0%
- 주식 0.5% 180.3% 0.3% 5.4% 0.2% 158.4%
- 채권 49.3% 15.4 % 72.9% 10.9% 75.0% 9.6%
- 수익증권 6.2% 15.0% 1.3% 5.6% 2.3% 17.5%
- 기타 6.0% 22.9% 2.0% 9.6% 0.5% 6.7%

대출금 25.6% 9.8% 16.6% 9.1% 11.2% 8.1%
- 약관대출 7.4 % 8.5% 5.9% 8.3% 5.7% 7.3%
- 담보대출 18.2% 10.2% 10.8% 9.4% 5.6% 8.7%

고정자산 0.8% 6.0% 0.6% 6.2% 0.5% 5.3%

운용자산계 96.0% 14.1% 96.9% 10.0% 96.9% 9.3%

기타 4.0% 0.8% 3.1% 5.3% 3.1% 0.0%

총자산 100.0% 13.6% 100.0% 9.8% 100.0% 9.0%

주 : 2000년 이후 실적은 축협과 통합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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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의 최근 3개년 평균 자산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이 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출금이

16.4%를 차지하여 유가증권 및 대출금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음.

－ 민영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유가증권 비중은 높은 반면, 대출

금 비중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채권의 비중이 높아 3개년 평균 68.1% 수준이며, 2001년

의 경우 75%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음.

최근 3개년 평균 자산운용율은 9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농협공제의 자산운용은 대출금 위주에서 유가증권 위주로 전환하

는 추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음.

－ 최근 5개년 자산운용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대출금 비중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Ⅱ- 2> 연도별 자산구성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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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2 . 수협공제

가. 연혁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1937년 9월 조선업협동조합 중앙회

발족과 동시에 실시된 어선공제 사업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광복 이후 사회혼란으로 수산단체가 그 기능을 상실함

에 따라 어선공제사업이 중단됨.

1954년 12월 대한수산중앙회의 설립으로 어선공제 사업이 재개되

었으며, 1958년 4월에는 선원공제 사업을 추가하였음.

<표 Ⅱ- 13> 수협공제 주요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62. 1. 20
1962. 4. 1
1963. 12. 5
1979. 7. 31
1978. 3. 1
1985. 1. 1
1985. 6. 1
1992. 4. 1
1993. 1. 1
1983. 6. 15
1993. 4. 1
1996. 2. 10
1999. 1. 1
1999. 6. 4
2001. 1.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수협창립 (대한수산중앙회로부터 공제사업 승계)
보험업법 적용배제
어선건조공제 개시
선원공제 공제료 국고보조 실시
장기화재공제 개시
신원보증공제 개시
업종별 수협에 공제업무 원수취급 확대시행
수산물제조 수협에 공제업무 원수취급 확대시행
공제 모집인 제도 운영
선주배상책임공제 개시
공제사업 재공제 허용
선박공제 개시
어선보통 및 선박공제 해외재보험 특약체결
어선공제 공제료 국고보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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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의 제정·공포에 따

라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대한수산중앙

회로부터 어선 및 선원공제사업을 승계 하였음.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수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회원

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

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음.

나. 근거법령 및 감독제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설립15)되며, 신용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65조,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동

법 제105조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동 법 제

132조에 각각 사업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수협은 수협법에 따라 교육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 공제사업의 경우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사업을 겸영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 설립에 대한 인가권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며, 공제사업 등 일반업무에 대한 감독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업무임.

－ 반면,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은 재경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와의 협의 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은 동 법 제163조의 2에 따라 수협중앙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15)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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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역시 차이를 보여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제사업의 경우 보험업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정기 및 비정기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정기감사는 통상 3년을 주기로 10일∼20일간 실시됨.

－ 회원조합의 공제사업은 수협중앙회의 비정기 감사를 받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독립사업부문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도

록 하고 있는 반면, 공제상품의 주요내용 제공 등 상품공시와 관련

된 규정은 없음.

다. 상품 및 조직

현재 수협공제는 24종의 공제상품을 판매 중에 있음.

－ 생명공제 상품에는 알찬보장, 스페셜암, 교통상해, 청개구리보

장, 암치료, 119교통상해, 슈퍼저축Ⅲ, 파워저축, 스페셜건강,

장수연금, 연금저축 등 11종이 있음.

－ 손해공제 상품에는 어선보통, 선원보통, 어선만기, 어선건조,

보통화재, 주택화재, 장기화재, 신원보증, 선원종합, 선주배상

책임, 선박, 소형어선, 임금보장보증 등 13종이 있음.

<표 Ⅱ- 14> 수협공제 금리연동형 상품의 중도해지 이율

상품명
최 저
보장이율

중도해지 이율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슈퍼저축Ⅲ공제
파워저축공제
장수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

6%
6%
4 %
4 %

6%
6%
4 %
4 %

공시이율×90%
공시이율×90%
공시이율×85%
공시이율×85%

공시이율×95%
공시이율×95%
공시이율×95%
공시이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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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형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최저보장이율 및 중도해지 이율

을 적용하고 있음.

2001년 말 현재 수협의 공제사업은 70개의 지구별조합, 21개의

업종별조합 및 중앙회 등 92개소의 사업주체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음.

수협의 공제계약은 임직원 및 수협에 등록한 모집인에 한하여 모

집할 수 있음.

－ 보험업법의 적용배제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

로 등록 후 모집.

－ 중앙회 및 회원조합 영업점별로 3∼4명의 모집인을 두고 있으

며, 2002년 4월말 현재 총 1,772명이 등록되어 있음.

수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상의 자격요건

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동 법 제26조의2의 준조합원 제도에 따라

비조합원의 수협공제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은 없음.

2001년 현재 중앙회의 회원조합 수는 91개 그리고 총 조합원수는

164,874명에 달하고 있음.

<표 Ⅱ- 15> 수협공제 회원조합 및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중앙회 회원 86 87 87 87 91

조 합 원 수 165,938 166,563 164,315 168,123 164,874

총 조합원수는 연도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5개년 동안 연

평균 -0.2%의 근소한 감소를 보인 반면, 임직원 수의 경우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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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개년 평균 중앙회 임직원 수의 경우 -9.3%, 회원조합

임직원 수의 경우 -4.2%의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 16> 수협공제 임직원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중앙회
임원
직원
계

4
2,914
2,918

4
2,436
2,440

4
2,319
2,323

4
2,221
2,225

8
1,970
1,978

회원
조합

임원
직원
계

838
7,050
7,888

854
6,508
7,362

842
6,218
7,060

833
6,037
6,870

891
5,749
6,640

라. 계리업무

수협공제는 공제사업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회계와 손익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6).

－ 현재 특별계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

생명공제의 예정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

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적용하고 있음.

－ 예정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을 0.5%이상 할

증하여 사용.

－ 예정위험률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위험률을 적용하며,

기타 위험의 경우 경험통계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산출.

16) 수협법 제132조 및 제140조, 공제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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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사업비율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가격경쟁력을 감안하여 자

율적으로 산출.

생명공제의 사업비는 보험사업 관련 법규를 준용하고 있으나, 이

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 손해공제의 경우 새로운 공제상품 개발시 공제사업별로 형평

성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음.

<표 Ⅱ- 17> 수협 손해공제 종목별 예정사업비율

공 제 종 류 예정사업비율

선원보통공제, 화재공제, 신원보증공제
어선보통공제, 소형어선공제
선원종합공제
선박공제

30%
20%
15%
10%

손해공제의 공제료 산출방법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음.

－ 어선공제 및 선원보통공제의 경우 1937년 개발되어 유지되어

온 요율에 자체실적을 반영하여 요율 조정.

－ 선원종합공제, 화재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 등은 보험개발원에

서 산출한 요율을 기초로 일정율을 할인하여 사용.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현재 이원별 손익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이자율차손익과 사업비자 손익에 대하여 약식으로

산출하고 있음.

－ 이자율차손익은 운용이자에서 예정이자를 차감하여 산출.

·운용이자 (①+②+③)

① (연시책임준비금+연시지급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운용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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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료+재보험수익)-(공제금+환급금+사업비+재보험비

용)]×운용이율/ 2

③ ①×운용이율/ 2 + ②×운용이율/ 4

·예정이자 (①+②)

① 연시책임준비금×예정이율

② [(연말책임준비금-연시책임준비금)×에정이율/ 2]

－ 사업비차손익은 실제사업비와 예정사업비의 차이로 실제사업

비는 비용의 원천에 따라 상품별로 귀속시키기 어려우므로

신계약비, 유지비로 구분하고 개별비, 공통비로 세분하여 보

험상품별로 배분.

공제사업중 이익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사례는 없음.

－ 해당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충당

하고 있음.

마. 재무건전성

공제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

금, 지급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손해공제에 대하여 특별위험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을 별도로 적

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제료적립금의 경우 질멜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의 금

액을 적립.

－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이 없는

공제에 대하여 그 사업년도내에 수입한 공제료와 확정미수공

제료와의 합계액의 10/ 100(선원보통공제, 재해보장공제에 있

어서는 5/ 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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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목적수행과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

와 증강을 위하여 공제계약준비금 이외에 공제기금을 별도로 적

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제기금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자배

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부분의 50/ 100 이상을 적립하

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음17).

공제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는 총자산에 대하여 투자상한을 설정

하는 양적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주 단순한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

<표 Ⅱ- 18> 수협공제 자산항목별 투자한도

항 목 투자한도

금전신탁

공제대출

부동산

20%
50%
20%

바. 경영효율

2001년 수협공제의 총 수입공제료 규모는 4,534억원이며, 생명공

제가 전체 공제실적의 87.7%를 차지하고 있음.

1) 생명공제

생명공제 사업의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18)은 87년 이후 각각 연평

17) 2001년 12월 말 현재 공제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없음

18) 수협공제의 경우 생명 및 손해공제를 모두 영위하고 있는 반면, 공제별 총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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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8.8% 및 21.8%의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여, 2001년 말 각각

3,977억원 및 7,740억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생명공제 수입보험료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

평균 38%를 상회하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Ⅱ- 3> 수협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추이

수협 생명공제의 수입공제료 규모는 민영 생보산업 수입보험료의

0.8% 수준임.

－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은 크지 않지만 1997년 0.2%에서

2001년 0.8%로 꾸준한 비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생명공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5개년 평균 공제금지급률 및 사업

비율은 각각 45.4 % 및 1.1%로, 민영 생명보험 산업에 비하여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남.

2001 회계연도 총자산수익률은 8.6%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력상실 해약율 역시 9.2%로 지표분석을 통한 경영효율

은 양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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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9> 수협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수협 생명공제
1,079

(0.2 %)
1,781

(0.4 %)
2,286

(0.5 %)
3,541

(0.7%)
3,977

(0.8 %)
2,53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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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수협(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표 Ⅱ- 20> 수협 생명공제 주요지표

연도 신계약율
공제금
지급율

사업비율
자 산
운용율

총자산
수익률

효력상실
해약율

1997
1998
1999
2000
2001

53.7%
119.4%

61.4%
76.1%
66.3%

62.8%
40.2%
30.7%
46.6%
50.5%

2.2%
2.0%
0.8%
0.8%
0.8%

99.9%
99.8%

100.0%
100.0%

99.7%

12.2%
14.2%
11.7%
10.4 %
8.6%

13.6%
9.6%
5.7%

12.8%
9.2%

2) 손해공제

손해공제 사업은 1997년 이전 10년간 연평균 19%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1998년 및 199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였음.

－ 2001년 말 현재 손해공제 사업의 수입공제료 규모는 558억원

으로 생명공제 사업의 14.0% 규모임.

최근 5개년 평균 공제금지급률 및 사업비율은 각각 73.3% 및

16.0%로 합산비율 89.2%의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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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1> 수협 손해공제 사업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공제료
공제금 사업비

합산비율
금액 지급률 금액 비율

1997 557 421 75.6% 104 18.7% 94.3%

1998 491 446 90.9% 101 20.7% 111.6%

1999 485 341 70.4 % 81 16.7% 87.0%

2000 495 318 64.3% 63 12.7% 77.0%

2001 558 367 65.9% 64 11.5% 77.3%

평균 517 379 73.3% 83 16.0% 89.2%

3) 총자산

2001년 말 수협공제 총자산 규모는 7,740억원으로 민영 생명보험

산업 총자산의 0.5% 수준임.

－ 수입공제료 증가와 함께 총자산 규모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민영 생보산업 총자산 대비 비율은 1997년 0.3%에서

2001년 0.5%로 증가하였음.

<표 Ⅱ- 22> 수협공제 총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수협공제
2,397

(0.3 %)
2,949

(0.3 %)
4,322

(0.4 %)
5,962

(0.5 %)
7,740

(0.5 %)
4,674

(0.4 %)

민영생보 909,209 922,985 1,102,953 1,207,300 1,430,340 1,114,557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수협(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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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비중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농협 73.6%, 새마을금고 92.5% 및 신

협 91.7% 등 다른 공제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비중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회계예탁금 비중 34.8%를 합산할 경우 유가증권 비

중은 81.8%로 유사 공제기관과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3개년 평균 일반회계자산 비중은 34.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1년 일반회계자산의 투자수익률은 총자산수익률의 절

반 수준인 4.3%에 머물러 총자산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Ⅱ- 23> 수협공제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구 분
1999 2000 2001

비 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현·예금 8.3% 1.1% 6.4% 3.8% 1.9% 6.7%

유가증권 54.6% 18.3% 41.3% 13.5% 47.1% 13.2%

- 주식 0.8% 0.0% - - - -

- 채권 24.3% 0.0% 36.4% 0.0% 46.5% 13.3%

- 수익증권 29.5% 0.0% 4.9% 0.0% 0.6% 10.7%

대출금 13.3% 11.6% 8.7% 11.8% 5.7% 13.4%

- 약관대출 3.9% 10.8% 2.9% 10.6% 2.4 % 9.7%

- 일반대출 9.4 % 11.9% 5.8% 12.3% 3.3% 12.1%

- 기타 0.0% 0.0% - 5.1% - -

고정자산 7.8% 0.0% 0.1% 0.0% 0.1% 0.0%

일반회계 12.6% 7.1% 41.2% 8.9% 42.4% 4.3%

운용자산계 96.6% 12.2% 97.6% 10.7% 97.2% 9.0%

기타 3.4 % 0.1% 2.4% 0.2% 2.8% 1.0%

총자산 100.0% 11.7% 100.0% 10.4% 100.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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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 2001년 유가증권 수익률은 13.2%로 농협공제(10.0%)에 비하여

3.2%p 높게 나타남.

3개년 평균 자산운용율은 97.2%로 농협공제(96.7%)에 비하여

0.5%p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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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새마을금고공제

가. 연혁 및 현황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인 1960년 초

이미 100여개의 조합이 운영 중에 있었으며, 또한 1973년 3월에

는 마을금고연합회가 설립되었음.

1989년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1991년 3월 손해공제사업을 그리고 1992년 9월에는 생

명공제 사업을 개시하였음.

<표 Ⅱ- 24> 새마을금고 공제 주요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82. 12. 31 새마을금고법 제정·시행 (법률 제3622호)

1989. 12. 30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공제사업 근거마련
(법률 제4152호)

1990. 12. 27 공제규정 인가

1991. 3. 18 손해공제 사업개시

1992. 9. 1 생명공제 사업개시

현재 새마을금고 연합회 산하에 1천 7백여 개의 새마을금고와

1,242만명의 회원이 있음.

－ 2001년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자산은 39조 5,919억원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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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표 Ⅱ- 25> 새마을금고 현황

구분 '95 '96 '97 '98 '99 '00 '01

금고수
(개)

2,969 2,863 2,743 2,590 2,126 1,817 1,730

자산
(억원)

206,154 255,118 296,802 328,461 350,017 366,357 395,919

나. 근거법령 및 감독제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설립19)되며, 신용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공제사업 등 주무부장

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경우 금고의 사업 및 경영 지도, 교육·

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금고의 감독과 검사,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신용사업,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함.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새마을금

고법 제55조(공제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

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함.

19) 새마을금고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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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농협 및 수협과 같이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은

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제업무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20).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 따라 매 2년마다 행

정자치부의 감사21)를 받고 있음.

농협 및 수협과 달리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에 대한 감독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공제의 계약자는 회원(준회원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

지만 회원수가 1천 2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고에 예치하기만

하면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제가입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은 없음.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2).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을 마련하여 약관, 예정이율,

공제료 및 보장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공시와 관련한 직접

적인 규정은 없음.

다. 상품 및 조직

새마을금고 공제는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으며 손

해공제의 경우 대부분 단위금고를 피공제자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새마을금고는 생명공제 9종목 및 손해공제 5종목, 총 14개

20) 새마을금고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통상 7월 초순에 실시되며,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됨

22) 새마을금고법 제55조의2(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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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공제상품을 판매 중에 있음.

－ 생명공제의 공제가입금은 공제종목별로 피공제자 1인에 대하

여 3,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23).

공제상품은 단위금고의 직원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모집인

의 등록 및 공제모집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제8조에 규

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공제규정(제4조)의 개정24)을 통

해 비회원에 대한 공제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Ⅱ- 26> 새마을금고 공제상품 현황

상 품 구 분 주요 담보내용
예정
이율

수입공제료
(2001) 판매일

생
명
공
제

보
장
성

건강 암사망, 재해사망 7.5 660 95. 9

딸아들사랑 암보장, 재해장해 7.5 117 98. 1

지킴이질병 질병보장 6.5 63 00.12

신어린이 재해장해 5.5 1 01.12

신상해 재해장해 5.5 2 01.12

저
축
성

한가족 사망 및 장해 10.0 857 92. 9

알찬한가족 사망 및 장해 7.0∼10.0 1,899 97. 4

한밑천듬뿍 사망 및 장해 공시 1,934 98. 4

신저축 사망 및 장해 공시 356 01. 9

손
해
공
제

상
해

우리가족상해보장 재해 사망 및 장해 8 1,311 99. 1

회원보너스 특정 재해사망 8 3 00. 5

기
타

현금도난 금고의 현금도난 10 10 92. 3

신원보증 임직원 신원보증 10 8 92. 3

화 재 금고건물 화재담보 7∼10 73 92. 3

23) 공제규정 제59조(공제가입금액의 한도)
24) 199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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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말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12,417천명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1.5%의 근소한 증가를 보인 반면, 임직원 수의 경우 전체적

으로 연평균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 27> 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임직원 현황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조합원수(천명) 11,697 10,861
(-7.1%)

11,338
(4.4 %)

11,851
(4.5)

12,417
(4.8)

임
직
원
수

(명)

새마을
금고

임원
직원

32,589
20,328

31,110
19,804

25,427
18,116

21,944
15,881

18,210
14,789

계
53,187 50,914

(-4.3)
43,543

(-14.5)
37,825

(-13.1)
32,999

(-12.8)

새마을
금고

연합회

임원
직원

3
831

4
738

4
712

3
704

3
703

계
834 742

(-11.0)
716

(-3.5)
707

(-1.3)
706

(-0.1)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라. 계리업무

새마을금고 공제는 공제규정 제26조에 따라 공제종목에 따라 구

분경리하고 각각 매 사업연도 말의 손익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생명공제의 예정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

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적용하고 있음.

－ 예정위험율은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율 사용하며, 참조위험률

이외의 경우 보험개발원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산출.

－ 예정이율은 공제규정 및 보험사의 표준이율을 참고하여 결정

－ 예정사업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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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기준 이율은 수신고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증권협회가 공시하는 3년 만

기 회사채수익률 그리고 1년 만기 금융채수익률을 이용하여 산

출·공시함.

해지환급금은 순공제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

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공제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기간에 대한 단

기요율(손해공제에 한함)을 적용함.

tw = tv ( n ) - m×12 - t
m×12 ×α

tw : 해지환급금, tv ( n ) : 순공제료식 책임준비금,

α : 예정신계약비, t : 납입경과월수

m : 공제료 납입기간, n : 공제기간

－ 경과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로서 공제료 납입기간이 10년 이

상일 때에는 공제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경과기간이 3

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

는 공제료 납입기간을 7년으로 함.

마. 재무건전성

공제계약에 대한 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 지급준비

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손해공제에

대하여 특별위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공제료적립금의 경우 순공제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공제의 경우 계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

여 공제복지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음25).

25) 공제규정 제32조(공제복지기금)

57



－ 2001년 말 현재 247억원의 공제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음.

－ 공제복지기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 적립할 수 있

으며 계약자 및 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보건의료사업, 사

고발생 예방 사업 및 계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제자산의 운용은 예치금, 금전신탁, 유가증권, 대출 및 부동산

취득의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26).

<표 Ⅱ- 28>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준비금 계산 및 적립방식

공제계약
준 비 금

적 립 방 식

공제료
적립금

이미 납입된 순공제료를 기준으로 순공제료식으로 적립

미경과
공제료
적립금

미경과공제료는 이미 납입한 순공제료 중 경과기간을 기준으
로 계산·적립

m - t
미경과공제료 = ─── × P

m
m : 3, 6, 12 (분할납입회수),
t : 납입경과월수, P : 순공제료

지 급
준비금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
인 금액이나,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금액
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지급된 금액 및 실효된 계약의 공제
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자
배 당
준비금

사업연도 말 공제규정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한 후 일정액을
적립

특별위험
준 비 금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에 영업이익률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 경과공제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누적하여 적립
이익률 [(경과공제료 - 공제금 - 사업비) ÷ 경과공제료 × 100(%)]

26) 공제규정 제34조(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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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영효율

2001년 새마을금고 공제의 총 수입공제료 규모는 7,372억원이며,

생명공제가 전체 공제 실적의 79.9%를 차지하고 있음.

1) 생명공제

생명공제 부문의 수입공제료 규모는 1992년 생명공제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1년 들어 큰 폭의 감소

를 보였음.

<그림 Ⅱ- 4> 새마을금고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추이

2001년 새마을금고 생명공제의 수입공제료는 민영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 규모의 1.2% 규모임.

－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은 1997년 1.4 %에서 2001년 1.2%로

근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개년 생명공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5개년 평균 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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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율 및 사업비율은 각각 60.4 % 및 8.4%로서 민영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Ⅱ- 29> 새마을금고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새마을금고
생명공제

6,632
(1.4 %)

6,915
(1.5%)

6,767
(1.4 %)

8,396
(1.6%)

5,888
(1.2 %)

6,92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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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새마을(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2001 회계연도 총자산수익율은 15.6%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효력상실 해약율 역시 2% 대로 지표분석을 통한 경영효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 30> 새마을금고 생명공제 주요지표

연도 신계약율
공제금
지급율

사업비율
자 산
운용율

총자산
수익률

효력상실
해약율

1997
1998
1999
2000
2001

95.4 %
64.0%
30.6%
44.8%
28.7%

44.6%
60.7%
64.8%
60.4 %
72.6%

9.6%
12.6%
8.5%
5.8%
5.6%

97.2%
96.2%
96.2%
96.2%
96.7%

12.7%
13.8%
10.9%
7.8%

15.6%

2.1%
3.8%
2.7%
2.5%
2.8%

2) 손해공제

손해공제의 경우 생명공제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크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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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및 2000년 급격한 성장을 보여, 2001년 수입공제료 규모

는 1,484억원에 달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전체 수입공제료 중에서 손해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2%에서 2001년 20.1%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5개년 평균 합산비율은 73.5%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손해율 및 사업비율은 각각 36.7% 및 36.8%로 사업비율 수준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Ⅱ- 31> 새마을금고 손해공제 사업실적

(단위 : 억원)

연도 공제료
공제금 사업비 합산비율

(a+b)금액 지급률(a) 금액 지급율 (b)

1997
1998
1999
2000
2001

81
86

461
1,110
1,484

51
53

123
406
550

63.0%
61.6%
26.7%
36.6%
37.1%

3
15

238
447
482

3.7%
17.4 %
51.6%
40.3%
32.5%

66.7%
79.1%
78.3%
76.8%
69.5%

평균 644 237 36.7% 237 36.8% 73.5%

3) 총자산

새마을금고 공제의 총자산은 1997년 이후 연평균 7.1%의 증가를

시현하여 2001년 말 현재 1조 4,846억원으로 민영 생명보험 산업

총자산 규모의 1.0%에 달하고 있음.

－ 민영 생보산업 총자산 대비 비중은 1997년 1.2%에서 2001년

1.0%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개년 평균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92.5%로 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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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채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의 경우 총자산의

80%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수익증권 비중은 1999년 54.8%에서 2001년 9.5%로 급격

한 비중 감소를 보이고 있음.

<표 Ⅱ- 32> 새마을금고 공제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새마을공제
11,276
(1.2 %)

11,720
(1.3 %)

12,484
(1.1%)

13,405
(1.1%)

14,846
(1.0%)

12,74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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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새마을(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표 Ⅱ- 33> 새마을금고공제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자산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예 치 금 2.2 % 0.0% 1.2% 7.1% 1.2 % 7.0%

유 가 증 권 90.8 % 12.1% 92.2% 8.2 % 94.1% 16.5 %

- 주 식 0.7% -400.9 % 7.9% 19.8 % 5.0% 128.4 %

- 채 권 31.4 % 11.0% 53.8% 12.1% 79.5 % 12.3 %

- 수익증권 54.8 % 10.3 % 30.6% 3.6% 9.5 % 7.9 %

- 기 타 3.9 % 2.8 % - - - -

타회계예치금 2.0% 3.9 % 1.4 % 5.9 % 1.4 % 6.2 %

대 출 금 1.2 % 6.7% 1.3% 9.4 % 0.1% 5.2 %

운용 자산 계 96.2 % 11.4 % 96.2% 8.1% 96.7% 16.2 %

기 타 3.8 % - 3.8% - 3.3 % -

총 자 산 100.0% 10.9 % 100.0% 7.8 % 100.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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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협공제

가. 연혁

신용협동조합은 세계 85개국에 37,759개의 조합이 있으며, 이를

통해 1억명의 조합원이 약 5천억 달러(6,550조원)의 자산을 조성

하여 세계 최대의 민간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음.

우리나라 최초의 신협은 1960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1964년 4월

에는 신용협동조합 연합회가 창립되었음.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1995년에는 공제업무 취급지침을 마련하였음.

－ 현재 한국 신협은 자산규모(22조원)면에서 세계 신협 중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음.

<표 Ⅱ- 34> 신용협동조합 주요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60. 5
1964. 4
1972. 8
1973. 3
1974. 5
1987. 7
1992. 10
1995. 1
2000. 4
2000. 11

국내 최초 성가신협 설립
사단법인 한국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창립
신협법 제정(법률 제2338호)
특별법인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국제 라이파이젠 연맹 정회원으로 가입
공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정
국제 협동조합연맹 정회원으로 가입
신용협동조합 공제업무 취급지침 제정
공제규정 제정 (금감위 인가)
동부화재와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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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기타 공제기관과 동일하게 신용사업과 생명 및

손해공제 사업을 모두 겸영하고 있음.

나. 근거법령 및 감독제도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의 인가권자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신협법 제97조(공제

사업)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공제규정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함.

신협의 공제사업 역시 기타 공제기관과 동일하게 신협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반면, 신협은 기타 공제기관과는 달리 신협법 제 83조 내지 85조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또

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신협공제는 타 공제사업과는 달리 신용 및 공제사업 모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음.

업무감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통상 2년에 1회씩 비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검사관는 3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신협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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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27)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제부문의

상품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 상품 및 조직

신용협동조합 공제상품에 대한 인가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동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음28).

신협은 현재 40여종의 생명공제 상품과 7종의 손해공제 상품을

판매 중에 있음.

－ 2001말 수입공제료 기준 생명공제 사업 비중이 91.1%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공제 중 생존 및 사망공제의 비중

은 각각 50.4 % 및 47.4 %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 35> 신협공제 수입공제료 실적

(단위 : 억원)

공 제 종 류 1999 2000 2001

생
명
공
제

개인

생 존 619 847 985
사 망 572 766 927
생사혼합 27 16 6
소 계 1,218 1,629 1,918

단체
보장성 33 33 38
저축성 - - -

소계 1,251 1,662 1,956

손
해
공
제

장기손해 - 41 149
화 재 2 12 38
보 증 - - -
기타 특종 - 2 4
소 계 2 55 191

총 계 1,253 1,717 2,147

27)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경영공시)
28)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상호금융감독규정 제21조 내지 제21조의2, 상호금

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내지 제30조

65



신협의 공제상품은 단위 조합의 임·직원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

며, 현재 공제업무 대리취급 협정을 체결한 1,130개의 개별 신협

이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신협공제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이외의 자와 공제계약

을 체결할 수 있음29).

공제모집 수수료는 공제상품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집

시 금지행위 등 모집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2001년 말 현재 신협의 조합원수는 현재 537만명으로 최근 5개년

동안 연평균 1.0%의 근소한 증가를 보인 반면, 임직원 수는 연평

균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 36> 신협 조합원 및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조합원 5,169,489 5,058,113 5,000,470 5,281,511 5,371,919

임
직
원

임 원 17,456 16,777 15,234 13,928 13,378

직 원 12,666 10,998 11,079 10,496 10,013

계 30,122 27,775 26,313 24,424 23,391

라. 계리업무

신협공제 역시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겸영하고 있으며, 이를 구

29)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을 제외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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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0).

－ 하지만 손해공제의 규모가 미약한 관계로 자산은 공동으로 운

용하고 있음.

신협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판매대상 기관에 해당되지만 특별계정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이를 판매하지 않고 있음.

공제상품에 대한 예정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

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예정이율은 금융환경 및 신협의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적용.

－ 예정사업비율은 신협의 사업비용을 고려하여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로 세분.

－ 예정위험률은 신협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수정하여 사용.

현재 예정기초율 결정시 이원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공시이율은 매월 산출하여 1개월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며, 신협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

－ 공시이율은 예상 투자지출, 직전 회계연도 실적 등을 감안하

여 매월 1일 신협중앙회가 공시기준이율의 80%~120%범위 내

에서 결정.

－ 공시기준이율은 과거 운용자산 수익률, 현 지표금리 수익률

및 향후 예상자산 운용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

계약자배당의 경우 현재 공제규정상 공제사업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한 후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음.

30) 공제규정 제8조(회계의 구분) ① 공제사업의 회계는 타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계리하며,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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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7> 신협공제 공시기준이율

항 목 산 출 방 법

과거
운용자산
수익율

운용자산수익율 (%) = (2×투자영업수익) / (직전7개월
말 현재 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투자영업
수익)×12/ 6×100

- 투자영업수익은 영업수익 중 자금운용수익과 영업
외수익 중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환입,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직전 6개월간
의 영업수익을 합산

- 운용자산은 현금과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
가증권, 대출채권, 운용 고정자산 등임

현 지표금리
수익율

현 지표금리 수익율(%) = (3년만기 국고채 수익율 +
3년 만기 회사채 수익율 + 상위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이율)/ 3

향후 예상
자산운용
수익률

향후 운용수익율은 각 자산별 수익률 예측 후 예상
자산구성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

마. 재무건전성

공제계약에 대한 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 지급준비

금, 미지급배당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위험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음.

－ 공제료적립금 및 미경과공제료의 경우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

행세칙(개정 2002.5.1)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적립.

신협공제는 생명공제에 대하여도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공제료와

제수입 이자의 합계액에 이익률31)의 50%이상을 곱하여 산출한

31) 이익율 : 〔(수입공제료+제수입이자)-(공제금+환급금+준비금전입액+사업비+
특별손실)〕/ (수입공제료+제수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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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특별위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손해공제 사업에 대한 특별위험준비금 적립금은 공제규정 제11조

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그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에 영업

이익률3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33).

－ 특별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그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의 50%

이상이 될 때까지 적립하며 다만, 결산결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결손예상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이외에도 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급담보력의 유지·증강을

위하여 공제복지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음.

－ 2001년 12월말 현재 약 50억원의 공제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

으며 손실발생시 손실금에 충당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제사업의 결산 결과 손실발생시에는 특별위험준비금, 계약

자배당준비금, 공제복지기금의 순으로 손실금을 충당함.

공제사업의 재산운용은 총자산에 대한 투자상한을 설정하는 양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Ⅱ- 38> 신협공제 자산항목별 투자한도

항 목 투자한도

수익증권
금전신탁
공제대출

타 사업회계 예치
부동산

30% 이내
20% 이내
30% 이내

1% 이내
15% 이내

32) 영업이익율 = 〔(경과공제료-공제금-사업비)/ 경과공제료〕× 100(%)
33) 민영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예정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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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영효율

2001년 신협공제의 총 수입공제료 규모는 1,956억원으로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공제기관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생명공

제가 전체 실적의 91.1%를 차지하고 있음.

1) 생명공제

신협의 최근 5개년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규모는 연평

균 10.7% 및 13.7%의 증가를 보여, 2001년 말 각각 1,956억원 및

6,770억원에 달하고 있음.

신협의 생명공제 수입공제료는 민영 생명보험 산업의 수입보험료

규모의 0.4%로 규모면에서 주요 공제기관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민영 생보산업 수입보험료 대비 비율은 1997년 0.3%에서 2001

년 0.4 %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Ⅱ- 39> 신협 생명공제 수입공제료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신협 생명공제
1,301

(0.3 %)
1,220

(0.3 %)
1,251

(0.3%)
1,662

(0.3 %)
1,956

(0.4 %)
1,47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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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신협(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최근 3개년 생명공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3개년 평균 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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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급율 및 사업비율은 각각 66.1% 및 9.7%로서 기타 공제기관들에

비하여 사업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01 회계연도 총자산수익률은 9.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효력상실 해약율은 20% 대로 기타 공제기관 및 생명보험

사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표 Ⅱ- 40> 신협 생명공제 주요지표

연도 신계약율
공제금
지급율

사업비율
자 산
운용율

총자산
수익률

효력상실
해 약 율

1999
2000
2001

10.7%
45.5%
31.2%

72.1%
67.9%
60.7%

0.3%
12.7%
13.1%

90.7%
97.6%
97.5%

8.2%
11.0%

9.1%

1.9%
23.7%
22.2%

2) 손해공제

손해공제는 19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1년 말 현재 생명공

제 수입공제료 규모의 9.8%인 191억원에 불과함.

<표 Ⅱ- 4 1> 신협 손해공제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공제료
공제금 사업비 합산비율

(a+b)금액 지급률(a) 금액 지급률(a)

2000
2001

5,534
19,102

746
2,904

13.5
15.2

779
2,953

14.1
15.5

27.6
30.7

3) 총자산

2001년 말 신협공제 총자산 규모는 6,770억원으로 민영 생명보험

산업 총자산 규모의 0.5%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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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공제료 증가와 함께 총자산 규모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민영 생보산업 총자산 대비 비율은 1997년 0.4%에서

2001년 0.5%로 증가하였음.

<표 Ⅱ- 42> 신협공제 총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신협 공제
4,051

(0.4 %)
4,261

(0.5 %)
4,795

(0.4 %)
5,577

(0.5 %)
6,770

(0.5 %)
5,09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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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신협(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표 Ⅱ- 43> 신협공제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자산구분
1999 2000 2001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현예금 1.1% 3.01% - 0.38% - 6.26%

예치금 0.3% 30.40% 0.8% 4.06% 1.1% 3.00%

유가증권 88.2% 9.40% 90.4% 11.40% 95.3% 6.42%
- 주식 1.0% 37.06% 3.9% 17.33% 6.6% 18.02%
- 채권 19.8% 6.58% 60.2% 10.50% 69.5% 6.50%
- 수익증권 58.6% 9.55% 31.7% 10.05% 19.2% 6.13%
- 기타 8.7% 8.41% - -

대출금 - 8.05% - 0.3% 12.22%
- 약관대출 - - - 4.56%
- 담보대출 - - -
- 기타 - 8.05% - 0.3% 5.35%

고정자산 1.1% 0.00% 0.9% 0.00% 0.8% -

운용자산계 90.7% 9.50% 97.6% 11.20% 97.5% 9.35%
기타 9.3% 0.73% 2.4 % 0.62% 2.5% 0.46%
총자산 100.0% 8.24% 100.0% 10.99% 100.0%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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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최근 3개년 평균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91.7%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3개년 평균 채권 및 수익증권 비중이 각각 52.6% 및 34.3%에

달하고 있는 반면, 현·예금 비중은 0.3%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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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체국보험

가. 연혁

우리 나라의 체신금융사업은 1905년 근대화와 함께 시작되었으

며, 그 후 국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예금과 함께 국민생명 보험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왔음.

우체국보험은 1929년 10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간이생명보

험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보험료의 대부분은 식민지 개발 및 전쟁비용의 자금조달 수단으

로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았음.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이 제정됨에 따라

조선간이생명보험 은 국민생명보험 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사

업을 지속하였으나,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사회환경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1953년의 긴급통화조치로 보험사업이 사실상 중단됨.

1961년 10월 직장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1962년 2월 제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행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목적으로 제

정·공포된 「저축조합법」에 따라 국민생명보험 사업은 일대 전

환기를 맞이함.

60년대 이후 정부의 저축증강책에 힘입어 1971년 국내 생명보험

의 9.3%를 차지하는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업무의 전문성 결여,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과다투자 등 경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

면서, 1977년 1월 기존 계약을 농업협동조합에 이관하였음.

－ 보험사업 이관시 자산뿐만 아니라 인원도 포함되었는데, 당시

국민생명보험의 실적은 유지건수 119만건, 계약고 924억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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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임준비금 359억원), 자산 400억원, 부채 360억원이었음.

그 후 정보통신부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분리 후 유휴인력과 시

설을 이용하여 1983년 7월부터 정기보험, 특별보장보험, 교육보

험, 양로보험, 복지보험 등 5종의 상품으로 우체국 보험사업을 재

개하였음.

－ 1999년 12월28일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을 우체국예

금·보험에관한법률 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체신보험 이

우체국보험 으로 개칭됨.

2001년 7월 1일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

해오던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를 출범하였음.

<표 Ⅱ- 44 > 우체국보험 주요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29. 10. 1
1952. 12. 6
1976. 12. 22
1977. 1. 1
1982. 12. 31
1983. 7. 1
1999. 12. 28
2001. 7. 1

조선간이생명보험 업무개시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
국민생명보험법 폐지
국민생명보험사업 농협이관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
체신보험사업 재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개칭
우정사업본부 출범

우체국보험은 1983년 7월 보험사업 재개 이후 완만한 성장을 지

속하여 왔으나, 1997년 말 국내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면서 급격한 성장

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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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 1998년 민영 생명보험 산

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5.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과 대

조적으로 우체국 보험은 24.3%라는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였

으며, 1998년에는 81.3%의 성장을 보였음.

우체국 보험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공신력

저하에 따라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나. 근거법령 및 감독제도

우체국보험은『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음.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이라는 점에서 근거법률 , 사업범위 ,

감독체계 등 민영보험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 법률적인 측면에서 민영보험은 보험업법 에 근거하여 운영되

는 반면,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에 근거

하여 운영됨.

－ 사업범위 측면에서도 우체국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라

는 점에서 가입한도 등의 제약이 있음. 하지만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상한도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상품별로 보험가입 한도

를 운영하고 있음.

－ 감독체계 측면에서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신 감

사원의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음. 또한, 인력 및 조직

은 정부조직법의 통제와 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운

영되며, 사업경비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하여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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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표 Ⅱ- 45> 우체국보험 보험금액한도 변화

근거법률 개정일시 일반보험 연금보험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3. 7. 1
(제정)

1인 1천만원 이하
1계약 10만원 이상

1인당 연 300만원 이하
1건당 50만원 이상

1988. 8. 27 1인 2천만원 이하
1계약 10만원 이상

1인당 연 600만원 이하
1건당 50만원 이상

1993. 1. 26 1인 3천만원 이하
1계약 10만원 이상

1인당 연 900만원 이하
1건당 50만원 이상

1997. 2. 21 1인 4천만원 이하
1계약 10만원 이상

1인당 연 900만원 이하
1건당 50만원 이상

1991. 1. 6
(전문개정) 1인 4천만원 이하 1인당 연 900만원 이하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00. 4. 4 〃 〃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보험·예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부가 보험금 등의 지

급을 보증하며,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 받을 권리의 양도 및

압류가 제한되는 등 운영 및 영업상의 이점이 있음34).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 별도의 감독기관은 없으나, 국회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상품개발 및 가입한도액 등은 금

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음.

－ 연 1회의 정기적 종합감사와 결산감사 그리고 부정기적인 특

정감사와 성과감사 등을 받고 있음.

34) 동 법 제4조 (국가의 지급책임) 및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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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6> 우체국보험 및 민영보험 비교

구 분 우체국보험 민영보험

사업목적 비영리 공익사업 영리추구

근거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주사업지역 농어촌 도시

주고객층 서민 중산층

사업범위 가입한도액 등 일부제한 -

상품특성 소액, 편리성, 저렴성 고액, 다양성

자금운용 공공성, 수익성 수익성

감독기관 감사원, 국회 금융감독원

다. 상품 및 조직

우체국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영보험으로서 도시의 저소

득층 및 농·어촌 주민들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음.

－ 기존 우체국망을 통해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건강진단 절차 없

이 무진단으로 체결되어 보험가입이 간편함.

－ 간이보험 으로 단순하면서 상품 종류가 많지 않음.

－ 모든 보험상품이 배당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음.

반면, 무진단 계약으로 인한 가입자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후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등 계약자

피해 및 분쟁유발의 소지가 있음35).

35) 계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

을 지급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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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우체국보험은 2002년 2월말 현재 10종의 상품을 판매 중에 있음36).

－ 사망·질병 또는 사고시 보장혜택이 있는「보장성보험」 6종

－ 저축목적으로 이용되는「저축성보험」 2종

－ 노후대비를 위한「연금보험」 2종

<표 Ⅱ- 47> 우체국보험 상품종류 및 담보내용

상 품 명 주 요 특 징

보장성
보험
(6종)

우체국
종신보험

- 사망 및 장해 보장
- 특약 선택시 입원비, 수술비 등 보상
- 80세에 기납입 보험료 지급

사랑
교통안전

보험

-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장해·입원·수술비 등을 보장
- 어린이 및 고령자의 보험가입 가능
- 수입보험료의 1%를 이웃돕기에 사용

All-Cover
암치료
보험

- 암진단·입원·수술·통원비 등을 보상
- 입원일수 제한 없이 무제한 지급
-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가능

종합
건강보험

- 각종 질병 및 사고시 입원 및 수술비 보상
- 3대 질병 발병시 고액 치료비용 지급

어린이
보험

- 가입 자녀의 입원 및 수술비를 폭넓게 보장
- 어린이들의 골절, 재해장해, 암 등을 집중보장

어깨동무
보험

-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으로 구분

저축성
보험
(2종)

복지보험
- 단기간(3, 5, 7년)에 몫돈 마련 가능 상품
- 확정금리 적용 (2002. 2월 현재 5.5%)

파워
적립보험

- 금리가 환급금대출 이율 연동
- 일시납 가능

연금
보험
(2종)

아름+

연금보험
- 연금액을 체증지급,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
- 확정금리 적용 (2002. 2월 현재 5.0%)

개인연금
보험

- 금리가 환급금대출 이율 연동
- 연금보험료소득공제 혜택

36) 2002년 7월부터 종래 손해보험 상품인 재해안심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으

로 있어, 우체국의 판매상품 종류는 11종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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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의 모집조직으로는 우체국직원 3만 5천여명과 보험관

리사 4천 5백여명이 있음.

－ 우체국직원은 우편업무 및 예금업무와 함께 보험모집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재 신계약 수입보험료의 65.9%가 우체국

직원에 의해 체결되고 있음.

－ 보험관리사는 전문보험모집 인력으로 민영보험사의 생활설계

사와 유사한 조직임.

『보험관리사 운영지침』에 모집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

나 보험사에 비하여 단순한 형태의 제약이 부과됨.

우체국보험 사업조직은 중앙조직, 지방조직, 지원조직, 위원회 및

모집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중앙조직은 우체국보험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곳으로 정보통신

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과가 담당하며 사업기획, 기금운용 등의

본사적 기능을 수행.

－ 지방조직은 8개의 지방 체신청과 2,800여 개의 일선 우체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모집 등 일선업무를 수행.

－ 지원조직으로는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관리소와, 보

험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체국예금

보험지원단이 있음.

－ 위원회조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우정사업운영위원회 ,

가입자와 우체국보험 사이의 보험금지급분쟁 해결을 위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중

자금운용정책결정과 관련한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운영

할 계획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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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8> 우체국보험 사업조직

사업조직 담당 부서 및 규모

중앙조직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과

지방조직 - 지방체신청 및 우체국

지원조직
-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험파트
-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험파트

자문조직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 (예정)

모집인력
- 우체국직원 3만 5천여명 (우편, 예금, 보험겸업)
- 보험관리사 4천 5백여명

라. 계리업무

우체국보험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생명보험만을 취급함에 따라 생·손보의 구분계리 문제는 없음.

보험상품의 예정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

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적용하고 있음.

－ 예정이율은 현재 금리고정형의 경우 5.0%∼5.5%, 금리연동형

의 경우 환급금 대출이율보다 1% 낮게 적용.

－ 예정위험율은 보험개발원 산출 요율을 사용.

－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등으로

구분 적용.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식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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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분석은 보험종목별로 이차손익, 비차손익, 위험율차손익 및

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이원분석을 위한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및 수금비로 구

분한 후, 개별비와 공통비로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처리하고

있음.

－ 개별비는 해당 보험종목에 직접 배부하며,

－ 공통비의 경우 70%는 예정사업비 금액에 비례 배부하고, 30%

는 신계약 건수(신계약비) 및 보유계약 건수(유지비 및 수금

비)에 비례하여 배분.

계약자 배당은 2년 이상 유지된 유효계약을 대상으로 총괄배당

(이차배당 형식)하고 있으며, 선적립 후배당 방식을 적용.

경영 및 상품공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마. 재무건전성

우체국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은 없

으나 현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음.

자금운용은 금융기관 예탁 또는 국·공채 매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산에 대한 투자상한을 설정하는 양적규제 방식을 취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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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표 Ⅱ- 49> 우체국보험 책임준비금 주요 계정 및 적용방식

계 정 산 출 방 식

공제료
적립금

- 해약환급금식 준비금(5년상각 방식적용)으로 적립(음(陰)
의 값 불인정)

- 연생보험의 경우 주·종피보험자별로 생존을 구분하여 적립

-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단, 생존시 기납입보험료
를 지급하는 보험은 납입방법별 기준으로 적립

미경과
공제료
적립금

-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

- 회계연도말 현재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선납
보험료)는 회계연도말 현재 시점에서 재 산출한 금액을
적립

지급비
금

-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
약에 대하여 보험금ㆍ환급금ㆍ계약자배당금에 관한 분
쟁·소송중인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
을 적립

<표 Ⅱ- 50> 우체국보험 자산항목별 투자한도

항목 투자한도

유가증권
주식
선물

부동산
벤처기업 투자

100분의 90이내
100분의 20이내
100분의 2이내
100분의 20이내
100분의 1이내

바. 경영효율

1) 수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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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규모는 85년 이후 각각 연평

균 27.2% 및 34.4%의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여, 2001년 말 수입

보험료 5조 6,481억원 및 총자산 17조 7,459억원에 달하고 있음.

우체국보험은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

적으로 시작된 1998년 이후 급격한 실적증가를 보이고 있음.

－ 1997년 이전에는 민영 생명보험사와 유사한 수입보험료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99년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이 시작되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우체국예금 및 보험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대되기 시작하였음.

－ 저축성보험으로 일시납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민영 생명

보험 산업이 정체를 보인 1999년 전년대비 36.8% 그리고

2000년에는 81.3%의 급격한 성장을 시현함.

<그림 Ⅱ- 5> 우체국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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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기관

<표 Ⅱ- 51> 우체국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 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보험료 21,455 25,226 28,321 35,200 48,155 87,286 56,481

증가율 24.6% 17.6% 12.3% 24.3% 36.8% 81.3% -35.3%

<표 Ⅱ- 52> 우체국보험 및 민영생보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우체국보험
28,321
(5.8%)

35,200
(7.6%)

48,155
(10.3 %)

87,286
(16.9%)

56,481
(11.9 %)

51,08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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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우체국보험(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2001년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민영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

모의 11.9%로 민영 생보사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 민영 생보산업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은 1997년 5.8%에서 2001

년 11.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상품구조 역시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 90년대 중반 15%에 불과하

던 보장성 보험 비중이 2001년에는 65.3%로 급격히 증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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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53> 우체국보험 상품구조별 보유계약건수 실적

(단위 : 만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보장성 23 36 49 69 144 233 341
(비중) 15.2% 21.7% 26.8% 34.3% 49.7% 55.3% 65.3%
저축성 128 130 134 132 146 188 181
(비중) 84.8% 78.3% 73.2% 65.7% 50.3% 44.7% 34.7%
합계 151 166 183 201 290 421 522

(증가율) 11.0% 9.9% 10.2% 9.8% 44.3% 45.2% 24.0%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5개년 평균 보험금지급율 및 사업비율은 각각 61.0% 및 5.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2000년 및 2001년 총자산수익률은 각각 5.9% 및 8.5%로 농협 및

민영생보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우체국보험의 효력상실해약율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1년의

경우 7.2%로 낮아짐.

－ 이러한 현상은 민영 생명보험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리하락의 지속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음.

<표 Ⅱ- 54> 우체국보험 경영효율

연도 신계약율
보험금
지급율

사업
비율

자 산
운용율

총자산
수익률

효력상실
해약율

1997
1998
1999
2000
2001

49.1%
66.9%
97.0%
94.2%
47.0%

82.5%
90.1%
58.6%
37.3%
70.6%

5.8%
5.2%
5.1%
4.1%
6.9%

99.97%
99.91%
99.97%
99.98%
99.96%

10.7%
10.9%
10.6%
5.9%
8.5%

14.2%
18.6%
11.8%
8.8%
7.2%

86



주요 공제기관

2) 총자산

2001년 우체국보험의 총자산 규모는 농협공제의 총자산 규모와

유사한 17조 7,469억원에 달하고 있음.

－ 수입공제료 증가와 함께 총자산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민영 생보산업 총자산 대비 비율은 1997년 6.6%에서 2001년

12.4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Ⅱ- 55> 우체국보험 총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5개년 평균

우체국보험
59,643
(6.6%)

66,551
(7.2 %)

91,616
(8.3 %)

147,827
(12.2 %)

177,469
(12.4 %)

108,62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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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 )는 민영 생보산업 대비 비율임
2) 사업연도기준 [우체국보험(CY) : 1월∼12월 / 민영생보(FY) : 4월∼3월]
3) 민영 생보산업의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종신보험이 제외된 실적임

<표 Ⅱ- 56> 우체국보험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구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비 중 수익률

현예금 34.0% 12.1% 44.8% 4.2% 24.5% 9.1%

유가증권 50.3% 10.2% 41.1% 6.8% 62.9% 8.8%
- 국공채 23.1% 7.5% 15.1% 13.2% 21.9% 7.6%
- 수익증권 27.2% 12.3% 25.9% 2.7% 41.1% 9.4%

대출금 7.5% 10.5% 4.3% 10.9% 4.1% 9.1%
- 계약자대출 1.3% 13.1% 0.3% 11.0% 0.3% 9.9%
- 환급금대출 6.2% 9.4% 4.0% 10.9% 3.7% 9.0%

공자기금 6.0% 8.3% 6.4% 8.6% 7.0% 6.7%

고정자산 0.8% 2.0% 0.5% 2.7% 0.3% 3.2%

기타 1.4% 0.0% 2.9% 0.0% 1.1% 0.0%

총자산 100.0% 10.6% 100.0% 5.9% 100.0% 8.5%

주 : 공자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의미함

87



우체국보험의 최근 3개년 평균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52.4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현예금

33.8%, 공자기금 6.6%의 순으로 나타남.

－ 민영 보험산업 및 기타 공제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예

금 보유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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