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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사례

1. 싱가포르

제Ⅲ장에서 다루었던 이론적 논의 가운데 클러스터 관련 사례로 싱가포르의 재보험 허브

사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노력이 

결합되어 클러스터가 형성된 사례에 해당된다.14)

싱가포르는 1819년 스팸포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동인도회사를 위해서 당시 조

그마한 어촌을 무역항으로 바꾸면서 동남아의 무역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교통요충

지로서의 이점과 무역항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

이 모여들었고, 1965년 독립 이후 영어의 공용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지면서 해외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금융산업이 단순히 무역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이 아니고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1971년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라 함)을 설립함과 동시에 금융 허브 전략을 추진하였다. 금융 허브 전략 가운

데 재보험정책은 크게 ① 규제 완화, ② 인재 양성, ③ 재보험사업 지원, ④ 재보험 연구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재보험을 포함한 싱가포르 보

험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기본방향은 규칙 중심(Rule-based) 감독에

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감독으로의 전환이었다. 2004년부터는 싱가포르에 거주하

지 않는 재보험회사도 MAS에 신고하고 등록하면 ‘인가된 비(非)거주 재보험자(Authorized 

non-resident reinsurers)’로서 싱가포르에서 재보험 영업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국내의 우수한 젊은 인력을 보험산업으로 유치

하기 위해 MAS의 후원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싱가포르 보험대학(Singapore 

14) 싱가포르 사례는 김헌수(2014)에서 인용함



Ⅳ. 해외사례 19

College of Insurance)은 Insurance Executive Scholarship Program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잠재성이 있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

록 해주는 ‘Work&Study’ 프로그램이다. 한편,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는 Global Internship 

Program을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석 달 동안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재)보험회사

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 번째, 재보험사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을 들 수 있다. 보험의 경우 해외 

수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해외 물건에 대해 국내 물건에 비해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하였다. 또한,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역내와 역외 관계없이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

하였다. MAS로부터 선박보험자로 인가받은 경우 역내와 역외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 

관련 보험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재보험 연구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MAS가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NTU-ICRM(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Institute of Catastrophe 

Risk Management)이 설립되었는데, 아시아에 최초로 설립된 재해 리스크 관련 종합연구

소로 재해 리스크의 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ARC(Asia Risk Centre)가 설립되었는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

역의 농산물 리스크를 모델링하고 계량화하는 연구센터이다.

2. 독일 뮤니크리

재보험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본력, 기술력, 네트워킹 능력이 필요하

다. 이 절에서는 3가지 요소 가운데 특히 기술력과 관련하여 뮤니크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880년 회사 설립 이후 어떤 과정을 통해 위험평가 능력을 제고시켜왔는지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았다.15)

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1880~1914년) 

뮤니크리는 1880년 회사 설립 직후 위험 분산을 위해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당시 

15) 독일 뮤니크리 사례는 Kopper(2017)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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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크리의 주요 해외 시장은 러시아와 미국이었다. 1895년 러시아 시장에서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 규모는 약 270만 마르크였는데, 이 수치는 뮤니크리의 독일 시장 수입을 초

과하는 규모였다. 1892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선발주자(First mover)의 이점을 

살려 미국 재보험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재보험회사로 올라섰다.

1914년 이전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 재보험 대상은 화재위험과 지진위험이었는데, 두 위

험에 대한 뮤니크리의 대응전략은 상반되었다. 1904년 2월 7일 볼티모어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3억 400만 마르크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손실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뮤니

크리는 1903/04 회계연도 이익의 2배, 미국 시장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마르크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뮤니크리는 미국 시장에서의 화재위험 관련 사업을 

축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화재위험의 경우에는 경험통계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서 

사전에 계산 가능한 위험(Calculable risk)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진위험은 화재위험과는 달랐다.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발생

했는데, 2만 8천 채의 주택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는 지진 이후 화재에 의한 간접 피해가 훨씬 더 컸다. 당시 미국 화재보험의 경우 지진 관

련 피해는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여론과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의 압력

에 의해 미국의 화재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뮤니크리도 미국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

뮤니크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후 지진위험을 계산 가능하지 않은 위험(Incalculable 

risk)으로 분류하고 보장 가능한 위험에서 제외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자국 내에서는 1908년 지진위험 보장을 제외하는 조항을 입법화해서 독일보험법

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요구로 인해 지진위험을 계속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진피해를 보상해야 했으나, 신뢰할 만

한 지진위험 추정치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뮤니크리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오래가지 않아 해소되었다. 1917년 미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뮤니크리

는 미국 시장에서 자연스레 철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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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까지는 뮤니크리의 해외 시장 진출이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부터 뮤니크리의 글로벌화는 재개되었는데, 이번에는 진출 대상이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로까지 확대되었다. 이하에서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뮤니크리의 글로벌화와 위험평가 역량 발전 과정을 ① 생명보험, ② 자연재

해, ③ 새로운 기술(제트기와 원자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명보험

현재는 재보험업이 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에 기반을 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1950년대의 뮤니크리만 해도 법률가가 재보험 업무의 주축 인력이었다. 수학자를 

제외하고는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 1960년대까지 뮤니크리의 수

학자들이 일했던 곳은 생명보험 부서로, 그들의 주요 임무는 보험료 계산의 정확도 및 신

뢰도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뮤니크리의 사망률(Mortality) 계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

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IBM 컴퓨터의 도입이었다.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해졌다. 기대수명을 고려할 경우 이전보다 더 낮은 보

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 보험료 산출 역량을 가지고 있던 뮤니크리는 재보

험 영업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2) 자연재해16)

1960년대까지 뮤니크리의 언더라이팅 원칙 가운데 하나는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예측하

기 어려운 위험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해외 시

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가 있었다. 따라서 해외 주요시장에서 재보험 영

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위험을 마냥 제외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무

16) 한국이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크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보험이나 재보험 수요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독일도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크지 않은 국가이지

만, 뮤니크리가 해외 재보험시장에서 앞서 가고 있다는 점은 앞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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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 위험을 인수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관련 위험의 평가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해 뮤니크리 내부에 과학연구 부서(Scientific Research Units)를 만들었다.

우선 일본의 지진위험 관련 재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질학자를 고용해서 과거 지진 

관련 데이터를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에 따라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보험료/손실액 계수(Premium/Damage coefficient)를 통한 사후조정 방식에서 미래 위

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측모형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편, 호주 시장의 경우에는 홍수, 토네이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재보험 

수요가 있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했다. 

뮤니크리는 과학연구 부서의 직원이었던 기상학자를 호주에 파견해서 호주 손해보험회사

가 언더라이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뮤니크리의 이러한 조치는 호주 보험산

업만을 위한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뮤니크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17) 

3) 새로운 기술

뮤니크리가 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도입하도록 만든 또 다른 동인은 새로

운 기술의 출현이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의 경우에 사고 통계가 충분히 집적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 통계에 근거해서 신뢰도가 높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위험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좀 더 뛰어난 위험평가 능력을 가지고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1960년경 제트기가 민간 항공산업에 도입되었을 때, 뮤니크리는 항공분야 공학자를 고용

하여 위험평가에 공학 지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자인 스위스리보다 저렴한 보험

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는 원자력으로, 이 경우에도 제트기의 경우와 비슷하

게 경험 통계에 근거한 전통적인 위험평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히 제3자와 관련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어서 추정최대손실(Probable Maximum 

17) 뮤니크리가 연구 역량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부서를 만들어 조달한 이유는 관련 지식을 경쟁자와 공

유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고객인 원수사와는 때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공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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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이하, ‘PML’이라 함)의 계산이 중요했다. 보다 신뢰성 있는 PML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기계 관련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공학 지식도 필요했기 때문에, 1968년 

뮤니크리는 핵물리학자를 고용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원자력 사고 관련 PML의 새로

운 추정치를 얻게 되었다.

3. 스페인

스페인 사례는18) 다음 3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재보험 발전 정도에 따라 재보

험 선진 국가와 후진 국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진 국가에는 미국, 영국(로이

즈), 독일(뮤니크리), 스위스(스위스리), 프랑스(스코르)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은 선진 국

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데,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의 재보험 발전 사례를 살

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고 해외수지 역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 또한 스페인 재보험회사가 규모 측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다. 둘째, 앞 절의 뮤니크리가 글로벌 

경쟁력 관련 3요소 가운데 기술력과 관련이 있는 사례였다면, 스페인 사례는 네트워킹과 

관련이 있다. 셋째, 싱가포르가 재보험허브형 글로벌 전략 사례라고 한다면, 스페인은 틈

새시장 공략형, 특히 지역적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페인 내전(1936~1939년) 이후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급자족 경제정책(Autarky 

policy)에 기반을 둔 재보험산업정책이 추진되었다. 스페인 재보험회사가 외국계 재보험

회사보다 자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믿음하에 외국계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 아래에서 1989년까지 19개의 스페인 재보험회

사가 설립되었다. 스페인 내전 이전에 존재했던 2곳을 합하면 총 21개의 재보험회사가 있

었는데, 그 가운데 2000년 이후에도 영업을 존속했던 곳은 2곳뿐이었다. 하나는 

Nacional de Reaseguros이고, 다른 하나는 MAPFRE Re이다.

Nacional de Reaseguros는 프랑코 정권이 들어선 1939년에 설립되었으며, 스페인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2012년 지역별 보험료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스페

인 시장이 80%, 이탈리아가 7.5%, 프랑스가 2.2%, 포르투갈 5.3%, 그리고 기타 국가가 

18) 스페인 사례는 Caruana de las Cagigas(2017)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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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기록하였다. 

MAPFRE Re는 1982년 설립되었는데, Nacional de Reaseguros와는 상반되게 스페인 자

국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비중이 더 컸다. 2012년 기준으로 스페인 시장의 비중은 12% 정

도 되었고, 다른 유럽 국가의 비중이 36%, 라틴 아메리카가 32%, 그리고 기타 국가가 

20%를 기록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신설되었던 재보험회사들이 단명하면서, 이전

의 스페인 재보험회사들이 고수했던 국내 시장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는 성공하기가 어렵

다는 인식하에 MAPFRE Re는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 

특히,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부터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4년 멕시코, 1986년 필리핀, 

1988년 칠레와 베네수엘라에 진출하였다.

연도 국가 진출 형태

1984 멕시코 지사(Branch) 설립

1986 필리핀 지사 설립

1988 칠레 Caja Reaseguradora de Chile 인수

1988 베네수엘라 지사 설립

1988 이탈리아 지사 설립

1988 룩셈부르크 Maplux Re 설립

1989 벨기에 CIAR 인수

1990 아르헨티나 지사 설립

1991 영국 지사 설립

1991 콜롬비아 Reaseguradora Hemisférica 인수

1991 포르투갈 지사 설립

1993 그리스 지사 설립

1996 페루 지사 설립

1996 브라질 지사 설립

1997 벨기에 지사 설립

1999 미국 Chatham Re 인수

자료: Caruana de las Cagigas(2017)

<표 Ⅳ-1> MAPFRE Re의 해외 시장 진출 추이(1984~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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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FRE Re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2가지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원래 국영 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칠레의 Caja Reaseguradora의 지분 88%를 

인수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남미 시장에서 MAPFRE Re의 인지도가 올라갔다. 두 번째는 

1985년 멕시코 지진이었는데, 당시 MAPFRE Re는 약 240만 유로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국내 시장 중심의 영업을 했던 Nacional de 

Reaseguros는 여전히 소규모의 재보험회사에 머물렀지만, 해외 시장 중심의 전략을 추진

했던 MAPFRE Re는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