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리콜보험

제품 리콜이 증가하면서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기업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으로 결함 있는 제조물로부터 발생한 인적 및 물적 손상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보험들은 제조물 리콜로 인해 발생한 순수한 재무적 손해(Financial Loss)는 보장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리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손해보험과 리콜보험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리콜보험약관 내용

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리콜보험의 특성31)

가. 보장대상

리콜보험은 발견 또는 추정된 제품 결함으로 인해 제품의 리콜이 필요할 경우 발생

하는 재무적 손해를 보장한다. 제품결함으로 인한 인체 상해나 재물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 유형을 살펴보면 결함제품의 회수나 

수리, 교환 비용, 휴업손해 등 제조업자의 손해가 있고 결함제품으로 인해 제3자의 신

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비용손해가 있다. 리콜보험은 결함제품의 리콜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를 보장하며 결함제품으로 인한 배상책임비용은 생산물배상책

임으로 보장된다. 

31) Christian Becker(2012)에서 주로 발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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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제품 결함과 관련한 보험

보험종목
제3자 대인･
대물배상비용

리콜비용
제품자체의 

수리･교환비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

리콜보험 × ○ ×

하자보증보험
1) × × ○

주: 1) 하자보증책임보험은 무상수리기간에만 적용됨
자료: http://www.insucompany.com/2015/12/recall-insurance.html?gclid=Cj0KCQiAkZHTBRCBARIsAMbXLh

GvNOYM2xp8OGNo5t40HYII8vRCm2e65uWbXsbZpd3fk9jFu4xjNZwaArCnEALw_wcB

리콜은 신체 상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단지 물적 손상만

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콜을 한다면 보험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탁

기 제조업자가 연결관의 누수위험을 이유로 침수손상을 피하기 위해 세탁기를 리콜한

다면 리콜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리콜이 물적 손상(건물손상)을 피하기 위한 목적

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적 손상만 발생하지 않고, 인적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보험으

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탁기가 화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인체의 상해 가능성

이 있다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신 리콜보험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시 일정 수준까지의 공제금액을 우선 부담하

게 하고 그 이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보험자와 공동 부담하게 하여 

무분별한 리콜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또 기업에게 부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리콜 요구

를 차단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리콜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밀유지조항이 리콜보험 약관에 포함되기도 한다. 

나. 보험사건

리콜보험의 보험사건으로 리콜이 요구된다. 리콜이란 보험계약자나 관계당국이 법

적 의무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인도된 제품이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결함 발견 시 이

를 수리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사업자가 절연능력이 부족한 토스터를 인도하였다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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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토스터를 반품하여 건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결함을 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리콜의무

리콜은 법적인 의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

는다. 법적 의무로써 리콜은 감시의무(Duty of Surveillance)나 공적 명령을 근거로 발

생하게 된다.

1) 감시의무에서 발생하는 리콜의무

리콜의무는 제조사업자의 감시의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제조사업자는 안전유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에 제품을 출하한 제조사업자는 인도 이후 과

실과 실수(Defaults and Errors)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품에 고객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조사업자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단순한 위험을 알리는 것으로 불충분한 경우 위험한 제품의 

리콜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발적 리콜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그 비용을 리콜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2) 공적 명령에 의한 리콜

리콜의무는 공적 명령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제조업자가 시장에 사용으로 인해 소

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을 출하한다면 관계 당국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공적 명령을 기반으로 한 리콜은 리콜보험의 보험사건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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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장기간

1) 보장기간 제한

보험기간 중 선언된 리콜에 대해서만 보험에서 보장한다. 보험기간 중에 인도된 결

함제품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이후 리콜이 일어났다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제품사고로 인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이

전에 리콜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제품을 인도한 후 일정기간(예: 3년) 이내에 발생한 리콜비용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보장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업자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리콜보험에 가

입하고 결함 또는 위험 제품을 2012년 1월 1일에 인도한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행된 

리콜은 보험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리콜 시점에 여전히 유효하지만 제품을 

인도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2) 사전 손상에 대한 미보장

인도 이전에 발생한 손상도 면책되므로 보험보장은 제한된다. 보험조건에 따라 아

직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한 비용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보험으로 보장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 이전에 전기선의 결함을 발견한 토스터 제조사업자가 손

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관련된 재무적 손해(전기선 교환비용)은 보험으

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전 손상은 리콜보험이 요구하는 소비자의 건강 위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보장에서 면책된다. 즉, 제품 리콜 전에 발생한 보험

계약자의 재무적 손실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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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콜보험 약관

리콜보험은 비교적 새롭게 시장에 도입된 보험상품으로 아직 표준화된 유형의 약관

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리콜비용, 브랜드 회복비용, 위기관리비용, 

제품오염이나 악의적 제품 훼손까지 모두 포괄하여 보장해주는 보험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약관을 중심으로 리콜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32) 

가. 보장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고되거나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고된, 보험사고로 인해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액 중 공제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1) 보험기간

보험기간(Policy Period)은 보험증권의 별지에서 정한 기간으로 대개 1년이다. 그러

나 보험증권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더 단기가 될 수 있다. 

2) 보험사고

보험사고라 함은 결함, 악의적 제품 훼손, 제품 금품갈취협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

든 리콜 또는 정부리콜을 말한다. 

결함(Defect)은 사용 시 신체손상이나 재물손상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보험목적물의 결함(Defect)･결손(Deficiency)･부적합(Inadequacy)이다. 

악의적 제품 훼손(Malicious Product Tampering)은 제3자(피보험자의 고용인 포함)

가 보험목적물을 의도된 대로 사용하는 것을 부적합 또는 위험하게 만들거나 대중에

32) AIG Insurance Group의 리콜보험약관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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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런 효과를 각인시키기 위해 보험목적물을 의도적･고의적･악의적으로 부당 훼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위협에 그친 경우도 포함한다. 

제품 금품갈취협박(Product Extortion)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금품갈취 요구가 전

달된 악의적 제품훼손을 의미한다. 

신체손상(Bodily Injury)은 사망이나 명확하고 확인 가능한 내･외부의 상해･질환･질
병의 가시적인 육체 증상을 의미하며, 육체의 상해･질환･질병으로 비롯한 것이 아닌 경

우에는 정서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물손상(Property Damage)

은 유형자산의 물리적 손상, 손해 또는 파괴를 말한다.

제품리콜(Product Recall)이란 신체손상이나 재물손상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보험목적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하자･
악의적 제품훼손･제품 금품부당청구협박으로 인해 상업상의 유통경로에서 보험목적

물을 수거 또는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 제품에 한한다.

① 보험개시일 이후 상업상의 유통경로에 처음 들어간 제품

② 피보험자, 그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품

정부리콜(Governmental Recall)은 결함, 악의적 제품 훼손 또는 제품 금품갈취협박

의 결과로 정부 당국이나 규제기관에서 공식적인 리콜명령을 내린 경우나 정부나 규제

기관의 리콜기준에 해당하여 리콜명령이 임박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리콜을 의미한다.

3) 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Insured’s Product)은 청약서나 그 부록으로 보고되어 보험증권의 유효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정리 기록되어 있는 완제품이나 구성부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① 피보험자가 제조, 취급 또는 유통하고 있는 제품

② 하도급업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제조하고 있는 제품

③ 피보험자가 판매 또는 시장에 내어 놓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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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① 판매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된 제품

②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한 날 이후로 피보험자가 그 제품과 구성부품에 결함, 악의

적 제품훼손, 제품 부당금품강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

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해당 제품이나 구성부품에 대한 서면 수락을 한 경우. 보험회사의 수

락은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보험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보험

증권의 보험조건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 

4) 공제금액

공제금액(Deductible)은 보험증권의 별지에 기재된다. 공제금액은 발생 손해액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상태로 유지

되어야 한다. 공제금액은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액에 별개로 적용된다. 

5) 배상책임한도

보험증권하의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보험증권 별지에 기재된 배상책임한도(Limits 

of Liability) 금액으로 제한된다. 배상책임의 제한은 이 보험증권의 조건에 따라 보험

기간 내에 결합･발견･보고된, 모든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 전체 합계액에 적용된다. 

추가로 보험증권 만기 후 30일 이내까지 보고된 손해액도 보험기간 중에 보고된 것

으로 간주되며, 배상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방어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이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방어비용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의 유지 연수나 보험료 납입횟수 또는 다른 상황에 모두 관계없이 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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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하의 보험사건에 관한 보험회사의 총배상책임은 연수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

적되지는 않는다. 피보험자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중 일부나 그 전체가 입

은 손해에 대한 회사의 총배상책임의 한도는 손해가 피보험자 중 1명에게 발생한 경우

에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6) 공동보험(Co-insurance)

피보험자는 매 손해액당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공동보험비율 비례분을 본인의 

위험으로 무보험상태로 감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보험증권하의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액의 잔여분에만 적용되며 해당 공동보험금 부분을 피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정도에 비례해서 보험회사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잔여 손해

액을 보장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보험금 지급은 이 보험증권하의 배상책임한도

의 전제가 되지 않으며 그 한도를 줄이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7) 피보험자

피보험자(Insured) 보험증권 별지에 기재된 개인기업, 동업기업, 또는 법인기업을 

말한다.

나. 보장하는 손해

리콜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결과로 인해 직접적이며 전적으로 발생한 다음 비용을 

손해액(Loss)으로 인정해 보상해준다, 다만 그 비용이 합리적이며 필수적으로 발생하

여야 한다. 

영업지장손해 및 제품금품갈취 비용과 관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

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지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비 또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하나

의 보험사고로 청구되고 보상된 금액이 다른 보험사고로도 보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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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의 리콜비용

피보험자의 리콜비용(Insured’s Product Recall Costs)은 보험사고에 의하여 리콜대

상 보험목적물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통사업자

가 부담하는 합리적인 필수비용을 의미한다. 보험목적물의 리콜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① 신문･잡지 등의 인쇄 광고비용(전자 또는 기타), 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한 사고(社

告)나 광고, 보험목적물의 리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비용

② 피보험자의 리콜에 직접 관련된 필수 운송 및 보관 비용

③ 피보험자의 정규 직원 이외로 보험목적물의 리콜을 위해서만 일하는 추가 인원

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④ 정규 직원이 보험목적물의 리콜만을 위해 일한 시간외근무수당

⑤ 운송비 등 보험목적물의 리콜만을 위해 상기 ③ 및 ④의 직원이 가지급한 필수 경

비(Out-of-pocket Expenses)

⑥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목적물의 리콜을 위해 창고 또는 적치공간을 추가로 임차

하거나 빌리는 비용

⑦ 보험목적물을 구매자, 유통사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

로 운송하는 비용

2) 영업지장손실

영업지장손실(Business Interruption)은 보험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상실 영업이익과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가) 상실 영업이익

상실 영업이익(Loss of Gross Profit)은 영업이익률에 다음 항목의 차이를 곱하여 산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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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영업수익과 비교하여 보험사고 발견 이후로부터 12개월 동안 보험사고의 전

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에 따른 수익의 감소

② 영업이익으로 지급하는 경비와 비용 중에 보험사고의 결과로 12개월 동안 중단 

또는 경감된 금액

보험사고의 발견 이후 12개월 동안 보험목적물의 상실 영업이익이 보험금이 청구된 

리콜대상제품과 동일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다른 보험목적물의 판매증가로 상쇄된

다면 그만큼 감액되어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표준영업수익(Standard Revenue)이란 보험사고일 직전 12개월 동안의 영업수익을 

의미하며, 영업이익(Gross Profit)은 <표 Ⅴ-2>와 같이 계산한다. 기초 및 기말 제품과 

재공품 금액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적절한 방식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이익률(Rate of Gross Profit)이란 보험사고일 이전 12개월 동안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율이며, 영업수익(Revenue)은 보험목적물의 판매 대가로 피보

험자에게 지불된 또는 지불되어야 할 금전을 의미한다. 

<표 Ⅴ-2> 영업이익의 계산방식

수익과 기말제품/기말재공품의 금액 합계 

-

기초제품 및 기초재공품의 금액 합계 +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

래 발생하였어야 할 변동비(원재료비와 기타 미발생 비용 포함)

나) 추가비용

추가비용(Extra Expense)은 손해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

의 소재지(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영)를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수행 하는데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총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한 필수적･합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기간 동안 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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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비용만 보상된다. 

추가비용에는 다음 필수적･합리적 소요 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비용으

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① 제품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취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해 오염된 제품

의 제작과 취급에 사용된 기계류나 작업장을 청소하는데 필요한 비용

② 제품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취급할 수 있는 상태로 피보험자의 시설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도급업자에게 제조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는데 

소요된 증가 비용으로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

3) 교체비용

교체비용(Replacement Costs)은 피보험자가 리콜된 보험목적물을 상품성 있는 품질

로 복원하기 위해 또는 판매에 부적합하거나 원래 용도로 사용 부적합한 회수된 보험목

적물을 유사한 가치의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재유통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복구비용

복구비용(Rehabilitation Expense)이란 보험목적물을 보험사고 이전에 합리적으로 

예측된 매출액 및 기대 시장점유율 수준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실제로 직접 부담한 비용이다.

5) 방어비용

방어비용(Defence Costs)은 보험자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피보험자가 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위해 소요한 합리적인 필수 수수료, 경비 및 비용을 말한

다. 방어비용에는 피보험자나 그 고용인의 임금･급여 또는 기타 보수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s)는 소송, 중재, 조정, 판결 또는 기타 분쟁 해결의 

과정을 의미한다.



리콜보험 71

6) 컨설팅 및 자문 비용

컨설팅 및 자문 비용(Consultant and Advisor Costs)은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를 지

원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전서면 동의하에 의뢰된 제품안전･보안･홍보 컨설팅과 자

문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의미한다. 보험회사가 미리 보험증권의 <별표>에서 지명

한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서면 동의가 필요치 않다.

7) 제품 금품갈취협박 비용

제품 금품갈취협박 비용(Product Extortion Costs)에는 다음 항목의 비용이 포함된다.

①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보고된 제품 금품갈취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제품 금품갈취협박 지급금

② 피보험자에게 제품 금품갈취협박 지급금의 유치권을 위임받은 자가 취급이나 운

송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금을 파괴, 실종, 몰수, 불법 도용함에 따른 운송 또는 전

달 손해 

③ 제품 금품갈취협박의 직접적 결과만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합리

적이고 필수적인 제품 금품갈취협박 비용이나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 

항목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ⅰ) 피보험자가 특정의 제품 금품갈취협박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원에게 지

급한 보상(Reward). 보상은 제품 금품부당청구 비용 경감으로 이어진 정보의 

대가로 지불된 금전을 말한다.

    ⅱ) 보험험자가 제품 금품갈취협박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ⅲ) 제품 금품갈취협박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부담한 

여행 및 숙박비용

    ⅳ) 제품 금품갈취협박을 담당하거나 협상하거나 그 지급금을 취급하는 과정에 

직접 관련된 자가 발생 시킨 의료서비스 및 입원비용, 마지막 금품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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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이후 36개월 까지 보상되며 신경과･정신과 처치비용, 성형수술 비용, 그

런 처치를 위한 입원비용이 포함되나 이 항목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ⅴ) 피보험자가 의뢰한 독립적 포렌식 분석비용

    ⅵ) 피보험자를 지원하는 유자격 통역 비용

    ⅶ) 회사의 사전승인하에 첫 번째 제품 금품갈취협박 이후 90일 동안 보안경비 고

용, 무장차량 임차, 현 보안요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안 컨설턴트가 

권장하는 보안 증가비용이 포함되나 이 항목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품 금품갈취협박 지급금(Product Extortion Monies)은 제품 금품갈취협박 이후 

피보험자가 지급하거나 운송 중 분실한 금액을 말한다. 금품에는 현금, 현금성 자산, 

금･은괴, 유가증권의 공정시장가액, 유형재산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보원(Informant)은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대가로 그렇지 않았으면 획득 불

가능하였던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제3자 리콜비용

제3자 리콜비용(Third Party Product Recall Costs)은 보험목적물이 고객이 제조, 유

통, 취급하는 제품의 일부분이 되고 피보험자가 그 고객에게 피보험자 제품의 리콜비

용과 교체비용을 보상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고객이 합리적으로 소요한 보험

목적물의 리콜비용과 교체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한 손해 인정액은 피

보험자가 그런 고객의 제품을 직접 리콜하였더라면 부담하였을 전체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다. 

9) 파기비용

파기비용(Destruction Costs)은 보험사고의 결과로 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회

수된 보험목적물의 미사용 포장과 판매시점 마케팅자료를 적절히 처분하기 위해 피보

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통업체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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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책사항

리콜보험증권의 면책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콜보험은 다음 일체의 사항에

서 직･간접적으로 발생･기인･관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관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보가능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문제

② 보험목적물과 유사한 경쟁자의 제품, 또는 보험목적물과 유사한 경쟁자의 제품

의 리콜로부터 발생

③ 고객 취향, 경쟁 환경, 경제 상황, 인구 변화 또는 계절별 판매 변동

④ 재료, 구성품, 포장 간의 결합이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해서 보험목적물의 화학적 

구조의 자연적인 열화, 분해 또는 변형. 단 그러한 열화, 분해 또는 변형이 보험목

적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어떤 행위나 오류나 누락의 직접적 결과일 때는 이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⑤ 보험목적물의 보관과 소비, 이용에 관해 피보험자가 규정한 절차의 준수에 위배

⑥ 피보험자의 리콜비용 또는 제3자 리콜비용 외로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행한 보험

목적물의 사용과 소비 관련. 이 항목에는 그러한 배상청구 또는 손해에 대한 방어

비용이 포함됨.

⑦ 민형사 벌금, 과태료, 징벌적 보상금･손상･비용･이자, 징벌적･가중적･본보기식 

손상, 다중손상의 복합 부문, 비금전적인 손상

⑧ a) 다음 상황과 관련된 정부 또는 규정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반

ⅰ) 보험목적물의 시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ⅱ) 이전에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금지 또는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선언된 재료, 

구성품과 포장의 제조과정에서의 사용

ⅲ) 정부나 규제기관의 현 요구표준에 따라 제조과정의 적절한 서류화 유지

b) 보험목적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부규정이나 대중의 인식 변화

c)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수탁자의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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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석면

⑩ 다음 문제

a)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원･임원･이사가 보험개시일 이전에 실제 알고 있

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

b)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원･임원･이사가 보험목적물의 생산, 준비 또는 

제조 과정에서의 편차 또는 결함을 알고 난 후 발생한 항목 또는 그러한 편차 

또는 결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시

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

c)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으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

상할 수 있었던 문제

⑪ 통제 여부, 손해의 직･간접성 여부, 원인으로 하는지 근인으로 하는지의 여부, 직

접 또는 간접 원인으로 하는지의 여부,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원인으로 하는지의 

여부, 발생원인으로 하는지 악화 원인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핵반응 또

는 핵방사 또는 그에 수반된 행위나 상황의 결과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보험목적

물을 특별히 고의적으로 방사성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⑫ 근인 또는 원인인지, 직접･간접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쟁, 침략, 적대 행위

(선전포고 여부와는 관계 없음), 내전, 반란, 혁명, 봉기 또는 군사력 또는 찬탈된 

정권

⑬ 보험목적물을 설계, 재설계, 제작, 재제작, 재보정, 설비 교체 하기 위한 경비와 

관련된 비용

⑭ 아래의 모든 리콜

a) 적합성 보증 위반을 포함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험목적물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시작된 리콜

b) 보험목적물의 지정된 수명 만료로 인해 시작된 리콜

c) 정부당국이나 규제기관이 보험기간 이전에 판매를 금지한 보험목적물의 리콜 

또는 정부당국이나 규제기관이 금지한 후에 피보험자가 유통 또는 판매한 보

험목적물의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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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다른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법적 절

차나 문제

⑯ 저작권, 특허권, 영업 비밀, 지식재산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리콜

⑰ 피보험자가 계약 또는 협정으로 책임을 맡은 경우의 리콜

    (이 면책조항은 그 계약이 나 협정이 없었을 시 피보험자가 지게 될 수 있는 손상

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⑱ 토지(재산이 위치한 땅 포함)･물･재배 농작물･잔디에 대한 손해, 흉작손해, 또는 

가축손해

다. 일반조건

1) 인수합병으로 인한 추가노출

피보험자는 통합, 합병 또는 인수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영업수익의 10%를 초과하

는 수익을 가진 다른 어떤 실체를 통합 또는 합병, 최다 주주권의 취득, 자산 인수를 하

여 추가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9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그러한 추가 노출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 추가 노출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서면 통지를 받

은 후 30일 이내에 수락이나 거절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

는 안 된다. 수락 시에는 보험조건이나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조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그 추가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결함, 

악의적 제품훼손 또는 제품 부당금품청구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알거나 알 것으로 합

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수락하였더라도 그 추가 노출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1차 피보험자의 대리권

보험증권의 별지에 기재된 1차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관한 한 권리 행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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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면제에 관해 모든 피보험자들을 대리한다. 대리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반드시 여기

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① 보험조건의 협상

② 보장 내용 결정

③ 손해 통지

④ 해지 통지의 수신과 발신

⑤ 보험료 납부 및 환급보험료 발생 시 수령

⑥ 공제금액의 납부

⑦ 배서의 협상 및 수령

⑧ 배상청구, 손해나 법적 절차를 변호할 변호사 선임

⑨ 이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수령

3)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해지 발효 시점 10일 전까지 사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해

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주소로 통지시점으로부터 120일 이후를 해지발

효 시점으로 한다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보험증권을 어떤 이유에서든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에게 우송 또는 전달한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에 미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해지 발효일자가 기재된 서면통지로 보험증권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해지 발효일

자는 피보험자가 서면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21일 이후부터 지정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일할계산한 연간보험료를 수

취한다. 보험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일할계산한 연간보험료

를 수취한다. 회사의 미경과보험료 지급이나 변제가 실효성 있는 해지의 우선 조건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빨리 지급하여야 한다. 



리콜보험 77

4) 초과보험과 타보험

피보험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증권의 효력을 침해받지 

않고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보험증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보험증권하의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피보험자는 공제금액과 공동보험 부분을 미보험상태로 유지한다면 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되어진 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

장과 모든 손해를 공동보장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모든 사

례에서 우선한다. 

5) 손해 통지

이 보험증권의 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의 배상책임에 대한 우선조건으로 다음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보험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기간 내 또는 보험증권 만기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손해청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손해액의 전체 명세, 손해액의 항목과 구성의 초기 계산과 예상이 기

재된 초기 손해액명세서를 ①에 따른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자산의 비용으로 서면

으로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③ 보험사고 동안 발생한 행위에 맞게 최신 정보로 수정된 손해명세서를 정기적이

고 시의성 있게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 같거나 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법률 집

행당국이나 기타 정부의 관할 기관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손해액의 일부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상실 총이익 이외 모든 항목의 손해

액에 관한 최종손해액명세서가 보험사고가 일어난 때로부터 12개월 내지 24개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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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상실영업이익에 대한 최종 손해명세서는 보험

사고로 인해 보험목적물의 판매 감소가 시작된 후 24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6) 기타 조건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증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력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청문회 및 재판 참석, 증거의 확보 및 전달, 증인 출석 확보, 합

의 체결과 법적 절차 진행시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는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보험증

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모든 합의를 담고 있다. 보험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통지, 보험회사의 대표자나 기타 제3자가 알고 있다고 해서 보험증권의 

일부 내용이 포기 또는 변경되지 않으며 그 사실로 인해 보험회사가 이 보험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증권의 조건은 보험회사나 보

험회사의 위임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포기 또는 변경될 수 없다.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금액 등의 사항에서 손해에 관한 사기성 있는 통지를 한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다른 권리의 손상 없이 이 보험증권이 개시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신

의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보험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모든 합리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빈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자

에게 구조가능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리콜대상 보험목적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사를 받기 위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동의하

여야 하며, 관할 법률의 상응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피보험자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빈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회계장부, 할인

권, 계산서, 송장, 스케쥴, 회계정보, 손해 계산 관련 서류, 원본 분실 시에는 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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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보험회사나 그 대표가 지정한 장소에 검토를 위해 보여주

어야 하며, 발췌나 사본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의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까지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

의 사업 문서를 검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존재는 했지만 보고되지 않았던 노출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실시한 감사를 통해 결정된다. 

3. 리콜보험시장 동향33)

가. 리콜보험시장 동향

2017년 보험산업, 특히 손해보험시장의 기록적인 손해로 지난 몇 년 동안 특종보험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보험요율이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였다. 자금 공

급의 긴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험요율이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에는 리콜보험 갱신 시 동일일 수준의 요율이나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었다. 2018년 계

약 갱신 시에는 언더라이팅이 강화되고 최하 동일 요율이나 더 높은 요율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음료제품에 대한 리콜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언더라이팅이 강화되었다. 그 중

에서도 식품가공사업자나 원재료 유형의 제품 유통사업자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2017년에는 기업에 유통되어 많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잘못되어 대형 리콜사고가 

몇 건 일어났다. 2차적 리콜의 피라미드효과로 많은 언더라이터들이 원재료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거나 아예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발생한 4건의 주요 식품오

염사건과 그 후속 리콜이 2017년 리콜보험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6년 봄 한 냉동회사가 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식품을 리콜하였

다. 50개 주 모두에서 판매된 350개 이상의 최종 냉동식품이 리콜되었으며, 모두 42개

의 브랜드 네임을 가진 제품이었다. 

33) Bernie Steves(2018)에서 발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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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제과제빵회사에 제분된 밀을 공급하는 한 사업자가 스낵 케이크, 쿠키, 동

물 크래커, 프레첼, 케이크과 파이 등 수많은 제품을 리콜하였다. 리콜 이유는 땅콩 잔

여물의 표시 누락이었다. 많은 대형 소비자 상품 브랜드에서 나온 스낵 음식류, 쿠키와 

제과제빵상품이 리콜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된 해바라기씨 제품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감염 가능성

으로 리콜되었다. 리콜된 최종 제품에는 전국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로 출시된 포장된 

씨, 샐러드 토핑, 스낵바와 해바라기씨가 포함된 혼합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

었다. 

대형 유제품 제조사업자가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저지방분유와 무발효 

크림버터 밀크가루 50파운드 백의 리콜을 선언하였다. 이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판하

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제과제빵류부터 스낵과 캔디 

까지 12종 이상의 최종 제품이 리콜되었다. 

나. 리콜보험회사 동향

2017년 후반 Liberty International Underwriters(LIU)가 미국의 리콜 시장에서 철수

를 선언한 것이 대형 보험회사에 생긴 변화 중의 하나이다. Liberty Mutual은 2017년 

5월 Ironshore Inc. 인수를 완료하였고 LIU US의 기존 계약은 Ironshore의 미국 비즈

니스에 양도되었다. 통합과정 중 일부로 인수 종목 수에 관한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그 중 하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더 이상 리콜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

었다. 

LIU는 지난 수십년 동안 리콜보험시장에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였고 2015년 팀 

리더쉽에 생긴 최근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리콜보험사업을 영위해온 회사였다. 보

험인수 및 보험중개 커뮤니티에서 양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로 전체 리콜보험 시장

에 매우 실망스러운 진전이었다. LIU는 호주,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리

콜보험 등 위기관리 보험상품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로이드 Pembroke Syndicate는 2016년 Liberty Mutual의 Ironshore 인수로 LIU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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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일부가 되었는데도 리콜보험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 Liberty는 로이드의 

Hiscox 신디케이트와 보험계약 갱신 시 리콜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7년 MS Amlin은 리콜팀의 대표 언더라이터로 Ed Mitchell이 임명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MS Amlin plc는 미스이스미토모 보험회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이다. 이 회

사는 로이드에서 가장 큰 신디케이트인 Lloyds of London 신디케이트 2001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Mitchell은 다양한 범주의 산업분야를 위한 혁신

적인 리콜 솔루션을 개발할 책임을 지며, 그의 합류로 MS Amlin은 리콜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AXIS Capital이 Novae Group PLC의 인수를 확인해주었다. AXIS Capital

은 버뮤다 소재의 특종보험과 특약재보험 전문 글로벌 보험회사이다, 이 인수로 런던

에 자본금 20억 달러, 전 세계 수입보험료 6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보험회사가 생겨

났으며, 이는 로이드 내 10위 (재)보험회사에 해당한다. 이 거래로 경쟁하에 있는 각각

의 특종보험시장에서 리더쉽 포지션과 규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AXIS의 전략이 앞당겨

졌다. Novae의 포트폴리오가 AXIS의 현행 보험종목(Book of Business)을 보완하여 새 

회사는 새롭고 더 큰 규모의 보험종목을 인수할 수 있고 유통 플랫폼을 확장시킬 수 있

게 되었다. Novae Syndicate 2007은 몇 년간에 걸쳐 리콜보험을 제공해온 회사로 자

본금이 2017년에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 로이드의 Apollo가 New Apollo Specialty Consortium 9807 아래 추가로 

Excess Recall(부품리스크만 인수)을 5백만 달러 더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추가 인수여력은 Apollo’s Syndicate 9398이 전액 참가한 후 그 위의 

레이어로만 활용할 수 있다. 

Aon Client Treaty는 Aon사의 Global Broking Centre와 Aon사 고객만 이용할 수 있

는 특별한 인수여력이다. 인수일로부터 2년이 완전히 지나면 이 인수여력은 Aon’s 

Global Broking Centre를 통해 들어온 주문에 20%가 자동할당된다. 보험료, 워딩, 조건

은 런던의 선도 언더라이터를 그대로 따른다. Aon Client Treaty의 인수여력은 S&P A+ 

등급인 100% 로이드 자금으로 로이드의 지급보증(Lloyd's Chain of Security)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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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 Client Treaty의 전체 리더는 XL Catlin사이며, 특정 보험종목마다 리더가 지정되어 

있다. Aon Client Treaty에 인수여력을 제공하는 로이드의 신디케이트는 오랫동안 Aon 

Client Treaty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3년 협정까지 가입한다. Aon Underwriting 

Managers는 Aon Client Treaty의 MGA 역할을 하며, 신디케이트 판넬의 언더라이팅, 보

고, 모델링, 요율 견적을 지원한다. 

리콜보험회사의 총수는 지난 몇 년간 서서히 증가하여 2014년 27개사에서 2016년 이

후 33개사를 유지하고 있다. 3개사가 없어졌으나 새로 진입한 보험회사로 대체되었다.

다. 리콜보험 인수여력 

시장 인수여력(Market Capacity)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5년간 상당하고 꾸준한 증

가가 있었다. 그러나 성장률은 지난 3년간 낮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손해를 본 보험

회사가 많고 많은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악화되었으나 인수여력이 꾸준히 확대된 결

과 보험요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리콜 인수여력은 피보험제품의 유형에 따라 지난 5년간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러나 대다수 보험회사가 상당한 인수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수의 보험회사는 인수

여력 전부를 어떤 한 리스크에만 제공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은 인수여력을 어떤 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원수보험이나 초과재보험에 분산하여 리스크를 평활하게 만들려

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터들은 한 범주 내 특정 상품 유형의 어느 한 리스

크의 노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시장의 인수여력이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리콜 인수여력이 6억 달러를 넘는다지만 특정제품의 선택과 어

느 한 회사의 리스크에 전체 인수여력의 집중을 최소화하려는 언더라이터의 의도로 

피보험자당 인수여력은 2억 5천만 달러로 희석될 수 있으며, 부품이나 원료 등 위험하

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제품은 이용 가능한 인수여력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어떤 보험

회사들은 어떤 피보험자의 일반배상책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인수여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역으로 어떤 보험회사들은 일반배상책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만 인수여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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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리콜보험시장 인수여력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보험회사 수
인수여력

음･식료품 소비재 자동차

2014 27 465 350 260

2015 30 455 410 320

2016 33 635 650 490

2017 33 610 630 480

2018 33 650 660 500

주: 보험회사 수와 인수여력은 추정치임. 여러 국가에서 서로 중복되는 인수여력을 환율을 감안하여 차감 조
정하였으며, 재보험특약이 역년을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인수여력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Bernie Steves(2018)

<표 Ⅴ-4> 리콜보험회사별 인수여력
(단위: 백만 달러)

보험자명 소재지
식음료 비 식품

우연 악의 소비재 자동차
Aon Client Treaty 런던 20% 20% 20% 20%

Chubb European Group 유럽/런던 15 15 15 15

AIG(Lexington)
미국

버뮤다
35 50 25 n/a

AIG(London) 런던 25 50 10 n/a

Allianz 런던 50유로 50유로 50유로 50유로

Allianz 미국 35 35 35 25

Allied World 미국 15 15 15 n/a

Amlin Syndicate 2001 로이드 15 15 15 15

Apollo Consortium 9398 로이드 10 10 10 10

Apollo Specialty Consortium 9807 로이드 n/a n/a n/a 5

Arch Syndicate 2102 로이드 n/a n/a n/a 15*

ArgoRe 버뮤다 25 25 25 25

Ascot Syndicate 1414 로이드 n/a n/a 25* 25*

Aspen 버뮤다 25 25 n/a n/a

Aspen Syndicate 4711 런던 25 25 n/a n/a

Aspen 미국 25 25 n/a n/a

AXIS(Novae Synd. 2007) 로이드 20 20 20 20

Berkley Specialty 미국 15 15 15 n/a

Berkshire Hathaway 런던 25 25 25 25

Brit Syndicate 2987 로이드 n/a n/a 3* 3*

CFC 로이드 12 12 10 15

Chubb 미국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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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계속

보험자명 소재지
식음료 비 식품

우연 악의 소비재 자동차
Crum & Forster 미국 10 10 10 10

C. V. Starr Syndicate 1919 로이드 15 25 15 n/a

C. V. Starr 미국 15 25 15 n/a

Great American 미국 10 10 10 10

Hardy Syndicate 382 로이드 n/a n/a 30* 30*

HDI Global SE 런던 15유로* 15유로* 15유로*
case by 

case

Hiscox Syndicate 3624 런던 50 50 50 50

Houston Casualty 미국 10 10 n/a n/a

Houston Casualty Excess 미국 15 15 15 15

Liberty International

아시아 
태평양
캐나다

15 25 15 10

Markel 버뮤다 25 25 10 10

Markel 런던 25 25 10 10

Munich Re 런던 15유로* 15유로* 15유로* 15유로*

Pembroke Syndicate 4000 로이드 15 15 15 15

PLIS 로이드 25 25 25 n/a

QBE Syndicate 0386/1886 

QBE Insurance (Europe) Limited

로이드
런던

n/a n/a n/a 15유로*

Royal Sun Alliance 런던 25 25 n/a n/a

SwissRe 미국 25 25 25 25

SwissRe Internationa 유럽/런던 50유로* 50유로* 50유로* 50유로*

Talbot Syndicate 1183 로이드 50 50 25 25

Tokio Marine Kiln Syndicate 0510 로이드 20 20 n/a n/a

W.R. Berkley Syndicate 1967 로이드 15 15 15 15

XL Insurance Syndicate 1209 로이드 75 75 75 75

XL Insurance 버뮤다 75 75 75 75

Zurich Insurance plc 런던 25유로* 25유로* 25유로* n/a

주: *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만 이용가능한 인수여력
자료: Bernie Steve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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