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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부문이 ①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②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함

(금융서비스 강화)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회사가 저금리 환경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고 극단적인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함

1.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

가. 운영부담 완화

단기적으로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유럽) 유럽보험감독국(EIOPA)은 보험회사의 사업 유지를 강조하고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기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함4)

(미국) 금융당국(FRB, CFPB, FDIC, NCUA, OCC, CSBS)은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의 

금융 니즈를 금융기관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금융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및 감독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함5)

4)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5) FRB(2020. 3. 9), “Agencies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meet financial needs of customers and 

members affected by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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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보장 강화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험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코로나 19 입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건강보험상품 운영을 독려함

(홍콩) 보험감독청(IA)은 대면채널의 모집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보완하여 우편물 청약철회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함

(미국) 뉴욕금융감독당국(NYDFS)은 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의 보장 내용을 가입자에게 분명하게 

공지하도록 함

-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회사가 정액 또는 정률 형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비상 규정을 채택함

(영국) 행위규제청(FCA)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여행자보험), 신계약에 대한 면책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함(건강보험)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중단 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6)

(시장 활성화) B2B거래의 특성상 제한적이기는 하나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 지원) 특히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 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다. 보험계약 유지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중국) 은행보험감독청(CBIRC)은 보험회사에 전염병 예방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품 혁신 및 

소비자보호 개선을 요구함

(태국) 보험감독청(OIC)은 코로나 19 감염자에 대해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4월까지 면제하고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손해보험의 보험료 분납을 허용하고 4월까지 여행보험의 시작/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한국)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약관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함(<부록 표 2> 참고)

6) 송윤아(2020. 3. 16),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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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회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19 영향) 금융당국은 코로나 19가 개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K-ICS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금리 하락) 준비금 추가적립과 더불어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여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자산가격 하락)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유연성 확보)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가 기준 지급여력제도의 기계적인 운영은 과도한 행정개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EU) Solvency Ⅱ에서는 경과조치, 회복기간연장 등 다양한 보완조치를 통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시장 하락, 저금리 환경의 지속, 충격이 큰 재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자본규제 미충족으로 인한 감독당국의 개입을 유예할 수 있음

(영국) 급격한 금리하락에 대응하여 감독당국(BOE)은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 경과조치에 대한 

재산출을 허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