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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개요  

□ 목  적

◦ 해외 신용보증기관 및 수출신용보험사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신보 및 중앙회 직원들의 자기개발 역량 제고

◦ 새로운 국가의 역사·문화·환경 등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의식 

함양·고취를 통해 지역신보 및  중앙회의 발전방향, 비전 재정립

□ 방문기관

◦ 스페인(‘18.6.18.(월) 방문)

- 스페인 보증기관(Iberaval SGR)

◦ 스페인(‘18.6.19(화) 방문)

- 스페인 공적수출신용보험사(CESCE)

◦ 이탈리아(‘18.6.20(수) 방문)

- 신용보증협회, 수공업분야(FEDART FIDI)

- 신용보증협회, 공업분야(FEDER CONFDID)

□ 기  간 :  2018. 6. 16(토) ~ 6. 23(토) 

□ 참가자 : 43명(지역신보 39명, 중앙회 4명)

◦ 중앙회 참가자 : 위성인 상임이사, 한규식 부장, 이제광 팀장,

김민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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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일정

◦ ’18. 6. 16 : 인천공항 출발

◦ ’18. 6. 18 : 스페인 보증기관(Iberaval SGR) 방문

◦ ’18. 6. 19 : 스페인 공적수출신용보험사(CESCE) 방문

◦ ’18. 6. 20 : 신용보증협회, 수공업분야(FEDART FIDI), 공업분야

(FEDER CONFDID) 방문

◦ ’18. 6. 23 :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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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방문  

❶  스페인 보증기관(Iberaval SGR)

1. 방문일시 : 2018. 6. 18(월) AM 10:00

2. 면담내용 : 기관 소개 및 신용보증제도 전반

3. 주소 및 홈페이지 

◦ 주    소 : Calle Estacion, 13, 47004, Valladolid, Spain

◦ 홈페이지 : http://www.iberaval.es

4. 면담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Q&A

5. 기본구조

가. 개 요

◦ 스페인 상호보증연합(CESGAR)은 스페인 내 존재하는 상호보증회사

(SGR)간의 이익 중재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8년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

◦ SGR은 참여회원 및 지원회원으로 구성됨

- 참여회원 : 신용보증을 공급받는 중소기업으로 SGR의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서 지정된 업종의 사업을 영위

- 지원회원 :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단체 

등으로 SGR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조성하는 역할 수행

◦ Iberaval SGR은 스페인 전국에 존재하는 18개 신용보증 기관(SGR) 중 

하나로 바야돌리드 지역을 관할(SGR 전체에서 21%의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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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내 용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보증

ㆍ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보증
ㆍ운전자금대출보증, 시설자금보증, 임대차계약보증, 신용증권보증, 

거래할인보증 등

기타기관에 대한
금융보증

ㆍ제3채무자가 비금융기관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보증
ㆍ행정기관에 대한 부채상환보증,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행정

기관대출보증 등

기관에 대한 
비금융보증(기술보증)

ㆍ금융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피보증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보증
ㆍ제3채무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ㆍ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계약 입찰, 이행, 지급 보증이 해당

제3자에 대한 
비금융보증

ㆍ행정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피보증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보증

ㆍ주택구입보증, 계약보증 등 

나. 특 징

◦ 각각의 SGR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1994년 3월

부터 스페인 중앙은행(Bang of Spain)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영

◦ SGR 한 기관의 설립을 위해 자본금은 18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15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참여회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지원회원수는 점차 증가하다 

‘16년에 조금 감소

◦ SGR은 참여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에 한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종 제한은 없음

◦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추이를 보면 10명 이하 종업원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SGR에서 취급하는 보증의 종류

< 발표자료 :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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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스페인 공적수출신용보험사(CESCE)

1. 방문일시 : 2018. 6. 19(화) AM 10:00

2. 면담내용 : 기관 소개 및 공적수출신용보험제도 전반

3. 주소 및 홈페이지

◦ 주    소 : Calle de belazquez, 74, 28001 Madrid, Spain

◦ 홈페이지 : https://cesce.es

4. 면담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Q&A

5. 기본구조

가. 개 요

◦ Law 10에 의거하여 1970년 설립

- 1972년 공식적으로 신용보험업무개시, 1990년 국내 신용위험관련 보험 

및 보증업무 시작

◦ CESCE 지분의 50.25%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산업관광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Tourism and Trade)가 관리감독

- 주요 주주 현황 : 스페인 정부(50.25%), 산타데르그룹(21.07%), BBVA

그룹(16.3%), 기타은행(8.48%), 기타보험사(3.9%)

나. 특 징

◦ 특정 금액을 넘어서는 인수심사는 이사회내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하며, 보험금 지급은 일정 한도까지는 CESCE 위원회가 결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급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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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 도 내 용

단기

Whole Turnover Export 
Credit Policy

ㆍ연간 수출실적 1.2백만 유로 이상 업체가 대상
ㆍ1년 이내 결제조건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담보

Export Credit Insurance 
for SMEs

ㆍ연간 수출실적 1.2백만 유로 이하 업체가 대상
ㆍ중소기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순화시킨 제도

Individual ST Supplier 
Credit Policy

ㆍ개별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위험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손실위험 담보

Individual Documentary 
Credit Policy

ㆍL/C 확인 금융기관의 대금미결제위험 담보

장기

Buyer Credit Policy
ㆍ해외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 앞 보증제도
ㆍ부보율 : 비사우이험 99%, 신용위험 99%

Supplier Credit policy
ㆍ해외수입자와 신용거래를 하는 수출자 앞 보증제도로 

신용위험 및 선적 전 계액파기 위험 등 담보

Civil Works policy
ㆍ해외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계약취소, 대금미회수 

위험, 장비몰수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보하는 제도
ㆍ부보율 : 비사우이험 99%, 신용위험 99%

Bonds insurance for 
guarantors

ㆍBon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로 인해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 담보

Bonds insurance for 
exporters

ㆍBond의 부당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로 인해 수출자가 입
게 되는 손실 담보

Bank Guarantee policy
ㆍ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선적 전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부보율 94%

Barter policy
ㆍ교역(교환) 거래를 하는 수출업체가 비상위험으로 선적

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부보하는 제도

Project policy
ㆍ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

위험 담보

Foreign Investment 
policy

ㆍ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직면하는 비상위험 담보, 부보율 
99%

◦ CESCE의 납입자본금은 정부지분을 포함하여 9.2백만 유로이며, 자체

계정 운영대상인 상업부문 리스크와 관련 재원은 보험료 수입, 회수

금수입 및 투자이익(자본이익)등으로 충당하며, 정부계정 운영대상인 

비상위험 및 특별위험과 관련 재원은 보험료수입, 회수금수입 및 정

부의 예산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CESCE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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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탈리아 보증기관 연합체(FEDART FIDI, FEDER CONFIDE)

1. 일시 : 2018. 6. 20(월) AM 10:00

2. 면담내용 : 기관 소개 및 신용보증제도 전반

3. 주소 및 홈페이지

◦ 주    소 : viale dellastronomia, 30, 00144, Roma, Italy

◦ 홈페이지 : https://fedartifidi.it/mu

4. 면담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Q&A

5. 기본구조

가. 개 요

◦ 콘피디 연합회는 전국의 530여개 콘피디를 대표하여 로비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EU에 대한 콘피디 지원 활동을 수행

- 콘피디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7개의 콘피디 연합회가 전국에 산업별로 결성

명칭 주요 산업 Assoconfidi 가입여부 비 고

Asscooperfidi 조합 여
Creditagri 농업 여
Fedartifidi 수공업 여 금번 방문지
Federascomfidi 상업·관공업·서비스업 여
Federconfidi 공업 여 금번 방문지
Federfidi 상업·관공업·서비스업 여
Fincredit-confapi 중소영세 여

◦ 각 연합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연합회(Assoconfidi)가 존재하며 

AECM의 회원사로 활동

- 각 콘피디 연합회는 매년 순번제로 중앙연합회(Assoconfidi)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 입법과 AECM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은행 보증 이용의 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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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 징

◦ 콘피디는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은행에 관련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은행별로 계약을 체결(최대 백만 유로까지 담보없이 대출)하고 기업에 

1차 보증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

◦ 콘피디는 규모와 사업내용으로부터 두 종류로 구분됨

- 비교적 소규모로 지역에 밀착형 활동을 수행하는 콘피디 112와 보다 큰
규모의 콘피디 106으로 구분(각각 은행법 112조항과 106조항에 의해 규정)

- 원칙적으로 콘피디 106과 112는 모두 보증과 재보증업무를 수행하나,

통상 콘피디 112는 보증신청건에 대한 1차 심사를 수행하고, 보증적격 

기업을 콘피디 106에 중개하는 역할 수행하는 반면, 콘피디 106은 은

행대출에 대한 보증 및 콘피디 112의 보증에 대한 재보증 제공

◦ 콘피디 106과 112 특징 비교

기간 콘피디 106 콘피디 112
보증잔액 

기준
1억 5천만 유로 이상 1억 5천만 유로 미만

금융중개
기능

있음 없음

중앙은행
등록

등록
(중앙은행 등록)

미등록

기관수
63개 기관

(현재 20개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약 470개 기관

(현재 200개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바젤Ⅱ 적용  미적용

◦ 보증비율과 보증요율

- 보증비율은 20~95%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콘피디는 
50%의 리스크를 부담

- 보증료율 0.5~3.0% 이며 콘피디·협약은행에 따라 상이하나 단기대출
의 경우 통상 1.0~1.5% 수준의 보증료 부과

◦ 보증승인 주요 절차는 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은해으이 대출승인

절차와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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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활동사진

< 스페인 보증기관(Iberaval SGR) 방문 (2018.6.18) >

< 스페인 공적수출신용보험사(CESCE) 방문(2018.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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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보증기관 연합체(FEDART FIDI, FEDER CONFIDE) 방문 (2018.6.20) >

< 방문기관 관계자 명함 >

스페인 보증기관 담당자 스페인 공적수출신용보험사 담당자1

스페인 공적수출신용보험사 담당자2 이탈리아 보증기관 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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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재단명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중앙회 임원(상임이사) 위성인 남 단장

2 중앙회 부장(3급) 한규식 남 간사

3 중앙회 팀장(무기) 이제광 남

4 중앙회 과장(5급) 김민수 남

5 강원재단 본부장(1급) 백승호 남

6 강원재단 차장(4급) 박순균 남

7 경기재단 부장(3급) 임홍윤 남

8 경기재단 부지점장(3급) 차경철 남

9 경남재단 과장(5급) 황현정 여

10 경남재단 과장(5급) 이선희 여

11 경남재단 과장(5급) 진아림 여

12 경북재단 부장(3급) 김성칠 남

13 경북재단 대리(5급) 장재규 남

14 광주재단 본부장(1급) 정일균 남

15 광주재단 과장(4급) 박준철 남

16 광주재단 대리(5급) 김현주 여

17 대구재단 지점장 전재우 남

18 대구재단 과장 김도훈 남

19 대구재단 대리 박선미 여

20 대구재단 대리 이상관 남

21 대전재단 부장(3급) 김원범 남

22 대전재단 차장(서무원) 김 용 남

23 부산재단 계장 황경희 여

24 부산재단 계장 박재호 남

25 부산재단 계장 박미옥 여

26 부산재단 계장 김영숙 여

27 서울재단 팀장(3급) 오영국 남

28 서울재단 차장(4급) 김정훈 남

29 서울재단 과장(4급) 오영택 남

30 서울재단 주임(6급) 박미화 여

❺  연수참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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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천재단 대리(5급) 이정진 남

32 인천재단 대리(5급) 김기태 남

33 인천재단 경영지원역 김성중 남

34 인천재단 경영지원역 이강우 남

35 울산재단 과장(5급) 박일규 남

36 전북재단 차장(무기) 변미희정 여

37 전북재단 차장(무기) 최규수 남

38 제주재단 과장(5급) 이영환 남

39 제주재단 과장(5급) 안남경 여

40 제주재단 계장(6급) 이승돈 남

41 충남재단 지점장(3급) 노희찬 남

42 충남재단 대리(5급) 이지수 남

43 충북재단 차장(4급) 송주성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