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7 보 험 브로 커 (등 록 )법

(In s uranc e Brokers (Reg is trat ion ) A ct 1977 )

(1977년 법률 제 46호 )

보험브로커의 등록 , 직무기준 및 이에 관련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77년 7월 29일)

상원 및 하 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 거하여 국회에서 영 국여왕이 이

법률을 제 정한다 .

보험브로커 등록평의회

(보 험브로커 등록평 의회의 설치 )

제１조 1. 보험브로커등록평의회(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Council)

(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평의회는 무기한의 계속성

과 일반적인 권한(common seal)을 가진 법인으로써 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다.

2. 평의회는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설치되며 동부칙 중 보충규정은

평의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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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의 등록 및 훈련

(보험브로커등 록부 )

제２조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등록부(register )(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것을 유지하며, 이 등록부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

여 등록될 자격이 있는 모든 자 및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의 성명, 주소, 자격 및 소정의 기타 상세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록을 위한 자 격 )

제３조 1. 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자가 다음에 게재된 조

건중 하나를 만족하고 있다고 평의회가 인정한 경우는 등록부에 등

록될 자격을 갖는다.

가. 제6조에 의해 인정된 기관의 교육을 받은 후 주어진 자격으로서,

동조에 의거하여 평의회가 인정한 자격을 가질 것

나. 영국외의 나라에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질 것

다. 5년이상에 걸쳐 보험브로커로서 또는 2개사 이상의 보험회사를

위한 상근대리점(whole- time agent )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라.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며 또한 3년이상 상

기 다.에 정하는 사업을 행한 자

마. 5년이상 상기 다.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용인 또는 보험회

사의 사용인인 자

바.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상기 다,

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의 사용인 또는 보험회사의 사용인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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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년간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에

대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가진 자

아.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간 보험브로커

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에 대한 지식 및 실

무경험을 가진 자

2. 다음에 게재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제1항에 의해 등록부에 등록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가. 등록보험브로커로서의 인격 및 적격성

나. 제1항 가., 나., 마. 또는 바.에 해당될 경우 보험브로커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질 것

다. 등록신청 당시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조합원인 조합

(partner ship)을 로이드위원회(현재는 로이드평의회)가 인정하는 로이

드 브로커로 평의회가 인정한 경우, 그 사람 또는 조합은 등록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진다.

4. 주무장관은 평의회와 협의하여 명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호를 삭제하거나 명령에 정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

(보험브 로커로서 사업을 하 는 법인의 일람표 )

제４조 1.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일람표(이하

「일람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것을 보관하며, 이 일람표에 본조

에 의해 게재될 자격이 있는 모든 법인 및 소정의 방법으로 게재를

신청한 모든 법인의 명칭, 주된 사업소 및 소정의 기타 상세한 사항

을 기재한다.

2.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의회가 다음에 게재되는 조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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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법인은 일람표에 게재

될 자격을 가진다.

가. 임원의 과반수가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나. 임원이 1명만 법인일 경우 그 임원이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다. 임원이 2명만 법인일 경우는 그 중 1명이 등록보험브로커이며 그

법인의 사업이 그 임원의 관리하에서 행해질 것

3. 평의회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법인은 제1항에 의해 일람표에 게

재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4.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의회가 로이드위원회(현재는 로이드평의

회)에 의한 로이드 브로커로서 인정한 법인은 일람표에 게재될 자격

을 가진다.

(등록 또는 게 재의 거절에 대한 제소 )

제５조 1. 평의회는 제3조에 의한 등록 또는 제4조에 의한 게재의 신청

을 거절하기 전에 신청자 또는 법인에 대해 평의회의 위원회에 출석

하여 심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평의회가 신청을 거절한 경우 그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

에 신청자 또는 법인이 요구할 때는 거절의 이유서를 신청자 또는

법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3. 신청이 거절된 자 또는 법인은 다음에 게재된 날부터 28일 이내에

재판소에서 거절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가. 결정을 통지한 날, 또는

나. 제2항에 의거한 이유서를 요구하여 그 이유서를 송부한 날

4. 평의회는 관계된 제소에 대해 피고인으로서 출두할 수 있으며 관

계된 제소의 비용 결정에 있어서는 평의회의 제소심리의 출두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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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평의회를 제소의 당사자로 간주한다.

5.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교육 기관 및 자격의 인정 )

제６조 1.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로서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교육이 그 직업의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 교육기관을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해 인정할 수 있

다(이하 관계기관을「인정교육기관(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

」이라 한다).

2. 평의회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보험브로커로서의 직업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보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원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해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관계된 자격을「인정자격(approved qualification )」이라 한다).

3. 평의회가 본조에 의거하여 어느 기관 또는 자격을 적격으로서 인

정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 주무장관은 거절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한

주무장관에의 陳情에 의거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 진정을

검토하고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기관 또는 자격을 적격으로

인정하도록 평의회에 명할 수 있다.

4. 평의회는 제3조 제1항 가.의 시행일 이전 및 이후, 수시로 인정교

육기관 및 인정자격의 일람표를 공표해야 한다.

(교육기 관 및 자격시험의 감독 )

제７조 1. 보험브로커로서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인정교육기관이 부

여하는 교육의 내용 및 인정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의 내용에 대해

상시적인 것은 평의회의 의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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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의회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정교육기관을 방문하는

자 및 인정자격을 주는 단체가 행하는 시험에 출석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방문자는 방문한 기관의 교육 또는 출석

한 시험의 적격성 및 평의회가 일반적으로 또는 개개의 경우에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 평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이 방문자는 수

업 및 시험의 실시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

4. (제3항에 의거하여 보고한 결과 또는 기타에 따라) 평의회가 다음

의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자기 의견을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 자기의견의 근거가 된 보고서의 사본을 첨부

해야 한다.

가. 보험브로커로서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인정교육기관이 주는

교육 또는 시험이 그 직업의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나. 이로 인해 그 기관 또는 자격의 인정을 취소해야 할 경우

5. 전항의 통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평의회가 그 통지서에 정하

는 기간(1개월 미만이어서는 안됨)내에 그 통지서 및 첨부된 보고서

에 대해 소견을 서술하거나 그 통지서 및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6. 평의회는 제4항에 의거하는 통지서에서 정하는 기간의 만료후 가

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제5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소견 또는 이의신청

을 고려하여 그 기관 또는 자격의 인정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평의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어느 기관 또는 자격의 인정을 취소하

는 결정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결정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또는 그 1개월 기간내에 당

해 기관 또는 단체가 그 결정에 대해 주무장관에게 진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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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진정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8. 평의회가 어느 기관 또는 자격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결정한 경

우, 주무장관은 결정을 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정받은 사항이 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진정을 검토하고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인정 취소를 철회하도록 평의회에 명할 수 있다.

9. 평의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임명한 방문자에 대해 평의회가 정한

보수,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등 록부 및 일람표에 관한 보 충규정 )

제８조 1. 등록부 및 일람표는 평의회가 임명하는 평의회의 기록계원이

보관해야 한다.

2. 평의회는 등록부 및 일람표의 양식 및 보관, 기입 및 그 변경 내

지 특히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가. 등록 또는 게재신청에 대해 규제하고 이러한 신청을 증명하는 증

거에 대한 규정

나.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기입을 요하는 상세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

계원에의 통지에 대한 규정

다.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의 성명이나 법인명의 기입 또는 부활에 대

한 수수료의 규정

라.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최초로 성명 또는 법인명이 기입된 해 이

후에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계속 성명 또는 법인명이 기입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정하는 것

마. 등록부에 성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가 소유하는 자격(인정자격 여

부에 상관없음)의 기입 및 자격의 말소에 대한 규정과 기입 수수

료를 정하는 것

바.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기입 또는 부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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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입되기까지 기입 또는 부활을 거절할

권한. 소정의 통지 및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부 또는 일

람표에 계속 성명 또는 법인명이 기입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서 말소할 권한을 기록계원에게 부여하는 규정

사. 소정의 통지 및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기입되고 있는 명세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계원이 요구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

는 일람표에서 말소하는 권한을 기록자에게 부여하는 규정

아.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사

항 또는 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

3. 수수료의 불납을 이유로 하는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말소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부활을 위해 소정의 신청

을 하고 당해 수수료 및 부활을 위한 소정의 추가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를 조건으로 부활을 인정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4. 수수료에 대해 본조에 의거하는 규칙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및 수수료의 징집에 대해 소정의 단체와 계약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등록 부 및 일람표의 공표 )

제９조 1. 평의회는 평의회 설치후 1년 이내에, 또는 그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빈도로 등록부 및 일람표를 인쇄하여 공표해야 한다.

2. 등록부 또는 일람표의 최초의 공표 후, 어떤 해에 이것이 공표되

지 않을 경우 평의회는 전회의 공표 이후에 행한 등록부 또는 일람

표의 기입의 변경사항을 동년 내에 인쇄하여 공표해야 한다.

3. 평의회가 인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록부 또는 일람표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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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변경사항 포함)의 사본은 전체의 절차

에 있어서 등록부에 기입되어 있는 개인은 등록된 자, 또는 일람표에

기입되어 있는 법인은 등록된 자라는 증거로 한다. 등록부 또는 일람

표에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기재가 없는 것은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그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된 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한다.

4. 전기변경을 포함한 등록부 또는 일람표의 사본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명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경우

는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그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기입을 기록계

원이 서명하여 증명한 사본이 기입의 증거가 된다.

행동규제

(행동규 범 (Co de of Con du c t ) )

제10조 1. 평의회는 일반적 또는 특정의 경우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

법인이 행하게 되면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평의회가

인정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명서

는 수시 개정할 수 있다.

2. 상기 성명서는 등록보험브로커, 등록법인 및 이러한 자의 행위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指針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 성명서중 특정

作爲 또는 不作爲에 관한 기재 또는 불기재는 직업상의 행위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한 요건 )

제11조 1.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하는 등록보험브로커(이하,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practising insurance broker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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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등록법인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정해

야 한다.

가. 이러한 자의 사업이 所定額 이상의 運營資本을 가질 것

나. 이러한 자의 사업의 資産價額이 사업의 부채액을 所定額 이상 초

과할 것

다. 이러한 자가 보험을 든 보험회사의 수 및 각보험회사에의 부보액

이 특정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2. 평의회는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게재되고 있는 법인에 대

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가. 사업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의 預置를 위한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그 구좌를 유지할 것

나. 수취한 금전을 소정의 방법으로 보관할 것

다. 거래내용을 표시하고 증명할 소정의 計定記錄을 유지할 것

라. 영업내용을 진정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소정의 정보를 포

함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소정의 간격으로 작성하고 평

의회에 제출할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일반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

에 의거한 규칙에 따라 평의회에 다음에 게재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대해 適格의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로서, 규칙이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소정의 간격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나.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대해 규칙이 지켜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산서

를 소정의 간격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다.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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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처치를 취할 권한

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사가 회계사 공인단체의 구성

원이거나 1985년 회사법 제389조 제1항 나.에 의거하는 주무장관의

인가, 혹은 북아일랜드에 있어서 1960년 북아일랜드회사법 제155조

제1항 나.에 의거하는 북아일랜드 상무성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

회계사는 규칙의 목적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을 갖는다.

5. 회계사가 다음과 같은 자일 경우, 그 회계사는 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에 대해서는 그 보험브로커의 사용인

또는 조합원(partner ) 또는 조합원의 사용인

나.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監査人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자

6. 스코틀랜드의 회계사조합은 그 조합원 전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자

격을 가질 경우에 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을 갖는다.

7. 본조에 의거한 규칙에 있어서 다른 상황에 대한 다른 규정을 설정

하고 또한 규칙의 일부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경우를 特記할 수 있다.

(직업 상의 손실 전보 등 )

제12조 1. 평의회는 다음에 게재되는 자가 사업에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사용인 혹은 前使用人이 입은 민사책임에 관한 求償에 의한

손실을 전보하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가.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종전에 영업하던 보험브로커

나. 등록법인 및 종전에 게재되어 있던 법인

2. 평의회는 다음에 게재되는 사유에 의해 사람들이 입은 손실을 구

제 또는 완화하기 위해 교부금(grant ) 및 기타의 지급을 행하는 규칙

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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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등록법인 또는 이러한 자의 사용인의 사업

에 관련된 과실 또는 사기 혹은 기타 부정행위

나)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사업에 관련하여 收受한

금전을 계정에 넣지 않은 것

3.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또는 교부금 기타의 지급을 행하기 위해 본

조에 의거하는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기금의 설립 및 유지를 평의회에서 인정 또는 요구하는 것

나) 인가보험자에게 附保하고 이에 대한 유지를 평의회에 인정 또는

요구할 것

다)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법인 또는 이러한 자 중 특정한 자

에 대해 인가보험자에게 보험을 부보하고 이의 유지를 요구할

것

4. 전3항의 일반성을 해하지 않고 본조에 의거한 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가. 손실의 전보 또는 교부금 기타 지급이 가능한 조건 및 이에 대

한 권리가 排除 또는 수정될 경우를 정할 것

나. 제3항 가.에 의해 유지되는 기금의 관리, 운영 및 보호에 대한 규

정을 설치하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게재되고 있는 법인

또는 이러한 자 중 특정한 자에 대해 기금의 납입을 요구할 것

다.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혹은 등록법인 또는 이러한 자 중 특정한

자에 대해 제3항 나.에 의해 평의회가 유지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위한 납입을 요구할 것

라. 제3항 다.의 목적을 위해 보험증권의 담보조건을 정할 것

마. 소정의 한도내에서 소정의 규정에 따라 규칙에서 요구하는 지급

액을 결정할 권한을 평의회에 부여할 것

바. 손실전보를 받은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규칙에 위반했

을 때에 이러한 자에 대해 위반한 사항에 관련하여 손실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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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급하는 액수에 대해 평의회 또는 보험자가 소송절차를 밟

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할 것

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교부금 기타 지급이 행해졌을 때에 평의회 또는 보험자가 이러한

자에 대해 또는 지급액에 대해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

아. 별도의 경우에 별도의 규정을 설치하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

는 등록법인이 규칙 중 어떠한 것이든 적용이 면제될 경우를 정

할 것

자. 규칙이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또는 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평의회에 부여할 것

차. 부대규정, 절차규정 또는 보충규정을 삽입할 것

징벌수속

(징벌사 건의 예비조사 )

제13조 1. 평의회는 다음에 게재되는 사건의 예비조사를 위해 조사위원

회(Investigation Committee)라 칭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가.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제 15조에 정하는 사유에

의해 그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抹消시켜

야 한다고 신청하는 사건

나.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이러한 자의 사용인에 대해

대중의 일원으로부터 또는 대중의 일원에 대신하여, 평의회에 고

충을 제기시킨 사건

이하 사건을 「징벌사건(disciplinary cas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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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사건은 예비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에 의뢰되는 것으로서 등

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그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조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한, 동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다음 조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징벌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에

사건을 의뢰한다.

3. 평의회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징벌위원 회 )

제14조 1. 평의회는 징벌위원회라 칭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조에 의

거하여 동위원회에 의뢰된 사건 또는 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기타의 사건에 대해 이 법률의 이하 제규정에 의거하여 동위원회에

심의·결정시킨다.

2. 평의회는 징벌위원회의 구성, 회의시기 및 장소, 정족수 내지 위원

의 소집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3. 본조에 의거한 규칙에 있어서 징벌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위원

인 자(평의회 회장을 제외)는 그 사건에 대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범죄 ,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등에 의한 등록부 및 일람표로부터의 말소 )

제15조 1.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가. 경미한 범죄로 인해 또는 범죄를 행한 상황에 의해 이러한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계속 게재하여도 부적

당하지 않은 범죄를 제외한 기타 범죄에 대해 영국의 재판소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징벌위원회에 의해 판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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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징벌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러한 자의 성명 또

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서 말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2.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거한 명

령에 위반하거나 그 위반이 이러한 사람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

부 또는 일람표에 계속 게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징벌위원회가

판단했을 경우에 동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한 시기에 이러한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A . 징벌위원회는 책임자가 브로커 (또는 그 관계자) 또는 법인이 이

하의 규칙에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등록보험브로커의 성명 또는 등록법인의 법인

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료로부터 삭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가. 위반이 있는 시점에 있어서 따라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규정 또는 동법에 의거한 제규칙

나. 그 시점에 있어서 따라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공인자율규제기관

또는 (동법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의) 공인전문단체의 제규칙

2B. 상기의 2A에서

가. 책임자 란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있어서 또는 공인자율규제기

관 혹은 (동법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의) 공인전문단체의 제규칙

에 있어서 동법의 제규정 또는 동법에 의거한 제규칙 혹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제규칙에 대한 위반의 발생여부를 결정할 책

임을 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나. 관계자 란 당해 브로커가 회원이 되는 (또는 당해위반이 있는

시점에서 회원이 되어 있는) 합자회사 또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

은 단체 혹은 당해 브로커가 임원이 되는 (또는 그 시점에 있어

서 되어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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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이 게재된 경우

가. 등록법인의 어느 임원의 성명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부

에서 말소된 경우

나. 등록법인의 어느 임원이 이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에 대해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등록법인의 사용인인 등록보험브로커의 성명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말소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

작위가 그 법인의 어느 임원의 교시 또는 묵인에 의한 경우 또

는 관계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계속적인 것이며 그 법인의 임

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경우

징벌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법인의 법인명을 일람표

로부터 말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단. 징벌위원회는 (상기 가.부터

다.까지 게재되는 사람이 재판소에) 不服申請을 할 수 있는(그 결과,

본항을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될 경우가 있음)기간중 또는 불복

신청에 대한 심리가 계류중이면 그 사건을 審理할 수 없다.

4. 징벌위원회는 어느 등록법인에 대해 제4조에 정하는 게재의 조건

이 역시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에 그 법인의 법인명을 일람

표로부터 말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등록보험브로커가 등록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는 제4

항의 목적을 위해서 사망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의 만료일 또

는 後任 任員이 임명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되는 날까지 계속 그

법인의 임원으로서 在任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6. 징벌위원회가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

터 말소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기록계원은 그 지시의 통지서 및 징벌

위원회의 이유서를 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징벌사건 등의 결과 로 말소된 성명 또는 법인 명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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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이 前條에 의거한 지시에 따라 등록

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된 경우는 징벌위원회가 동위원회에 제출

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성명 또는 법인

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다시 기입해서는 안된다.

2.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부활을 위해 제1항에

의거한 신청서는 다음의 기간중 징벌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수 없다.

가. 말소된 날부터 10개월간

나. 제1항에 의거한 前回의 신청으로부터 10개월간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등 록부 및 일람표로부 터의 말소 )

제17조 1.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기입한 바가 사기 또는 錯誤에 의해 행

해진 것이 징벌위원회에 증명된 경우 동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했

을 때는 그 기입을 말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개인 성명 또는 법인명이 본조에 의거하여 일단 말소된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거하여 그 개인의 등록 또는 그 법인의 게재를 인정할

수 있다. 단, 詐欺에 인한 말소의 경우는 징벌위원회에의 신청에 의

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등록 또는 그 법인의 게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징벌위원회는 신청에 의거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기한

또는 지시서에 정하는 기간만료 까지는 그 개인 또는 법인의 게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징벌위원회가 본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기록자는 지시 통지서

및 동위원회의 이유서를 그 개인 또는 법인에 송부해야 한다.

(징벌사건 및 기타 사건 의 提訴 )

제18조 1. 징벌위원회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성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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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명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서 말소하도록 지시한 통지서의

송부로부터 28일간 이내에 그 개인 또는 법인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2. 평의회는 제소에 대해 피고인으로서 출두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송

의 비용결정에 있어서는 평의회가 소송의 심리 출두여부에 관계없이

평의회를 소송의 당사자로 간주한다.

3. 제15조 또는 제17조에 의거한 지시에 대해서 제소가 행해지지 않

은 경우, 또는 일단 제소는 행했지만 그후 그 제소가 취하되었거나

또는 제소의 절차의 결함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그 지시는 제소의

기간 만료시 또는 제소의 취하 또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상기규정에 따라 제15조 또는 제17조에 의거한 지시에 대한 제소

가 행해진 경우 그 제소가 却下되고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지시는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징벌위원회에 있 어서 심리 )

제19조 1. 영국,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 있어서 징벌위원회의 심리를

위해 동위원회는 출석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심리의

당사자는 증인소환영장(writ of subpoena ad testificandum ) 및 문서

지참증인소환령장(writ of subpoena duces tecum )을 청구하여 취득

할 수 있다. 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재판에 있어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서류를 영장에 의거하여 제출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2. 1925년 최고법원(통합)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Consolida-

t ion ) Act 1925) 제49조 또는 1854년 증인출정법(Attendance of Wit -

nesses Act 1854)(영장의 발행이 영국 전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

기 위한 특별절차를 정한 법률)의 규정은 고등법원(High Court )에서

事案, 또는 북아일랜드의 고등학원(High Court of Justice)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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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송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 있어서 징벌위원회의 심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주) 영국에서는 고등법원 (High Court )과 공소원 (Court of A ppeal)을 아울

러 최고법원(Suprem e Court of Judicature )이라 한다.

3.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징벌위원회의 심리를 위해 동위원회는 출석

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공소재판소(Court of

Session )는 上記 審理 當事者의 신청에 의거하여 동재판소에 있어서

소송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다음에 게재된 권한을 가진다.

가. 징벌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證人 또는

持主에 대해 출두영장을 발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권한 및 출두영

장에 관계없이 출두하지 않는 證人 또는 持主에 대해 출두 독촉

장을 발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권한

나. 서류의 회수를 인정하는 권한

다. 증인의 증언을 기록하거나 지주를 조사하고 증거서류 및 제출서

류를 수취하는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권한

4. 평의회는 징벌위원회의 심리절차규칙 및 심리시에 지켜야 하는 증

언규칙, 특히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가. 성명 또는 법인명이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신청된 자에 대해 심리개최의 통지를 규칙에서 정하는 때에 규칙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할 것

나. 심리의 당사자는 요구하면 징벌위원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서술할

권리를 갖을 것

다. 심리의 당사자에 대해 법정변호사(counsel) 또는 사무변호사

(solicitor ), 또는 (규칙에 규정이 있고 또한 당사자가 그것을 선

택할 경우는) 규칙에 정하는 다른 자의 대리출석을 인정할 것

라. 징벌위원회의 심리는 규칙에서 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

마.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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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청이 행해지고 징벌위원회가 그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

단했을 때는 동위원회는 그 보험브로커 또는 법인이 그 문제에

대해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정을 기

록해 두어야 할 것

사.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등록

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신청이 있고 징벌

위원회가 그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동위원회는

그 보험브로커 또는 법인이 그 문제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사실

인정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

5. 평의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규칙을 정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보험브로커 및 보험브로커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이

익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6. 본조 및 제20조에 있어서 「심리(proceedings)」란 징벌사건 여부

를 불문하고 이 법률에 의거한 심리를 말한다.

(징벌위 원회의 보좌인 )

제20조 1. 징벌위원회의 심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동위

원회에 조언하기 위해 10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 ),

변호사(advocate, 역주 : 스코틀랜드의 변호사를 solicitor라 한다) 또

는 사무변호사(solicitor ) 1명을 동위원회의 보좌인(assessor )으로서

전체 심리에 동석시켜야 한다.

2. 본조에 의거한 복수 보좌인을 임명할 권한은 평의회가 이를 행사

하는 것으로 한다. 단, 평의회가 임명한 보좌인이 누구라도 특정한

심리에 同席할 수 없는 경우는 징벌위원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그 심

리를 위한 보좌인을 임명할 수 있다.

3. 대법관(Lord Chancellor ) 또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법무장관(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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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te)은 본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보좌인의 기능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특히 본항에 의거한 규칙에는 다음에 게재되는 규정

및 대법관 또는 법무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附帶規定 및 補充

規定을 넣을 수 있다.

가. 보좌인이 증거, 절차 또는 규칙에 정하는 기타 사항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 징벌위원회에 조언할 경우는 조언은 출석한 심리의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 全員의 面前에서 행하고 징벌위원회가 사

실인정에 대한 검토 개시후에 조언이 행해진 경우는 그 조언의

내용을 全員에게 통지해야 함

4. 본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에 의거한 보좌인은 일반적으로 또는 개

개의 심리에 대해 이것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서의 조항에 따라

취임 및 퇴임하기로 한다.

5. 보좌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해 평의회가 지급하는 보수는 평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본조에 의거한 규칙제정권한은 법정문서에 의해 이를 행사해야 한

다.

평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회를 임 명하는 일반적 권한 )

제21조 1. 평의회는 목적의 여하에 불문하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평의

회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목적 제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부 조건부 또

는 무제한 무조건으로 본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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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률에 의거하여 규칙을 제정할 권한

나. 이 법률의 前期 제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에 대해 이 법

률이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기능 및

다. 규칙중 위임에 관한 明文規定에 따르는 것으로써 이 법률의 규칙

에 따라 명시적으로 평의회에 부여하는 기능

2. 본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임기는 평

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는 평의원 이외의 사

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의 2/ 3이상은 평의원

으로 해야 한다.

4. 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이며 위원임명의 당시

평의원이었던 자는 평의원 퇴임과 동시에 위원도 辭任해야 한다. 단,

평의원이 퇴임일 이전에 평의원에 재지명 또는 재선된 경우는 관계

없다.

자격 및 기술사용에 대한 제한

(등록 되어 있다고 사칭하 는 것 등에 대한 벌칙 )

제22조 1. 개인이 다음에 게재한 것을 고의로 행한 경우는 略式의 유죄

결정에 의거한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정식제소에 의한 유죄결

정에 의거한 벌금을 부과한다.

가.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보험브로커(insurance

broker )」의 문언을 포함한 배서, 자격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나.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이 꾸며 명칭, 자격, 배서 또는 기

술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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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다음 사항을 고의로 행한 경우는 그 법인에게 약식의 유죄

결정에 의거한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정식 기소에 의한 유죄

결정에 의거한 벌금을 부과한다.

가. 일람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이 「보험브로커」의 문언을

포함한 배서, 자격 혹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

나. 일람표에 등록된 것 같이 꾸며 명칭, 자격, 배서 또는 기술을 사

용하는 것

3. 본조의 ' insurance broker '의 문언은 다음에 게재하는 관련문언,

즉 ' assurance broker ' 'reinsurance broker ' 및 ' reassurance broker '

를 포함한다.

(제 22조의 적용제외 )

제23조 1. 영업중인 보험브로커가 사망한 경우는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

이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간, 또는 평의회가 인정하는 개개의

경우 이보다 오랜 기간동안, 사망자의 인격대표자(역주 :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 남은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한 수

탁자가 사망자의 사업에 관련하여 (단, 사망자가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명칭과 일치), 사망자가 사망직전에 사용하던 권리가 있는 자격

을 사용할 수 있다.

2. 영업중인 보험브로커가 파산한 경우는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파

산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간, 또는 평의회가 인정하는 개개의 경우 이

보다 오랜 기간동안, 破産官財人(trustee in bankruptcy , 북아일랜드

의 경우는 assignee in bankruptcy )이 파산자의 사업에 관련하여 (단,

파산자가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명칭과 일치), 파산자가 파산직전

에 사용하던 권리가 있는 자격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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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의한 범 죄 )

제24조 법인이 행한 이 법률에 의거한 범죄가 그 법인의 임원, 지배인

또는 기타 유사한 간부직원 또는 이 자격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칭하

는 자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해지거나 이러한 자의 태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는 이러한 자는 그 법인과 함께 그 범죄

에 대해 유죄가 되고 적발되어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

기타사항

(평의 회의 계산서 )

제25조 1. 평의회는 동회가 수령 또는 지출한 전체 금액의 적정한 계산

서 및 계산서에 관한 적정한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2. 평의회는 회계사공인단체의 구성원중에서 감사인을 임명해야 한다.

3. 평의회의 계산서는 매년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평의

회는 감사종료 후 즉시 그 계산서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계산서의

사본 1통에 감사인의 보고서의 사본 1통을 첨부하여 주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 류의 송부 )

제26조 이 법률에 의거하여 송부할 것이 인정되거나 송부해야 하는 통

지서 및 기타 서류는, 다른 송부방법에 의해도 상관없이(단, 이 법률

에 의거하는 규칙중 이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

라야 함) 이를 송부할 수 있고, 1889년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889) 제26조(우송에 관한 규정)를 본조에 적용함에 있어 등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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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에 관한 서류의 개인 또는 법인의 적정한 수신인 주소는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평의원이 정하 는 규칙 )

제27조 1. 제8조,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또는 제19조에 의거하여 평의

회가 정하는 규칙 내지 제10조에 의거하여 평의회가 작성하는 성명

서 및 동조에 의거하여 평의회가 행하는 성명서의 개정은 주무장관

의 명령에 따른 인가가 있기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주무장관은 제19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칙을 원안대로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한 수정을 조건으로 하여 인가할 수 있다. 단, 주무장관

은 규칙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인가할 경우는 그 수정내용을 평의회

에 통지하고 그에 대한 평의회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3. 주무장관은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 제11조 혹은 제12조

에 의거하여 정한 규칙을 명령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하고 제10조에

의거한 성명서를 개정할 수 있다.

(명 령 )

제28조 1. 이 법률에 의거하여 명령을 하는 권한은 법정문서에 따라 이

를 행사해야 한다. 이 법률에 의거한 명령은 이 법률에 의거하는 그

후의 명령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정문서는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는 명령

또는 본조 제3항에 정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의

상원 또는 하원의 결의에 따라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조 제4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는 명령, 이 법률의 부칙

제2항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수정의 조건으로 하여 인가하는 명령, 또

는 동부칙의 제10항에 의거하여 그 명령의 초안이 국회의 양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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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승인되기까지 이를 명령해서는 안된다.

(해 석 )

제29조 1. 이 법률에 있어서 용어의 해석은 문맥상 별도의 해석을 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자격(approved qualification )」 및 「인정교육기관(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이란 각각 제6조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가보험자(approved insurer s )」(역주：제12조 제3항 참조)란 1982

년 보험회사법에 의거하여 1982년 보험회사법 부칙 2의 제13종 또는

제1종, 제2종 및 제14종부터 제17종까지의 종목(역주：대부분은 특종

보험임)의 보험사업이 허가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평의회(Council)」란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보험브로커 등록평

의회를 말한다.

「재판소(Court )」란 고등법원(High Court 또는 스코틀랜드의 Court

of Session ), 또는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의 고등법원

(High Court of Justice)의 판사를 말한다.

「징벌사건(disciplinary case)」이란 제13조에 정하는 바를 말한다.

법인에 관련하여 「사용인(employee)」은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

며, 「사용되고 있는(employed)」은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

「게재된(enrolled)」은 일람표에 게재된 것을 말하며 「게재

((enrollment )」는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

「기능(functions )」은 권한 및 의무를 포함한다.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 )」이란 간이생명보험사업(1923년 간

이생명보험법 제1조 제2항 또는 1979년 북아일랜드 간이생명보험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외의 보험사업

을 말하며 「보험브로커(insurance broker )」는 이에 준하여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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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란 법인격의 소유여부에 불문하고

보험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일람표(list )」란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일람표를

말한다.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practising insurance broker )」란 보험

브로커로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등록보험브로커를 말한다.

「소정의 (prescribed)」란 이 법률에 의거한 규칙에 정해졌다는 의

미이다.

「회계사의 공인단체(recognised body of accountants )」란 다음에

게재된 단체를 말한다.

가. 영국 및 웨일즈의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나. 스코틀랜드의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다. A ssociation of Certified Accountants

라. 아일랜드의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마. 영국에서 설립되어 1985년 회사법 제389조 제1항 (가)의 목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현재 인가되고 있는 기타 회계사단체

「등록부(register )」란 보험브로커의 등록부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

다(registered)」 및 「등록(registration)」은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

「등록보험브로커(registered insurance broker )」란 등록부에 등록되

어 있는 자를 말한다.

「기록계원(registrar )」이란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평의회

의 기록계원를 말한다.

2. 이 법률의 규정 중에 있는 다른 법률(북아일랜드의회가 제정한 법

률 및 1974년 북아일랜드법에 의거하는 區密院令(Order in Council)

을 포함한다)은 그 후의 법률에 따라 개정된 경우 그 개정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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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해석해야 한다.

(약칭 , 적용지역 및 시 행일 )

제30조 1. 이 법률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이라 한다.

2. 이 법률은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된다.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은 주무장관이 명령에 의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주무장관은 다른 규정에 대해 및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4. 제22조의 시행일은 제1조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2년 경과

후여야 한다.

부 칙

보 험브로커등록 평의회의 구성

1. 평의회는 다음에 등록자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

가.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12명의 평의원, 이중 1

명을 평의회 회장으로 한다.

나. 주무장관이 지명한 5명의 평의원, 이중 1명은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 다른 1명은 회계사 공인단체의 구성원, 다른 1명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2.1)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기 위해 최초로 선임되는 평의원은 영국보

험브로커협회(British Insurance Broker s ' A ssociation )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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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의거하여 지명된 평의원의 퇴임후에 등록보험브로커를 대

표하기 위해 선임되는 평의원은 계획서에 따라 등록보험브로커가 선

거에 의해 선택하고 이 계획서는

가. 평의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나. 주무장관의 인가가 있기까지 효력이 없으며

다. 그 후 작성되어 인가된 계획서에 의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주무장관은 제출된 계획서를 원안대로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정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단, 주무장관은 계획서의 수정을

조건으로 하여 인가하도록 할 경우는 그 수정내용을 평의회에 통지

하고 그에 대한 평의회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4) 평의회는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내에 계획서를 주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본항에 의거하는 기능의 행사에 있어서는 영국의 전지역을 대표할

자를 평의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평의회 최초의 구성원의 지명은 지명된 사람이 평의회 설치와 동시에

취임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 가능한 한 지정된 평의회 설치일 이전에

행하도록 한다.

4.1)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영국보험브로커협회가 지정한 평의원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정하

는 4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등록보험브로커의 선거에 따라 선택하는 평의원에 대해서는 계획

서에 정하는 기간

다. 주무장관이 지명하는 평의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3년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2) 본항에 있어서 「계획서(scheme)」란 제2항에 정하는 계획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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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평의원은 기록계원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언제라도 퇴임할 수 있다.

6.1) 평의원 임시결원의 충원을 위해 지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임시 결원이외의 결원은 그 결원이 생기는 날 이전에 이

를 충원한다.

7. 평의원을 퇴임한 것은 평의원으로 재지명 또는 재선되는 자격을 가지

는 것으로 한다.

8.1) 평의회는 그 기능을 적정하게 완수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어

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평의회는 특히 다음에 게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 기록계원외에 평의회가 정하는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임명할

권한

나. 평의원 및 평의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평의회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수당 및 회의에 출석 중 또는 평의회의 기타 업무에 종사 중

여비 및 일당과 평의회가 정하는 것을 지급할 권한

다. 평의회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에 급료를 지급할 권한

라. 평의회가 정하는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에 대해 평의회가 정하는

임시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자를 위해 평의회가 정

하는 노령퇴직연금제도(이러한 자가 그 자금을 분담하는 제도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설치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권한

마. 1946년 차입금(규제및보증)법(Borrowing (Control and Guarantees)

Act 1946) 제1조, 또는 북아일랜드에 있어서는 1946년 북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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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차입금보증 및 차입금규제법(Loans Guarantee and Borrowing

Regulation Act (Northern Ireland) 1946) 제2조, 및 이러한 규정

에 의거한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서 평의회가 이 법률에 의거하는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그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권한

.3) 평의회 및 평의회의 위원회의 권한은 결원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평의회 또는 평의회의 위원회의 의사는 평의원 또는 위원

의 지명 또는 선임에 결함이 있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9. 평의회는 평의회 및 평의회의 위원회 의사규칙(정족수를 포함)을 정

할 수 있다. 단, 징벌위원회의 의사규칙은 본항에 의거하여 이를 정할

수 없다.

10. 주무장관은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평의원의 人數 및 선임 또는 지

명의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명령에 따라 이 부칙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977년 보험브로커 (등록 )법률 1978년 명령

(S .I . 1978 N o .1393 (c .35 ) )

이 명령은 197 7년 보험브로커 (등록 )법률 제 30조 (3 )에 의 거하여

국무 장관 (S e cret ary of S t at e )이 197 8년 9월 27일부 로 제정함 .

제１조 이 명령은「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 1978년 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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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조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 법률의 다음 조항은 1978년 10월 20일

부터 실시된다.

제２절 (보험브로커 등록부(register ))

제３절 (등록자격)

제４절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일람표)

제５절 (등록 또는 게재(register or enroll) 거절에 대한 제소)

제９절 (등록부 및 일람표의 공표)

제13절 (징계사건(disciplinary cases)의 예비조사)

제15절 (범죄,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 등에 의한 등록부, 일람표에

서의 말소)

제16절 (징계사건 등의 결과로 말소된 이름의 부활(restoration ))

제17절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등록부 및 일람표에서의 말소)

제18절 (징계사건 및 기타 사건에서의 제소)

제19절 (1)에서 (3) (징계위원회의 심리(procedure))

제20절 (징계위원회의 보좌인(assessor s ))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 (행동규범 ) 승인명령

(S .I . 1978 N o . 1394 )

이 명령 은 1978년 보험 브로커등록법 률 제 27조 (1 ) 및 제 28조 ( 1 )에

의거하여 국무장 관이 1978년 9월 27일부로 제정 함 .

제１조 이 명령은 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행동규범) 승인명령이라

하며 1978년 10월 20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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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조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보험브로커 등

록협의회에 의해 작성된 행동규범은 본명령의 부속서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다.

부속서 (S ch e dule )

1977년 보험브로커 (등록 )법률 제 10조에 기 초하여 보험브로 커

등 록협의회에 의해 작 성된 행동규범

이 행동규범에 사용된 어구 및 표현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브로

커등록법률의 어구 및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보험브로커 는 등록보험브로커와 (일람표에) 등록법인을 의미한다.

보험자 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집합체를 의미한다.

광고 는 보험브로커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는 권유,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수단을 의미한다.

제１조 이 행동규범은 보험브로커 및 그 행위에 관계된 자에게 지침이

되는 것으로, 이 규범의 특정행위 또는 不作爲에 대한 언급 또는 불

언급이 직업상의 행동에 관한 어떤 질문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협의회의 견해에 의하면 본 규범의 목적은 모든 보험브로커에 요구

되는 직업상의 행동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위한 것이며 모든 보험브

로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의 수행시 본 규범의 목적과

규범의 저변에 있는 정신을 유념해야 한다.

과실이 되는 행동 또는 不作爲에 관한 문제는 필요시 법원에서 다루

어질 것이지만, 협의회는 중과실 또는 반복되는 과실의 경우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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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정한다.

제２조 협의회의 견해에 의하면 제3조의 기본원칙 위반이 등록보험브로

커 또는 등록법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구

성하는 행동 또는 不作爲로 본다.

제３조 上記 제2조에서 언급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브로커는 항상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나. 보험브로커는 의뢰인의 보험에 관한 요구을 만족시키는데 전력하

야야 하고, 다른 모든 점에 우선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야 한다. 이러한 요망과 이익에 따라서 보험브로커는 기타 사항

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다. 광고에 있어서 보험브로커가 사용하는 표현,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해 사용되는 표현은 오해를 초래하거나 과장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다음 사항은 이들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예이다.

(1) 보험브로커는 그 업무수행시에 객관적이고 자주적으로 조언해야

한다.

(2) 해당업무가 보험브로커 등록법률의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협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브로

커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험브로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는

그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보험브로커는 보험중개사업(insurance broking business )과 관련

하여 행하는 모든 업무가 등록보험브로커에 의한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증하고, 또한 그 종업원이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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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보험브로커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자신의 견해로 의뢰인의

요구(needs)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주요 보험종목간의 차이점

및 비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5) 보험브로커는 의뢰인의 보험에 관한 요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

분한 수의 보험자와 접촉하여야 한다.

(6) 보험브로커는 요구가 있으면, 개인인 영국 보험증권의 소지인(소

지예정자 포함)에게 해당보험증권에 대해 보험자에 의해 지급되

는 수수료의 총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7) 보험자의 선택은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나 보험브로커는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자신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증

거 또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교부를 거절하지 못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응당 수취해야

할 금전을 위하여 보험브로커가 留置權을 행사하여 서류의 교부

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9)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있는 모든 보험자의 이름을 의

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계약개시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어떠한 변경도 가능한 한 빨리 의뢰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0) 보험브로커는 어떠한 업무를 유료로 인수하기 전에 또는 업무수

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의뢰인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고

자 하는 수수료(보험자에 지불되는 보험료에 더해지게 되는 금

액)를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11)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준비에 추가하여 의뢰인을 위한 서비스제

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이 보수를 의뢰인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2) 보험브로커는 업무수행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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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구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

(13) 보험브로커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의뢰인을 위한 통상

의 보험계약의 교섭, 유지, 또는 갱신의 경우 이외에 사용 또는

공시되어서는 안된다. 단, 의뢰인의 승락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정보가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된

다.

(14) 보험브로커는 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또는 모든 중요서류를 완성

한 경우, 모든 회답 또는 진술은 의뢰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의뢰인에게는 항상 상세히 체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15) 보험브로커에 의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한 광고는 광고기준국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에 의해 공포된 광고실무기

준(Code of Advertising Practice)에 따라야 하며, 이 범위내에

서 광고실무기준은 본 행동규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16) 보험브로커에 의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한 광고는 계약상의 급

부, 즉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급부와 계약상

이외의 급부, 즉 보험자의 특정 예상이 옳다고 가정한 경우에

제공될지도 모르는 급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고가 계

약상 이외의 급부를 포함하는 경우, 보험브로커는 그 예상을 해

당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17) 보험브로커에 의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한 광고는 광고 중에

충분히 설명되고, 보험자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리고 해당보험

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한정

되지 않는다.

(18) 보험브로커가 對面 또는 서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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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광고하는 때는 정보를 구하기 전 또는 조언을 하기 전에 그

의 신분 및 목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19) 보험브로커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중이 방문하는 모든 영업소에

「요구하면 행동규범의 사본을 입수가능하고, 만약 대중의 일원

이 고충을 토로하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의회의 원조를 필요로

할 경우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사무소 15 St . Helen ' s, London

EC3A 6DS )에 편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지의 공고를 게시

하여야 한다.

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 (등록과 게재 )규칙 승인명령

(S .I . 1978 N o . 1395 )

1977년 보험브로커 등록 법률의 제 27조 ( 1 ) 및 제 28조 (1 )에

의 거하여 1978년 9월 27일부로 국 무장관이 제정

제１조 본 명령은 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등록과 게재) 규칙승인

명령이라 하며 1978년 10월 20일에 발효한다.

제２조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8조

2., 3., 4.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여 제정한 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

의회(등록과 게재) 규칙은 본 명령의 부속서형태로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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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978년 보험브로커등 록협의회 (등록과 게재 ) 규칙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8조 2., 3., 4.

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제１조 이 규칙은 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등록과 게재) 규칙이라

한다.

제２조 1. 이 규칙에서는 문맥상 별단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률 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을 의미한다.

변경요금 은 규칙 제15조 2.에 의해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소정의 용지 및 소정의 부속용지 는 협의회가 해당신청절차를 위

해 간행한 신청용지를 의미하고, 또한 신청절차는 이 신청용지에 기

초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협의회가 해당용지의 완전한 기재를

의무화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게재계속요금 은 규칙 제11조 1.에 의해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인정자격 은 법률의 제3조 1.의 가.절을 위해 협의회가 인정한 자격

을 의미한다.

공인자격 은 법률의 제3조 1.의 나., 라., 바. 또는 아.의 각 절을 위

해 협의회가 공인한 자격을 의미한다.

등록된 주소 는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관하여 등록부 또

는 일람표에 기재된 주소를 의미한다.

등록계속요금 은 규칙 제9조 1.에 의해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추가요금 은 규칙 제10조 1.에 의해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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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89년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889)은 국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규칙의 해석에 대해서

도 적용된다.

제３조 [이 규칙은 1979년의 법정문서 No. 490에 의해서 폐지된다.]

등록부

제４조 보험브로커의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세부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자의 성명, 인정자격 또는 공인자격, 생년월일, 통상 거주하

고 있는 주소

(2) 보험브로커로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브로커의 경우에

는 통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 대신에 영업활동 본거지의 주소지 및

본인이 보험브로커로서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상호

일람표

제５조 보험브로커로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일람표

에 기재하여야 할 세부항목은 법인의 명칭, 영업활동 본거지의 주소

지 및 보험브로커로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상호이다.

등록신청

제６조 (1) 보험브로커로서 등록하기 위한 신청에는 50파운드의 요금이

부가된다.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브로커는 당연히 본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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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정에 따른다.

(2) 등록담당관(registrar )은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에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

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모든 신청은 등록담당관으로부터 요구하면 입수가능한 소정의 용

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협의회는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이

루어 졌다는 점과 해당 등록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한다는 점을 공

시하는 공고절차를 준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해당신청인

에 대하여 본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

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등록담당관은 본규칙 (1)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된 후에 보험

브로커의 이름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７조 (1)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보험브로커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은 규

칙 제6조의 (3)에서 규정한 용지 및 등록담당관으로부터 입수한 소정

의 부속용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본규칙 (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규칙 제6조의 (1)에 기초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50파운드의 요금 이외에 175파운드의 요금(추가요

금)이 부가된다.

(3) 규칙 제6조의 (3)항에 규정된 신청용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이상이 제휴하여 합자회사(partner ship)의 형태로 영업활동에 종

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관계자 전원을 대표하여 본규칙 (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부속용지를 1통 제출하고, 1명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

(4) 등록담당관은 본 규칙 (2)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된 후에 보

험브로커의 이름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141 -



게재의 신 청

제８조 (1) 법인이 일람표에의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75파운드의

요금이 부가된다.

(2) 등록담당관은 게재를 신청하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일람표에의 게재에 적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모든 신청은 청구하면 등록담당관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소정의 용

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등록담당관은 본규칙 (1)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된 후에 법인

의 이름을 일람표에 게재하여야 한다.

등록부 또 는 일람표상 이름의 계 속게재 및 요금의 미지 급

제９조 (1) 이 규칙의 제10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브로커로서

등록된 자는, 향후 1년에 걸쳐 그 사람의 이름을 등록부에 계속 기재

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에 40파운드의 요금(등록계속요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2) 해당연도의 첫날 또는 그 이전에 등록계속요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등록담당관은 등록된 주소의 해당자에게 해당요금을 14일이내

에 지불하도록 청구하는 독촉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지불유예기

간동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담당관은 등록된 주소의

해당자에 해당요금이 14일이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불

유예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해당자의 이름이 등록부로부터 말소된다

고 경고하는 독촉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째의 독촉통지 이후에도 해당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

록담당관은 해당자의 이름을 등록부로부터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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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규칙에 따라 등록부로부터 말소된자의 이름은 등록담당관으로

부터 입수한 소정의 용지에 기초하여 작성된 신청서가 수리되어 40

파운드의 등록계속요금과 10파운드의 추가요금이 납입된 경우에 한

해 재등록될 수 있다.

(4) 등록담당관은 본규칙 (3)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된 후에는 보

험브로커의 이름을 등록부에 재등록시켜야 한다.

제10조 (1) 영업하고 있는 모든 보험브로커는 이 규칙의 제9조에서 의무

화되어 있는 등록계속요금에 추가하여 해당자의 이름을 등록부에 계

속 게재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에 175파운드의 요금(추가계속요금)

을 지불하여야 한다.

(2) 해당연도의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추가계속요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등록담당관은 등록된 주소의 해당자에게 해당요금을 14일이내

에 지불하도록 청구하는 독촉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지불유예기

간의 만료이전에 등록담당관은 등록된 주소의 해당자에 해당요금이

14일이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지불유예기간의 만료와 동

시에 해당자의 이름이 등록부로부터 말소된다고 경고하는 독촉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째의 독촉통지 이

후에도 해당요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담당관은 해당자의

이름을 등록부로부터 말소하여야 한다.

(3) 본규칙에 따라 등록부로부터 말소된 자의 이름은 등록담당관으로

부터 입수한 소정의 용지에 기초하여 작성된 신청서가 수리되어 규

칙 제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금에 추가하여 175파운드

의 추가계속요금이 납입된 경우에 재등록될 수 있다.

(4) 본규칙 (1)항 또는 (3)항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요금의 납입에 관

하여 영업하고 있는 2명이상의 보험브로커가 제휴하여 합자회사 형

태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계속의 신청 또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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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출을 하는 해당 합자회사의 관계자 전원을 대표하여 1명분의

추가계속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등록담당관은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의 이름을 본규칙 (3)항

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된 후에 등록부에 부활시킬 수 있다.

제11조 (1) 일람표에 게재된 모든 법인은 향후 1년간에 걸쳐 그 이름을

일람표에 계속 게재하는 경우에는 175파운드의 요금(게재계속요금)을

각년도의 5월1일에 지불해야한다.

(2) 해당연도의 첫날 또는 그 이전에 게재계속요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등록담당관은 등록된 주소지의 해당법인에 14일이내에 해당요

금을 지불하도록 청구하는 독촉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지불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담당관은

등록된 주소지의 해당법인에 해당요금이 14일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불유예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해당법인의 명칭이 일

람표로부터 말소된다고 경고하는 독촉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송

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2번째의 독촉통지이후에도 해당요금이 지

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담당관은 해당법인의 이름을 일람표로부

터 말소하여야 한다.

(3) 본규칙에 따라 일람표로부터 말소된 법인의 이름은 등록담당관으

로부터 입수한 소정의 용지에 기초하여 작성된 신청서가 수리되어

175파운드의 게재계속요금과 10파운드의 추가요금이 납입된 경우에

재등록될 수 있다.

(4) 등록담당관은 본규칙 (3)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된 후에 법인

의 이름을 일람표에 재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1) 등록담당관은 언제든지 해당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과 관련하여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기재된 세부항목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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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등록담당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제출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2) 본규칙 (1)항에 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록담당관은

그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지정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등록담당관이 요구한 정보가 해

당지정기간 내에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담

당관은 등록된 주소의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향후 14일이

내에 해당정보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출유예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의 이름이 등록부 또는 일람표

로부터 말소된다고 경고하는 독촉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독촉통지 이후에도 해당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에는 등록담당관은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의 이름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법률의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한 징계절차를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기

초한 규정요금의 지불을 불이행하는 경우,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제출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록담당관은 이

러한 징계절차에 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보험브로커 또

는 법인의 이름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할 수 있다.

등록 부 및 일람표의 기재사 항의 변경과 삭제

제14조 등록부과 일람표의 기재사항이 실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또는 등록보험브로커나 등록법인에 의해서 등록

부나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관해서 변경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담

당관은 필요한 수정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본 규칙 제15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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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본규칙에 기초한 수정 또는 변경은 무료

로 이루어진다.

제15조 (1) 등록보험브로커가 등록후에 보험브로커로서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브로커는 등록담당관으로부터 입수한 소정의 용

지에 등록부에 기재된 세부사항의 변경을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2) 본규칙의 (1)항에서 규정한 용지에 첨부하여 175파운드의 요금

(변경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2명이상의 등록보험브로커가 제휴하여 합자회사의 형태로 영업활

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들 관계자 전원을 대표하여 본규칙의 (1)

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용지 1통과 1명분의 변경요금의 지불로 충분

하다.

(4) 등록담당관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에 관

한 세부사항을 본규칙의 (2)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는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1) 등록담당관은 사망 또는 해산(임의해산이나 강제해산 불문)

한 모든 법인, 회사등록부로부터 말소된 모든 법인에 관한 세부사항

을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부터 말소하여야 한다.

(2) 등록담당관은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으로부터 신청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신청을 받아 이 신청에 첨부하여 해당신청인은

법률의 제15조 또는 제17조에 의거하여 이름의 말소를 초래하는 어

떠한 사유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법정진술서를 기초로 등록부 또

는 일람표로부터 해당보험브로커 또는 법인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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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 규칙

승인명령

(S .I . 1978 N o . 1456 )

1977년 보험브로커 등록법률의 제27조 (1)과 제28조 (1)에 기초하여

1978년 10월 9일부로 국무장관이 제정

General Note

이 법률의 제13조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는 예비조사와 징계심리(만약 사

안이 존재하면)의 2단계로 진행된다. 이 명령은 첫번째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칙을 승인한다. 두번째 단계를 담당하

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S .I. 1978 No. 1457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절차는 S .I. 1978 No. 1458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１조 본명령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조사위원회의 구성) 규

칙 승인명령이라 하며 1978년 10월 31일에 발효한다.

제２조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 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13

조 (3)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제정한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

의회(조사윈원회의 구성) 규칙은 본 명령의 부속서에 규정에 의해 승

인된다.

부속서

1978년 보험브로 커 등록협의회 (조사위원회 의 구성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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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13조 (3)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이하의 규칙을 제정한다.

제１조 이 규칙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조사위원회의 구성) 규

칙으로 칭한다.

제２조 (a) 이 규칙에서 법률 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 법률을 의미

한다. 위원회 는 법률의 제13조에 기초하여 징계사안을 예비조사하

기 위해 협의회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

(b) 1889년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889)은 국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규칙의 해석에 대해서

도 적용된다.

제３조 협의회는 협의회회장을 위원회의 위원에 임명하여야 하고, 14명

이내의 개인을 위원회의 위원에 임명하여야 하지만, 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 3는 협의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이 임명에 관하여 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보험브로커가 아닌 위원이 항상 적어도 3명은 在籍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４조 협의회회장 이외의 위원회의 각위원은 협의회가 해당기일 전에

향후 1년간의 유임을 결의하지 않는 한 임명후 최초로 돌아오는 12

월 31일에 사임하여야 한다.

제５조 위원회의 위원은 언제든지 등록담당관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６조 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의안이 출석한 위원의 3/ 4이상의 다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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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가결된 경우, 언제든지 협의회회장 이외의 위원회 위원의 임명

을 취소할 수 있다.

제７조 임명시점에서 협의회의 위원인 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을

사임하면, 동시에 위원회의 위원도 사임하여야 한다.

제８조 협의회회장은 협의회회장을 사임하면, 동시에 위원회의 위원도

사임하여야 한다.

제９조 위원을 사임한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시점에서나 위원회에 재임

될 자격을 가진다.

제10조 협의회 회장은 위원회회장을 겸임하여야 한다.

1978년 보험브 로커 등록협의회 (징계위원 회의 구성 ) 규 칙 승인명령

(S .I 197 8 N o . 1457 )

1977년 보험브로커 등록법률의 제27조 (1)과 제28조 (1)에 기초하여

1978년 10월 9일부로 국무장관이 제정

제１조 본명령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징계위원회의 구성) 규

칙 승인명령이라 하며, 1978년 10월 31일에 발효한다.

제２조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14조

(2)와 동 (3)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여 제정한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징계위원회의 구성) 규칙은 본명령의 부속서에 규정에 의

- 150 -



해 승인된다.

부속서

1978년 보험 브로커 등록협의 회 (징계위 윈회의 구성 )규칙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14조 (2)와

동 (3)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의해서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제１조 이 규칙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징계위원회의 구성)규칙

이라 한다.

제２조 (a ) 이 규칙에서 법률 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을 의미

한다.

사안 은 위원회가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거하여 관할하는

징계사안 및 기타 사안, 및 이들 사안에 부수·종속하는 모든 문제를

의미한다.

위원회 는 법률 제14조 (1)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이 규칙의 제3조

에 의거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의미한다.

징계사안 은 법률 제13조 (1)의 취지에 해당하는 징계사안중에 법률

제13조 (3)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 의뢰된 징계사안을 의미한다.

조사위원회 는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조사위원회를 의미

한다.

(b) 1889년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889)은 국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규칙의 해석에도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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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조 위원회는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들 위원중 5명은 (본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의회에 의해 임

명되며, 6명 이내는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어, 위원회가 결정하는 임

기동안 재직한다. 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보험브로커가 아닌 위원

이 적어도 1명은 항상 在籍하여야 한다.

제４조 본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위원의 인원이 11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제５조 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 3는 협의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제６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해당위원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리에 참

가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사안이 심리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3/ 4이상의 다수결로 가결된 결의에 의해서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다.

제７조 협의회는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임명된 자중

에서 1명을 위원장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８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장이 의장을 맡아야 하지만, 만약 위원장

의 부재시에는 협의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출

한 위원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

제９조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 3명이지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의 적

어도 2/ 3는 협의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안의 심리 도중

에 해당사안의 심리를 맡고 있는 위원들에서 우발적인 결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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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의 인원이 2명 이상이면, 나머지 인원이 정

족수에 미달되어도 나머지 위원은 심리를 속행할 수 있다.

제10조 이 규칙에 포함된 모든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ⅰ) 위원이 등록담당관에게 서면통보로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ⅱ) 위원이 파산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정리계약의 체결 또는 화해를

한 경우

(ⅲ) 위원이 정신장해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

다고 협의회가 판단한 경우

(ⅳ) 위원이 형사범으로서 유죄를 선고받아, 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에 상당하다고 협의회가 판단한 경우

(ⅴ) 이 규칙의 제3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시점에서 협의회 위원을 겸

임하고 있던 위원이 협의회의 임원을 사직한 경우

제11조 협의회의 회장을 제외하고, 어떤 징계사안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의 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해당 징계사안에 관해서 위원회의 위원으

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제12조 만약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사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록브로

커 또는 등록법인과 어떠한 계약에 직접·간접으로 관여되어 있거나,

관여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보험브로커나 법인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해당위원은 그 사안에 관

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위원회는 그 임무를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

라 몇회라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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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는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 위원장이 별도

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위원회의 위원입장에서 편리하거나 또는

심리가 행해진 경우에는 사안에 관한 당사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편

리할 것이라는 근거에 기초하여, 또는 해당사안의 특수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할 것이라는 근거에 기초하여, 회의를 영국내 별도의 장소

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지시한 경우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위원회가 정한 개최일 전에 등록담당관은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 통지하여야하며, 또한 해당회의의 議事

豫定을 위원전원에 송부하고, 이 의사예정에는 해당회의에서 심의할

모든 사안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978년 보험브 로커 등록협의회 (징계위원 회의 절차 ) 규 칙 승인명령

(S .I . 1978 N o . 1458 )

1977년 보험브로커 등록법률의 제27조 (1) 및 제28조 (1)에 의거하여

1978년 10월 9일부로 국무장관이 제정

General Note

이 명령에 의해 승인된 이 규칙은 전술한 S .I. 1978 No. 1457에 의해 구

성된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규칙은 피고소인의 의견청취 방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이 규칙의 준수는 자연법리(natural

justice)의 준수를 의미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 규칙의 위반은 법률 제18

조에 의거한 제소 가능성과는 별도로 고등법원(High Court )의 일반보통

법의 권한하에서 사법부의 재검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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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조 이 명령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징계위원회의 절차) 규

칙 승인명령이라 하며, 1978년 10월 31일에 발효된다.

제２조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의 제19조 (4)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

하여,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에 의해 제정된 1978년 보험브로커등록협

의회(징계위원회의 절차)규칙은 본명령의 부속서에 의해 승인된다.

부속서

1978년 보험브로 커 등록협의회 (징계위원회 의 절차 ) 규칙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 제19조 (5)의 규정

에 따라 동법 제19조 (4)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여 이에 의해서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제 1부

호칭과 해 석

제１조 (1) 이 규칙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징계위원회의 절

차) 규칙이라 한다.

(2) 이 규칙에서는 문맥상 별단의 해석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the Act ) 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을 의미한다.

사안(case) 은 징계사안 또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기타 사안을 의미

한다.

위원장(the Chairman) 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대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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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위원회(the Committee) 는 법률 제14조 (1)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의

해 설립된 징계위원회를 의미한다.

제소인(the complainant ) 은 이 규칙이 적용된 사안에 있어서 위원

회에 소를 제기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소인이 증인으로서

만 심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제소인이 모든 심리에 출두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유죄선고(conviction ) 는 법률 제15조 (1)의 (a)에서 의미하는 유죄선

고를 의미한다.

징계사안(disciplinary case) 은 법률 제13조 (1)에서 의미하는 징계

사안 중 법률 제13조 (2)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 의뢰된 징계사안

을 의미한다.

심문(inquiry ) 은 위원회가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

한다.

조사위원회(the Investigating Committee) 는 법률 제13조 (1)에 의

거하여 징계사안의 예비적인 검토를 위하여 협의회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법률보좌인(the Legal A ssessor ) 은 법률 제20조를 위해 협의회 또

는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보좌인을 의미한다.

심문당사자(party to the inquiry ) 는 제소인(만약 있다면), 사무변호

사 및 이 규칙에 따라서 심문 통지서가 송달된 모든 당사자를 의미

한다. 단, 제소인이 심문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이후 심문당

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被제소인(the respondent ) 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그 자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심문을 위해 위원회에 의뢰된 자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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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변호사(the Solicitor ) 는 이 규칙을 위해 협의회의 사무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협의회에 의해 지명된 사무변호사를 의미하고, 심문과 관

련하여 사무변호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사무변호사로부터 지시받

은 변호사도 포함한다.

(3) 1889년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889)은 국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규칙의 해석에도 적용

된다.

제 2부

예비절차

(심 문의 통지서 )

제２조 (1) 사무변호사는 징계사안이 위원회에 의뢰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피제소인에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된 양식과 가능한 한 유사한

양식으로 심문통지서(notice of inquiry )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통지

서에는 진술 또는 고소(혐의내용)취지를 서술하고, 각각의 진술 또는

고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실 및 위원회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법

률 제 15규정을 명기함과 동시에, 위원회가 해당사안을 심문하는 일

시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이 규칙 및 법률의 사본을 동봉한다. 해당통

지서 및 사본은 피제소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편으로 우송해

야한다.

(2) 제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변호사는 심문통지서 및 이 규칙의

사본을 해당 제소인에 송부해야한다.

(3) 위원회는 본규칙의 앞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제소인에게

심문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한 심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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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제소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은 본 규칙의 (1)

항에 의거한 통지서의 발송일이후 28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문연기 또는 취 소 )

제３조 (1) 위원장은 자신의 발의 또는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

문의 의견청취를 연기하든가 또는 심문의 실시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징계사안을 조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2) 심문이 열리기 전에 위원장이 또는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나 위원

회가 심문통지서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 요구되는 정정이 권

리의 침해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

지서를 정정하게 하거나, 또는 정정이 이루어진 상황에 의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피제소인에 訂正된 통지서를 송

달하고 심문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사무변호사는 심문통지서가 송부된 모든 당사자에 가능한 한 빨

리 심문의 연기 또는 불개최의 결정을 통지하고, 연기된 심문의 의견

청취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서 류의 입수 )

제４조 심문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사무변호사는 해당 당사자에 법

정진술서, 訴狀, 답변서, 고백서, 해명서 또는 협의회가 심문당사자로

부터 받은 기타 유사서류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 3부

징계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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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의 제시 )

제５조 (1) 혐의내용은 피제소인 및 제소인이 출두하는 경우에는 제소인

의 앞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단, 피제소인이 심문에 출두하지 않았으

나, 위원회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혐의내용은 피제소

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낭독된다.

(2) 피제소인은 혐의내용의 낭독이 끝난 다음에, 만약 원한다면 법률

에 비추어 혐의내용 또는 혐의내용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제소인 이외의 당사자는 이러한 이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의의가 제기된 혐의내용 또는 혐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그 후의 심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제소 된 사실에 관한 증거 )

제６조 (1) 피제소인이 심문에 출두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혐의내용에서

주장된 모든 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2) 제소인 또는 사무변호사(제소인이 출두하지 않은 경우)는 진술을

개시하고, 피제소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 및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된 사실과 연관된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

하여야 한다. 피제소인은 모든 증인에게 반대질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증인에 대해서는 그 후에 재심문을 해야 한다.

(3) 피제소인은 이후 제소인 또는 사무변호사에 의해서 제출된 증거

가 주장된 혐의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며, 또한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

부터 피제소인의 이름을 말소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진술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여야한다.

(4) 이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제소인은 증인을 불러(해당증인에는 반대심문 및 재심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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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해당증거제출의 전후의 어느 때

나 위원회에서 변론을 할 수 있지만, 이 변론은 위원회가 허가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정한다. 제소인 또는 제소인이 출두하지 않

은 경우에는 사무변호사는 피제소인이 제기한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

서 위원회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

(5) 피제소인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소인 또는 제소인이 출두

하지 않은 때에는 사무변호사는 그 증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변론

을 하고, 반론중에 증인을 불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증인에

는 반대심문 및 재심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제소인은 반론중에 변

론 및 증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변론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6) 위원회는 그 후에 협의를 하고, 미결로 되어 있는 각각의 혐의내

용에 대해서는 해당혐의내용에서 주장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회가 입증되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 것이 해당혐

의내용을 확증하기에 충분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위원장

이 위원회의 결론을 발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법률의 제15조에

의거한 혐의내용이 입증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의 결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피제소인이 직업윤리에 반하

는 행위에 의해 유죄라고 주장된 경우에는 피제소인은 주장된 문제

에 관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

기고, 피제소인이 법률 제15조 (2)에 의거하여 등록부 또는 일람표로

부터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된 경우에는 피제소인은 주

장된 문제에 대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된 결론의 사본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통지서

의 송달방법에 따라 피제소인 및 그 결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시한 자에 대하여 통보되어야 한다.

제７조 (1)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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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또는 고소인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변호사(solicitor )에

대하여 입증된 사실의 단서가 된 상황 및 피고소인의 인품과 전력에

관한 증거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피고소인은 위원회에서 죄의 경감을 요구하는 변론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그 후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피고소인의 성명을 즉시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서 말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4) 전항의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에 위

원회는 판정을 연기하든지 또는 즉시 등록계에 지시하여 피고소인의

성명을 등록부 도는 일람표에서 말소하든지 어느 한가지 결정을 내

려야 한다.

(5) 전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판정의 연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는 판정을 연기하는 연기하는 기간이나 또는 판정에 대해 다시 검토

하기 위한 다음 회의를 지정해야 한다.

(6) 본규칙에 근거한 위원회의 모든 결론은 위원회가 승인한 용어로

위원장이 발표하며 결론의 사본은 규칙 제2조에 정한 통지서의 송달

방법에 따라 피고소인 및 그 결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시하는 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판정연기에 따 른 절차 )

제８조 (1) 이 규칙의 전기한 규정에 의거하여 어느 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 판정이 연기되는 경우의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사무변호사는 심리재개일의 6주이전에 피고소인에 통지서를 발송

하되

(ⅰ) 심리가 재개되는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소인에게 출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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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며

(ⅱ) 위원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소인

의 인품 및 소행에 관한 조회를 비밀리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성명을 등록계에 제출할 것을

피고소인에게 요청하고

(ⅲ) 심리재개일의 3주이전에 피고소인의 소행 또는 전회의 의견청취

이후 발생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성명서 또는 진술서

(statutory declaration ) - 본인의 작성여부를 불문함- 사본을 사

무변호사에게 발송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b) 전기(a)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송부된 통지서 및 성명서 또는 진

술서 사본은 만약 고소인이 있어서 심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에는 당해 고소인에게 송부하되, 당해 고소인이 그것을 받고자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전기(a)절에서 기술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전

회의 의견청취 이후 발생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성명

서 또는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 본인의 작성여부를 불문함

- 사본을 사무변호사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당해 성명서 또는 진술서 사본은 피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심리를 재개하는 회의의 서두에 위원장은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사안의 현황을 상기시켜

주도록 요청하고, 위원회는 피고소인의 소행 또는 전회의 의견청

취이후 발생한 중대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구두 또는 서면증

거를 수리하며 의견개진을 희망하는 모든 심문당사자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d) 그 후 위원회는 결론을 검토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7

조의(3)내지 (6)항이 적용된다.

(2) 재개된 심리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새로

추가된 혐의는 규칙 제5조내지 제7조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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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며, 위원회는 규칙 제7조의 (3)내지(6)항을 새로운 혐의와 판정

을 연기한 혐의에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재개된 심리에 있어서 피고소인에 대한 기록으로

서 이 규정에 근거한 혐의의 대상이 되지않는 유죄선고의 증거를 위

원회가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개된 심리의 합법성은 단지 전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의 위원이 재개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재개된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전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

유만으로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5) 위원장은 자신의 발의 또는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사무변호사는 신속하게 심리재

개의 통지를 한 모든 당사자에 대해 연기 및 심리재개일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４부

법 률 제 15조 (3 )에 근거 한 법인명 말소

제９조 (1) 본 규칙의 제4부는 법률 제15조(3)에 근거하여 법인명을 일

람표에서 말소하기 위해 재기된 심리에 적용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 제18조에 근거한 제소에 의해 심리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소가 기각 또는 취하 또는 중지

된 때에는 규칙 제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ⅰ)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일람표에 등록법인의 임원성명이 등록

부에서 말소된 경우

(ⅱ) 등록법인의 임원이 법률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ⅲ) 등록법인의 사용인인 등록된 보험브로커의 성명이 등록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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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경우(단, 말소의 근거가 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법인임

원의 교사 또는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또는 행위나

부작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임원이 그

러한 계속적 행위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이유

는 없다는 점을 위원회가 납득하고 있음을 표명한 경우는 제외)

제10조 (1) 사무변호사는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명기될 혐의와 사실이

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에 따라 심문의 통지서

를 피고소법인 및 고소인(있다면)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통지서 사본은 피고소법인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임원 또는 사

용인인 등록된 보험브로커에 발송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통지서사본

을 그밖의 사람이나 법인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그밖의 사람이나 법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추가

응답자로서 심문에 출두할 수 있다.

(4) 등록부에서의 말소는 등록계가 서명한 말소에 관한 증명서에 의

해 입증되어야 한다.

(5) 본규칙의 규정에 따라(조사위원회 의뢰에 관한 부분 제외) 이 규

칙의 제2부 및 제3부의 제규정은 본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심리에 적

용된다.

제 5부

등록부 또는 일람표 에의 사기적 또는 허위 게 재에 관한 법률

제 17조관 련 사안

제11조 (1)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의 게재가 사기 또는 허위로 이루어졌는

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위원회가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무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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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그러한 게재를 한 자 또는 법인)에게 심문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에 사기행위 또는 실수의 성격을 명기하고 동문제와 관련 위

원회가 심문을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사자의 출두를 요청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추가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2) 본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규칙 제2부의 제규정

은 (조사위원회 의뢰에 관한 부분 제외) 본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심

리에 적용된다.

(3)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의 게재가 사기 또는 허위로 게재되었는가

의 여부가 문제인 경우에는 통지서사본은 사기행위의 당사자로 추정

된 모든 사람 및 (있다면)위원장이 지시하는 그밖의 사람에게 발송하

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추

가 당사자로서 심문에 출두할 수 있다.

(4) 심문은 그러한 문제가 징벌사안의 심문통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혐의인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되며 규칙 제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5) 게재가 사기 또는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납득이 갈 때까지

입증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허위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위원회가 납득이 갈 때까지 입증된 당해 게재를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서 말소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명령을 작성하여 위원장

이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그러한 게재가 사기적으로 이루

어졌는지 또는 사기가 아닌 허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표명하는 용어로서 결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6) 심문이 2가지 이상의 게재에 관계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본규칙의

전기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게재와 관련한 추정에 대하여 별도 또는

일괄적 방법 중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

다. 또한 심문이 2가지 이상의 명세항목을 명기한 하나의 게재에 관

한 것일 경우에는 위원회는 본규칙에 따라 이러한 명세항목 각각을

명기한 당해 게재가 마치 별도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문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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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제６부

말소후의 재 등록

제12조 아래 (a), (b)에 근거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ⅰ), (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지시에 따라 등록부 또는 일람

표에서 성명이 말소된 자 또는 법인이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신청을 한 경우

(b) 법률 제17조 (1)에 근거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기로 인해 등

록부 또는 일람표에서 성명이 말소된 자 또는 법인이 법률 제17

조 (2)에 근거하여 신청을 한 경우

(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의견개진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ⅱ) 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성이나 인격 또는 성명이 등록부 또는 일

람표에서 말소된 후의 신청인의 소행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증거

를 접수할 수 있다.

(ⅲ) 신청서는 가능한 한 이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７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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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및 연 기 )

제13조 (1) 법률 제20조(3) 및 동조에 근거한 모든 규칙에 따라 위원회

는 언제라도 또한 어떠한 목적에서건 심리에서의 의견청취 도중 또

는 후에(법률보조인이 배석하거나 배석하지 않고) 비공개로 협의를

할 수 있다.

(2)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리는 출두한 모든 당사자 앞

에서 이루어지며 본규칙의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3) 위원회가 심판의 형편상 심리 또는 심리의 일부과정에서 대중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중을 제외

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단, 본항에 근거한 지시는 이 규

칙에 근거한 위원회의 결정의 발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증거 )

제14조 (1) 피고소인 또는 신청인이 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자기를 변

호하기 위해 본인의 인격 또는 소행에 관한 조회를 비밀리에 한 상

대방의 성명을 위원회나 등록계에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조

회에 의하여 조회선으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를 피고소인 또는 신

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기사안의 심문과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사실에 관한

구두응답, 서면 또는 기타에 의한 증거를 수리할 수 있다. 단 입증이

요구되는 사실 또는 증거가 제출된 형식이 법정에서의 범죄의 심리

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러한 사실 또는 그러

한 형식에 의한 증거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단, 법률보좌인과 협의

후에 위원장이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를 입수하기가 곤란하거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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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당해증거를 수리하는 것이 재판의 형편상 바람직하다고

납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심리에 있어서

임의의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모든 증인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의하거나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법률보좌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투표 )

제15조 (1) 투표에 붙여지는 모든 문제는 위원장에 의한 동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장은 출석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 동의에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동의가 가결 또는 부결된 경우 그

에 상응한 가결 또는 부결선언을 하여야 한다.

(2) 선언된 결과에 대하여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위원장

은 등록계에 대해 점호를 취하도록 하고 출석한 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위원장의 이름은 최후에 호명)하여 자기이름이 불려질 때 동의

에 대해 찬반중 어디에 투표했는가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라고

답해야 한다. 위원장은 이에 근거하여 동의에 찬성한 위원수와 반대

한 위원수 및 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선언을 해

야 한다.

(3)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투표결과가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당해문제

는 각각의 경우에서 피고소인 또는 규칙 제12조에서의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피고소인 이 복수인 경우의 절차 )

제16조 이 규칙 제7부의 어느 규정도 2인이상의 피고소인에 관한 혐의

에 대하여 한 번의 심문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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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심문이 열린 경우에는 전술한 각 규칙은 필요한 수정과 복수

의 피고소인에 관하여 이 규칙하에서 취해지는 심리절차에 대한 위

원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단, 이 규칙

에 근거한 피고소인의 모든 권리는 당해권리의 행사를 희망하는 각

각의 피고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칙 )

제17조 (1) 개인인 당사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counsel)나 사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거나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조직체의 임원

또는 회원이나 자기가족의 일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출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인 당사자는 비서관 또는

정식임명된 기타 임원 또는 변호사(counsel)나 사무변호사를 대리인

으로하여 출두할 수 있다.

제18조 (이 규칙의 제6부에 의한 심리에서 위원회가 속기사 없이 심리

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심리의 속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속기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심문의 모든 당사자는 사무변호사

에게 신청하여 협의회가 인정한 요금표 상의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

고 사무변호사로부터 자기가 출석할 자격이 있었던 심문의 각부분에

대한 속기록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부 록

규칙 제 2조에 의한 통 지서 양식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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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를 대신하여 여기에(귀하에 대한 협의회에서의

소장) [또는] (협의회가 입수한 정보)의 결과 다음 혐의와 관련하여 심문

이 열리게 됨을 통지드리오니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아래 회의에서 위원

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혐의를 기재하고, 2가지이상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각의 혐의가 해당되는 법률조항과 당해혐의의 근거

가 되는 유죄선고 또는 기타 사실을 기술함)

귀하는 상기 혐의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혐의의

인정여부 및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상기 사실중 어느 사실을 인정

하는지를 명기하여 위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전술한 혐의에 대하여 귀

하가 하시고 싶은 어떠한 답변이나 자백 또는 기타 진술이나 연락사항은

상기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한 상기혐의를 검토, 위원회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등록계에 대해 귀하의 성명을 등록부(일람표)에서 말소

토록 하는 지시를 내릴 것인가의 여부 또는 동조에 정해진 기타 지시를

내릴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9××년 ×월 ×일(×요일) 에

(주소)에서 (시간)네 협의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다

시 통지될 것입니다. 귀하는 혐의에 답하기 위해 상기 일시에 동위원회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부

재중에 전술한 혐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심문의 연기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소로 연기

를 희망하는 사유를 적어 신속하게 신청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당해신청서는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위원회(징계위원회의 절차) 규칙

에 근거하여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의 징계위원회위원장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나 귀하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동규칙 사본을 1977년 보험브

로커(등록)법 사본과 함께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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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제17조에 (사무)변호사 또는 다른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보험브로커등록위원회 사무변호사

1978년 보험브 로커 등록협의회 (징계위원 회 ) 법률보 좌인규칙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18일부로

국무장관이 제정

제１조 이 규칙은 1978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징계위원회) 법률보좌

인규칙이라 하며, 1978년 11월 10일부로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제２조 (1) 이 규칙에서 「법률」이라 함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을 의미한다.

「위원회」라 함은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징계위원

회를 의미한다.

「법률보좌인」이라 함은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명된 보

좌인을 의미한다.

(2) 1889년 해석법은 국회제정법의 해석에 적용되며 따라서 이 규칙

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３조 위원회의 모든 심리에 출석하여, 위원회가 조회하는 심리에서 발

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을 하는 것이 법률보좌인의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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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조 심리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변칙적인 사항이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알리며, 조언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의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

언을 하는 것이 법률보좌인의 직무이다.

제５조 법률보좌인의 조언은 심리에 출석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대

리인의 앞에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위원회가 비공개로 협

의를 진행하는 동안 법률보좌인에게 조회한 문제로서 법률보좌인의

조언이 관련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앞에서 제출하는 것이 위원회

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장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조언

은 관련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부재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법률보좌인은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

가 조회한 문제 및 동문제에 관한 자신의 조언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그 후 조언은 문서화되며 사본은 모든 관련당사자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６조 만일 위원회가 법률보좌인의 조언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보좌인

에게 조회된 문제 및 그에 대한 조언과 조언거부(이유포함)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며 당해기록의 사본은 심리에 출석한 모든 당사자 또

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７조 전술한 제5조 또는 제6조중 어느 한가지 목적으로 작성된 서면

에 의한 조언의 사본은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모

든 당사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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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9년 보험브로커등 록협의회 (회계 및 사업요건 ) 규칙승인명 령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27조(1) 및 제28조(1)에 근거하여 1979년

4월 19일부로 국무장관이 제정

제１조 이 명령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승인명령이라 하며 1979년 4월 19일부로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제２조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11조의 (1),

(2), (3) 및 (7)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여 제정한 1979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규칙은 본 명령의 부속서에 기재함으로

써 여기에 승인한다.

부속서

197 9년 보험브로 커등록협의회 (회계 및 사업요 건 ) 규칙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11조 (1), (2), (3),

및 (7)에 근거한 권한을 사용하여 여기에 이하의 규칙을 제정한다.

제１부

서 장

제１조 이 규칙은 1979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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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조 (1) 이 규칙에서 문맥상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이라 함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을 의미한다.

중개수수료(Brokerage) 라 함은 보험중개(broking )사업에서 발생하

는 보수를 의미한다.

사업 이라 함은 보험중개사업 또는 보험중개사업을 포함하는 사업

을 의미한다.

(2) 이 규칙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별도의 해석을 요하지 않는 한 합

자회사에 의해 영위되는 모든 사업은 모든 합작선에 의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영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부

(법 률 제 11조 (1 )에 근거한 ) 운전자본 , 자 산 및 독립성에 관한 요건

제３조 (1)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

하여 항상￡1,000 이상의 운전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의 목적상 :

(ⅰ) 합작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

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항상 ￡1,000 이상의 운전자본을 확보

하여야 하나 각 합작선이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각

합작선의 공동연대채무로 한다.

(ⅱ) 운전자본(w orking capital) 이란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부록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명세서 제1부 제2절의 합계란 K

에 기재되는 당해사업의 유동자산 총액에서 당해부록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동명세서 제1부 제2절의 합계란 X에 기재되는

당해사업의 유동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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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조 (1)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

하여 자산을 부채액보다 항상 ￡1,000이상 상회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의 목적상 :

(ⅰ) 합작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

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항상 자산을 부채액보다 항상 ￡1,000

이상 상회하여 확보하여야 하나 각 합작선이 본 규칙을 준수해

야 하는 책임은 각 합작선의 공동연대채무로 한다.

(ⅱ) 자산가액 이란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규정에 따라 계산

되는 명세서 제1부 제2절의 합계란 M에 기재되는 당해사업의

자산가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ⅲ) 부채액 이란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규정에 따라 계산되

는 명세서 제1부 제2절의 합계란 Z에 기재되는 당해사업의 부

채총액을 의미한다.

제５조 (1)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은 보험을 수배하려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수 및 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부보금액과

관련하여, 그러한 것들이 특정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

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본규칙 제1항이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협의회가 납득할 수 있

도록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사업에 관한 수지보고서 또는 계산서의 협의회 제출시 아울

러 당해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의 제

2부 질문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부

(법 률 제 11조 (2 )에 근거한 ) 예금구좌 및 회 계기록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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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조 (1) 이 규칙에서 정하여진 목적상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

된 법인은 영위하는 각각의 보험중개사업에 대해 인가은행에 하나이

상의 구분된 은행구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당해은행구좌는 구좌명에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명 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이 합작사업인 경우에는 합작선 또는 합작명칭을 포

함하여야 한다. 각각의 은행구좌는 이후 보험중개구좌(Insurance

Broking Account ) 라 하며 당해보험중개구좌의 입금란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은 이 규칙에서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인가은행에 보험중개구좌를 개설하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

록된 법인은 이하 사항을 서면으로 당해은행에 통지하고 당해은행으

로부터 직접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 구좌는 보험중개구좌 로 명시하고 구좌명에는 영업중인 보험브

로커나 등록된 법인명 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

인이 합작사업인 경우에는 합작선 또는 합작명칭을 포함하고 있

다는 사실.

(ⅱ) 보험중개구좌는 이 규칙의 제규정에 따라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

(ⅲ) 은행은 보험중개구좌의 입금란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은 영업중

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 또는 합작보험중개구좌로서 보관

되어 있는 인가단기자산(approved short term asset s )에 대하여

본규칙의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charge),

저당(encumbrance), 유치권(lien ), 상쇄권(right of set off), 구상

권(compensation ) 또는 유보권(retention ) 등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3) 보험중개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보험거래에서 입금받거나 수취한 모든 금액

은 지체없이 보험중개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다른 구좌에 입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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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중개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은

보험거래에서 지불될 금액을 피보험자나 보험회사에 지불하기 위하

여 보험중개구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구좌는 사용할 수 없다.

(5) 본규칙의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목적과 더불어 그 사용에 있

어서 본규칙 제8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험중개구좌는

아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

(ⅰ) 본규칙 제6항에서 정하는 인가단기자산에 관련되는 모든 거래;

(ⅱ) 중개수수료의 인출

(ⅲ) 착오로 보험중개구좌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

(ⅳ) 구좌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수취

(ⅴ) 보험중개구좌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인출

(6) (ⅰ) 본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중인 보험

브로커나 등록된 법인은 보험중개구좌의 입금란에 기입되어 있는 금

액을 인가단기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또는 당해금액으로 인가단

기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인가단기자산은 다음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

(a)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 또는 합작명칭으로 등록되어

보험중개구좌 로 명시되어있거나 또는

(b) 본규칙 제9항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

단기자산은 보험중개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가은행에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 또는 합작사를 위한 보험중개구좌에

예치할 것

(ⅱ) 인가단기자산은 곧바로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하므로 1개월이내에

현금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교환가능 하여야 하며 즉시 보험중

개구좌의 입금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ⅲ) 인가단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이외의 금액 또는 동자산

의 현금화, 매각 또는 처분에 따른 금액은 보험중개구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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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다른 구좌에 입금하지 못한다.

(ⅳ) 본규칙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별도의 해석을 요하지 않는 한

보험중개구좌 라는 표현은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중개

구좌에 예치되는 모든 인가단기자산을 포함한다.

(ⅴ)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된 법인은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한 인가은

행 또는 예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상대방 면허기관에 대해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즉시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을 때

까지는 보험중개구좌의 입금란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은 본 규

칙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가단기자산으로 예치되지 못한

다 :

(a) 보통예금구좌 및 예금영수증은 보험중개구좌 로 명시하며,

구좌명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명 또는 영

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된 법인이 합작사업인 경우에는

합작선 또는 합작명칭을 포함할 것;

(b) 인가은행 또는 면허기관은 보통예금구좌의 입금란에 기입되

거나 또는 예금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본규

칙의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charge),

저당(encumbrance), 유치권(lien ), 상쇄권(right of set off),

구상권(compensation ) 또는 유보권(retention ) 등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7) (ⅰ)(a)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은 보험중개구좌와 관련하

여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대부, 당좌대월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불을

받을 수는 없다. 단 본규칙 제8항의 요건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인가

은행의 구좌와 관련한 것은 제외한다.

(b) 모든 가불은 임시적인 성격의 것이기 대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제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구좌가 보험중개구좌 로 명시되어야 하

며 본규칙 제4항에 정한 목적 및 중개수수료의 인출 이외 보험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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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의 잉여금 인출에는 이용되지 못한다.

(c) 본규칙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가단기자산은 본규칙의 규

정에 근거 하여 받은 대부, 당좌대월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가불의

담보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은행에 위탁(be charged or

deposited)이 가능하다..

(d) 이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 당좌대월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험중개구좌와 관련한 가불을 해준 인가은행은 법에 의거 별도권리

를 가지는 당해가불과 관련 당해은행에 개설된 동일사업에 관한 별

도의 보험중개구좌의 입금란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 선취특권,

상쇄권, 구상권 또는 유보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ⅱ) 인가단기자산은 인가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발행을 담보하기 위

해 당해은행에 위탁가능하다. 단, 이러한 신용장은 본 규칙 제8

항의 요건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입수가능하며 본 규칙

제4항에서 정한 목적에만 사용가능 하나 중개수수료는 또는 보

험중개구좌의 인출에는 사용될 수 없다.

(ⅲ) 이 규칙의 어떠한 조문도 본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불을 해

주거나 또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인가은행에 대해 가불을 받거나

신용장을 발급받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 또는 그

합작사가 이 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조사 또는 확

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ⅰ)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된 법인은 각자의 사업에서의 보

험거래관련자산(insurance transactions asset s )의 가액을 동거

래의 부채금액보다 항상 하회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ⅱ) 본규칙 제8항 제1호의 목적상 :

보험거래와 관련한 자산(insurance transactions asset s ) 이란 보험중

개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가은행에 있어서 보험중개구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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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는 은행구좌의 잔고 및 보험중개구좌 로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등록된 법인 또는 합작사를

위해 예치되어 있는 인가단기자산 및 보험거래와 관련한 차변항

목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하며,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규정

에 따라 계산되는 명세서 제1부 제2절의 합계란 H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또한 보험거래 관련부채(insurance transactions

liabilities ) 란 보험거래와 관련한 대변항목과 보험중개구좌 로

명시되어 있는 은행에서의 가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이 규칙

의 부록에 기재되어 부록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명세서 제1부

제2절의 합계란 V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9) 본규칙의 목적상 인가단기자산 이란 보험중개구좌로부터 인출된 금

액으로 구입된 자산으로서 다음 범주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ⅰ) 인가은행 및 면허기관의 보통예금구좌 및 예금영수증

(ⅱ) 인가은행 및 면허기관의 양도성예금증서

(ⅲ) 1959년 주택구입 및 주택공급법(House Purchase and Housing )

제1조에 의한 주택금융조합의 예금

(ⅳ) 영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부 및 예금

(ⅴ)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되는 고정 또는 변동이율부 유가

증권으로서 :

(a) 영국내에서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보증된 것

(b) 영국내에서 지방, 공공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에 의해 발행

된 것

(c) 영국내에서 수도당국 또는 관계법에 의거 설립된 수도회사

에 의해 발행된 것

(d) 세계은행에서 발행하고 영국정부에서 등록된 것

(ⅵ) 영국저축채권

(ⅶ) 영국 및 북아일랜드 재무성 단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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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영국내 지방, 공공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에 의해 인수된 어음

또는 영국은행에서 재할인 가능한 은행인수어음

(10)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나 등록

된 법인은 자기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보험중개구좌, 단기인가자

산 또는 보험거래와 관련한 차변항목상에 어떠한 부담(charge)이나 저

당(encumbrance)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자기

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보험중개구좌의 입금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인가단기자산 또는 보험거래와 관련한 차변항목상 타인을 위한

어떠한 선취특권, 상쇄권, 구상권 또는 유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이러

한 것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법률상 그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자기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11) 본규칙의 목적상:

(ⅰ) 인가은행 은 다음을 의미한다:

(a) 1979년 은행법에서 의미하는 공인은행;]

(b) 1969년 신탁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신탁저축은행;

(c) 우체국이 그 이름으로 은행업무를 하고 있는 National Girobank

(ⅱ) 보험 에는 assurance, reinsurance 또는 reassurance를 포함하

고, 피보험자 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ⅲ)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 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의 대리

인 및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또는 관련하여 지불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ⅳ) 보험거래에 관련된 금전 및 보험거래에 기초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금전 에는 다음의 항목 또는 그 잔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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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종류의 보험료, 추가보험료 및 반환보험료;

(b) 보험계약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보험금 및 기타 금전

(c) 변제금(refunds) 및 반환금(salvages)

(d)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경비, 세금 및 유사 재정부담금

(similar fiscal levies );

(e) 보험계약에 기초한 모든 준비금 및 그 조정분

(f) 할인 및 브로커의 보수

(ⅴ) 면허기관 은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에서 의미하는

면허기관을 의미한다.

일반사항

이 규칙에 의거하여 보험중개계정 의 신설로 보험채권자를 위한 기금

이 본질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계정의 기금은 정리(winding

up)시에 일반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탁되어 있었다: In re

Multi Guarantee Co. Ltd., Ch .D. July 31, 1984, Financial T imes August

14, 1984.

제７조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각각의 사업에 관한

회계기록이 다음의 요건에 따라서 보관되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ⅰ) 회계기록은 사업의 거래를 나타내고, 설명하기에 충분하여야 한

다.

(ⅱ) 회계기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어느 시점에서나 합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그 시점에서 사업의

재무상황을 공시하고,

(b) 모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사업에 관한 기타 재무제표가

해당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일에서의 사업상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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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ⅲ) 회계기록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사업의 과정에서 수령 또는 지출한 금액 및 그 대상이 된 문제에

관한 매일매일의 기록

(b) 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기록

(ⅳ) 회계기록은 어느 시점에서나 이 규칙이 해당하는 규정에 따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ⅴ) 회계기록은 최후기록일로부터 최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８조 (1)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와 등록법인은 각각의 사업에 관한

수지보고서를 준비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① 등록일, 게재일 또는 이의 정정일에 사업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12개

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②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 또는 게재의

신청 혹은 그 정정에 관해 협의회에 제출한 소정양식에 기재된

보고일의 익일부터 시작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

해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전회 수지보고서의 대상기간이 끝난 날의 익일부터 시작하여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지보고서 및 동 규칙의 제9조(2)

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

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협의회에 서

면으로 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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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대하여 서면통지하여 이 규칙의

(1)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을 통지문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연장된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통지

를 할 때, 협의회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９조 (1) 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합자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의 제8조(1)에 따라 작성을 요하는 수지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

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주석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의 작성기준일의 사업상황 및 손익에 관한 진실·공정한 견해를 표

시하며, 이 규칙의 제11조의 요건에 따라 감사인의 보고서가 첨부되

어야 한다.

② 본 규칙의 (1) ①에 언급된 손익계산서에는

(a) 사업수입 총액을 보험브로킹 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수입과

그외의 수입으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b) 적당한 항목으로 그룹화하여 경비를 분류하며

(c) 계산서에 포함된 브로커 보수총액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규칙의 (1) ①에 언급된 손익계산서에 보험중개업 이외의 사업

에서 발생한 수입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산서에 부수된 주석을 통해

그 각각의 사업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① 이 규칙의 제8조(1)에 의거하여 등록법인이 작성하는 수지보

고서는 모든 면에서 1948년 및 1967년 회사법을 따라야 하며, 북아일

랜드의 경우에는 1960년 및 1978년 회사법(북아일랜드)를 따라야 한

다. 또한 만약 상기 법률 및 1976년 회사법에 기초하여 등록법인의

총회 이전에 제출된 것이 있다면 동 서류를 수지보고서에 포함시켜

야 한다.

② 이 규칙의 제8조 (1)에 의거하여 지주회사가 사업에 관해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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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지보고서는 그룹합계를 나타내어야 한다. 단 당해 수지보고서가

본 규칙의 (2)①의 규정에 모든 면에서 합치되고 또한 지주회사 자신

의 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지주회사가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전술한 각 회사법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손익계산서에

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전술한 각 회사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등록법인 자신의 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서는 이하의 문서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다.

(a) 사업수지 총액을 보험중개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수입과 그외의

수입으로 나누어 표시한 문서

(b) 적당한 항목으로 그룹화하여 경비를 분류하는 문서

(c) 브로커보수 총액이 손익계산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계산서에 포함된 브로커보수 총액을 표시한 문서

④ 본 규칙의 (2)① 또는 (2)②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지보고서의 일

부를 구성하고 있고, 등록법인 자신의 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서가 보

험중개업 이외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업내용을 본 규칙의 (2)③에서 언급한 계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 규칙의 지주회사(hold company ) 는 1948년 회사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1960년 회사법(북아일랜드) 제

148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

제４부

부 칙

제10조 영업중인 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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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업에 관한 수지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협의회에 제출할 때, 이

규정의 부록에 기재된 양식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명세서를 완

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칙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지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신의 사업에 관한 대차대조

표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의 제1부의

양식 및 그 정의 및 지도에 따라 분석·기재되어야 한다.

제11조 (1) 이 규정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업중인 브로커 및 등록

법인이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는 수지보고서는

① 등록법인의 사업의 경우, 1948년 및 1967년 회사법에 따라, 북아

일랜드에 있어서는 1960년 및 1978년 회사법(북아일랜드)의 규정

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등록법인은 감사인에 의한 보

고서가 모든 면에서 1967년 회사법 제14조의 규정, 또는 북아일

랜드에 있어서는 1960년 및 1978년 회사법(북아일랜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는 한편,

감사인이 계산대상기간의 말일 현재의 사업상황을 대차대조표에

또한 대상기간의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진실·공정하게 나타내었

는가의 여부를 감사인의 의견으로서 그 보험브로커 또는 합자회

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보고서의 작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2) 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감사인이 이 규정에 따

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조

사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즉

(a) 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록이 보관되고 있는

가의 여부 및 未訪問 支店으로부터 감사를 위해 충분히 적절한

회답서를 수취했는가의 여부 및

(b)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회계기록 및 회답서에 따라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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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감사인이 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록

이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미방문 지점으로부터 감사를 위한 적

절한 회답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만약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가 회계기록 및 회답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

진한 경우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감사인이

그 사실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만일 감사인이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 및 설명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감사인이 그 사실을 보고서에

서술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양식에 의한 명세서에는 동 부

록의 제4부에 기재되어 있는 양식에 의한 회계사의 보고서가 포함되

어야 한다.

(4)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보고서에 서명하는 감사인

또는 회계사에게 이 규칙에 의거한 직무수행을 위해 서적, 증거서류

및 회계기록을 수시로 입수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

다. 또한 동 감사인 또는 회계사에게 이 규칙이 정한 감사인 또는 회

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설명을 영업중인 보

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에게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규칙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감사인의 보고서는 법

률의 제11조의 (4), (5) 및 (6)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사에 의해

서 작성되어야 한다.

제13조 협의회는 이 규칙의 제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절대적 자유재량에 의해 수시로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 187 -



등록법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① 기타의 또는 추가적 정보, 설명 또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

② 보고서에 서명한 감사인 또는 회계사에게 기타의 또는 추가의 정

보, 설명 또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는 것

③ 통상의 영업시간내에 협의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회계기록, 은행보

통예금통장, 가제식 은행거래계산서, 구좌명세서, 증거서류 및 기

타 협의회가 지명한 자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설명을 그 자에게 제공하는 것

제 5부

적용제외

제14조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로이드평의회에 의해 로

이드의 보험중개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을 단독 또는 합자형태로 수

행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해당사업이 로이드평의회에 의해 로이드의 보험중개사업으로 인

정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사업을 행하고 있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당장 그 사업이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부 록

註記 : 이 명세서의 제1부 제2절은 규칙의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가 준

수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되며, 또한 명세서의 잔여부분을 작

성함으로써 규칙의 제5조(2)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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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1979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규칙 )에 따라

다음의 사업에 관하여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에 제출함.

A . 이름 : ..........................................................(본문에서는 보험브로커 라 함)

(본 란에는 (a) 개인경영자의 경우에는 성과 이름

(b) 사업을 수행하는 합자회사의 이름

(c)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이름중 하나를 기재)

B. 주된사업장소 : ......................................................................................................

C. 상호 : ......................................................................................................................

(상기의 A란 이외에 사용하는 상호 또는 사업명을 기재)

D. 합자회사 또는 법인이 사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합자회원 또는

모든 임원의 이름을 下記 또는 별지에 기재한다.

Full Name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

........................................................ .........................................................

(합자회사의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번호는 동 법인 임원들의

명세가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１부

제１조 본 첨부물은 규칙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보험브로커의

최근의 감사완료 후 계산서로서, 19××년 ××월 ××일( 결산일 )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19××년 ××월 ××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손

익계산서 및 당해 계산서의 註記, 감사인의 보고서 및 필요에 따라

규칙 제9조(2)③에 의해 요구되는 계산서를 포함하고 있다.

제２조 ① 하기의 1란에 기재된 수치는 19××년 ××월 ××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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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현재의 회계기록을 바탕으로 발췌한 것으로서, 하기의 정의와

설명에 따라 당해 1란에서 분석되었다.

(注) 하기에 기재된 정의와 설명의 목적상 결산일 이란 명세서가 규칙 제

10조에 따라 제출된 경우에는 제1절에서 언급된 대차대조표의 작성일을 의

미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회계기록으로부터 수치가 발췌된 날을 의미한다.

이 명세서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경우에는 상기의 ①을 적용하지 않

는다.

② 이 명세서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경우에는, 상기의 제1절

에서 언급된 보험브로커 자신의 사업에 관한 감사 완료 후 대차대조

표에 게재된 수치는 하기의 정의와 지도에 따라 1란에서 분석되었다.

③ 1란에 표시된 금액은 2란에 재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에는 전술한 정의와 설명의 요건에 따라 2란의 수치를 수정하였다.

< 자산 >

자산항목 1란
정의 및 설명의

참조번호
2란

- 보험중개계좌로 명시된 예금계좌 및 인

가단기자산

- 보험거래관련 차변항목
관련회사
기타

￡

￡
￡

1

2 & 20
2

￡

￡
￡

합계 A ￡ 합계 H ￡

- 현금 및 당좌예금 잔고
- 예금 및 어음 - 단기
- 기타 차변항목 - 유동자산

관련회사
기타

- 상장투자증권
- 고정자산 - 사무실집기물품 및 자동차

￡
￡

￡
￡
￡
￡

3
4

5 & 20
5
6
7

￡
￡

￡
￡
￡
￡

합계 B 합계 J

합계 C(=A+B) 합계 K(=H+J)

- 190 -



자산항목 1란
정의 및 설명의

참조번호
2란

- 고정자산 - 기타
- 기타 차변항목 - 비유동자산

관련회사
기타

- 예금 및 어음 - 장기
- 비상장투자증권

관련회사
기타

￡

￡
￡
￡

￡
￡

7

5 & 20
5
-

9 & 20
9

￡

￡
￡
￡

￡
￡

합계 D ￡ 합계 L ￡

합계 E(=A+B+D) ￡ 합계 M(=H+J+L) ￡

- 상기 이외의 모든 자산 ￡ 10 N/A*

합계 F ￡

합계 G(=A+B+D+F) ￡

* 적용제외

주1) 2란의 합계 H는 규칙 제6조(8)②에서 언급된 보험거래에 관한 자산의 총

액을 표시함.

2) 2란의 합계 K는 규칙 제3조 (2)②에서 언급된 유동자산의 총액을 표시함.

3 ) 2란의 합계 M은 규칙 제4조 (2)②에서 언급된 자산가액을 표시함.

< 부채 >

부채항목 1란
정의 및 지도의

참조번호
2란

- 보험거래 관련 대변항목
관련회사
기타

- 보험중개계좌로 명시된 은행선수금

￡
￡
￡

11 & 20
11
12

￡
￡
￡

합계 N ￡ 합계 V ￡

- 은행 선급금
- 기타 유동부채

관련회사
기타

￡

￡
￡

13

14 & 20
14

￡

￡
￡

합계 P ￡ 합계 W ￡

합계 Q(=N+P) ￡ 합계 X (=V+W) ￡

- 3년이내에 지불해야 할 이연세금
- 우발채무

￡
N/A*

15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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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항목 1란
정의 및 지도의

참조번호
2란

합계 R ￡ 합계 Y ￡

합계 S(=N+P+R) ￡ 합계 Z (=V+W+Y) ￡

- 장기부채
- 이연세금 - 장기
- 자기자본 및 준비금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경영자자본, 준비금 및 유보이익

(합자회사 및 개인경영자만 해당)

￡
￡
￡

￡

17
15
18

19

N/A*

N/A*

N/A*

N/A*

합계 T ￡

합계 U(= N+P+R+T) ￡

* 적용제외

주1) 2란의 합계 V는 규칙 제6조(8)②에서 언급된 보험거래에 관한 부채 총액

을 표시함.

2) 2란의 합계 X는 규칙 제3조(2)②에서 언급된 유동부채 총액을 표시함.

3 ) 2란의 합계Z는 규칙 제4조 (2)③에서 언급된 부채액을 표시함.

제３조 상기 2의 2란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하기의 자산은 이하에 금

액을 한도로 하여, 고정부담, 선취특권 또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또는 사업에 대한 변동부담 이 설정되어 있다.

자산의 종류
전술한 2란의 금액에

포함된 자산가액
부담의 한도액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한다.

* 부담, 선취특권 또는 저당권을 상기란에 모두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별

지에 기재한다.

제４조 상기 2의 2란에는 보험거래에 관한 차변항목이 포함되며, 그 차

변항목이 계산일 현재 상기 1에서 언급된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 계

상일로부터 9개월이상 미정산된 경우, 당해 차변항목의 합계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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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

제５조 상기 1에서 언급된 기간동안 규칙 제6조(7)의 규정에 따라 보험

중개계좌에서 대출, 당좌대월 또는 기타의 수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선수금을 인가은행으로부터 받았다.

기 간
형태(대출, 당좌대월

등) 및 목적
최대 선급금액 담보의 명세

∼ ....................... ......................... ........................

제 1부의 제 2절에 적 용되는 정의 및 설명

注1) 각 정의와 설명에는 그것에 포함될 자산 또는 부채가 예시되고 있

다. 그것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각 항목에 포함되

는 자산 또는 부채를 한정한 것은 아니다.

注2) 어떤 자산이 부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은 당해부

담에 의한 담보채무를 공제함이 없이 부록의 제1부 제2절의 자산

항목하에 기재되어야 한다. 채무는 하기의 정의와 지도에 따라 부록

의 제1부 제2절에 각 부채의 적절한 항목하에 기재되어야 한다.

참조번호

1. 보험중개 라고 명시된 은행계좌 및 인가단기자산이란,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이 인가단기자산은 환금가능가액으

로 2란에 재표시되며,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장가액의 中

間値(mid- market value)를 환금가능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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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거래 관련 차변항목이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기재된 보험중

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보험거래에 관련하여 모든 채무자가 부

담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합작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관련회

사(하기 No.20 참조)에 관한 것과 기타의 者에 관한 것을 구분한다.

이 채무는 적절한 대손충당금과 할인, 리베이트 또는 당해 채무로부터

공제해야 할 기타의 충당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2란에 재표시한

다. 그러나 계산일에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계상되어 9개월 이상

미정산된 금액은 보험브로커가 당해 금액의 회수를 확신하지 않는 한

2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그러한 차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제1부의 제4절에서 요구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채무액의 총액을

나타내어야 한다.

3. 현금 및 당좌예금잔고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그 명칭으로 기록

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당좌차월 뿐만 아니

라 보험중개계좌 로 명시되지 않는 당좌예금도 포함된다.

4. 예금 및 어음- 단기 란,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예금

및 어음으로서 보험중개계좌 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보통

예금계좌, 예금증서(bank deposit receipt s ),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영

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주택금융조합에 대한 예금 및

계좌를 포함한다. 계산일 현재 이들의 환금가능가액을 2란에 재표시한

다.

5. 기타 차변항목이란, 보험브로커의 수취계정이 된 기타의 모든 금액으

로서, 선급금( 보험거래 관련 차변항목 의 항목에 포함되는 보험거래

에 관한 채권을 제외)을 포함한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계상되어 있

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합자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관련회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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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참조)에 관한 것과 기타의 者에 관한 것을 구분한다. 이 차변항

목은 계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불기한이 도래하는 것(유동자산이

라 함)과 기타의 모든 금액(비유동자산이라 함)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후의 금액으로 2란에 재표시된다.

6. 상장투자증권이란, 공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투자증권으

로서, 보험중개계좌 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계산일 현재의

그 시장가액의 中間値를 2란에 재표시한다.

7. 고정자산- 사무실 집기비품 및 자동차 란, 그러한 자산 등을 의미하며,

기타 고정자산이란, 기타의 모든 고정자산을 의미하지만, 무형자산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자산은 모두 다음의 2개의 가액중

보험브로커가 선택한 가액에 따라 2란에 재표시한다.

(a) 1란에 기재된 가액. 단 당해 가액이 하기의 (b)에 의해 계산된 가

액을 상회하지 않아야 함.

(b) 환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한 후의 환금가능가액의 추

정액

만일 2란에 재표시된 금액이 현금화되고 그에 따라 납세채무가 발생

한다면, 당해 납세채무는 기타의 항목에서 충당되지 않는다면 우발채

무에 포함시킨다.(하기의 No.16참조)

8. 예금 및 어음- 장기 란, 계산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후에 현금화되

는 예금 및 어음으로서, 보험중개계좌 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을 말하

며, 보통예금계좌,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영국의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주택금융조합의 예금 및 계좌를 포함한다. 계

산일 현재의 이 환금가능액은 2란에 재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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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장투자증권은 법인(합자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관련회사(하기

No.20 참조)에 관한 것과 기타의 者에 관한 것을 구분하여, 계산일

현재 임원 또는 파트너 또는 경영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2란에 재표시

된다. (보험거래에 관하여 관련회사로부터 수취 또는 지불한 금액 및

그 이외에 관련회사로부터 수취 또는 지불한 금액은 적당한 제목하에

기재한다.)

10. 상기 이외의 모든 자산이란, 기타항목에 계상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모든 자산을 말하며, 개별적으로 명기하며, 영업권, 미상

각 창업비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는 2란에 기재

하지 아니한다.

11. 보험거래관련 대변항목이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계상된 보험중

개사업에 관련한 모든 종류의 보험거래에 관하여 해당금액의 지불기

일에 상관없이 모든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합자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관련회사(하기 No.20 참조)에 관한

것과 기타의 자에 관한 것을 구분한다.

12. 보험중개계좌 로 명시된 은행선수금이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13. 은행선수금이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중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으로 계상된 금액으로서 은행차입금을 포함하며, 보험중개계좌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

는 것을 의미한다.(계산일로부터 36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은행차입금은 장기부채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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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동부채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브로

커의 채무부담액으로서, 미지급경비, 세금 및 배당(단 당해채무가 보

험거래 관련 대변항목 의 항목에 포함되는 채무액은 제외)를 포함하

며, 계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

다. 법인(합자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관련회사(하기 No.20 참조)에 관

한 것과 기타의 자에 관한 것을 구분한다. 개인경영자 및 합자회사의

경우, 기타 유동부채에 합자회원 또는 경영자의 납세충당금을 하기의

(a), (b )중 큰 금액으로 하여 2란에 재표시한다.

(a) 계산일 이전에 종료한 모든 과세년도 및 계산일이 속하는 과세년

도의 기경과기간 동안의 미지급 금액에 대해 기본세율 및 그것보

다 높은 세율(또는 적정한 추정세율)로 계산된 소득세 합계액, 또

는

(b) 만일 보험브로커가 계산일에 사업을 중단해 버릴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세율 및 그 보다 높은 세율(또는 적정한 추정세율)로 계

산된 소득세 합계액

15. 3년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이연세금 : 이 항목에는 보험브로커

의 회계기록에서 충당해 온 금액 중에서 계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에 지급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충당된 이

연세금 중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이연세금- 장기 항목에 포함된다.

16.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 :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한 후에 보험

브로커가 당해채무의 적절한 총액을 (따로 충당하지 않은 경우) 수량

화하여 우발채무로 하여 2란에 포함시킨다. 이 적절한 총액은 계산일

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보험브로커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충당하

지는 않은 무형자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 임차계약에 기초한 보전의

무위반금, 계약 또는 보증에 기초한 채무, 변제조건부로 수취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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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에 환입을 요하는 브로커보수, 1975년 보험계약자보호법에 의

해 설립된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환입을 요하는 브로

커보수 및 2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

는 모든 우발납세채무 총액 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하다. 이

금액은 1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7. 장기채무(long term liabilities )란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상 보험브로

커가 부담하는 채무액(단 당해채무가 보험거래에 관한 대변항목 의

항목에 포함된 보험거래에 관한 채무액은 제외)으로 기록된 금액중에

서 계산일로부터 3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

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2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8. 자기자본 및 준비금(법인에만 해당)은 2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 경영자자본, 준비금 및 유보이익(합자회사 및 개인경영자만 해당)은 2

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상기 No.14에서 요구되고 있는 납세충당금

은 여기에 포함된다.

20. 이 정의와 지도에서 관련회사 라는 표현(법인에만 해당)은 등록법인

의 모든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말하며,

자회사 및 지주회사 라는 의미는 1948년 회사법 154조의 규정 또

는 북아일랜드에 있어서는 1960년 회사법(북아일랜드) 148조의 규정

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관련회사에는 관계자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

를 포함하며, 여기서 지배 및 관계 라는 표현은 각각 1970년 소득

세법 302조 및 533조의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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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부 질문서

제2부는 규칙 제5조 (2)에 따라 보험브로커가 완성시켜야 한다.

제1조 직전 회계기간에 몇개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하였는가?

(10개사 이상의 경우에는 10사 이상 이라고 기재)

..........................................................................

제2조 직전 회계기간에 보험부보를 통해 1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브로

커보수중 최대의 것은 전체의 몇 %를 점하는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15%이하 라고 기재)

.......................................................................

제3조 1의 답이 4이하의 경우 또는 2의 답이 35% 이상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사업이 특정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 이

유를 이하(또는 별지)에 기재

..........................................................................................................................................

..........................................................................................................................................

..........................................................................................................................................

..........................................................................................................................................

.......................................................

지시서

질문 1 및 2의 목적상 직전 회계연도 라 함은 1979년 보험브로커등록협

의회(회계 및 사업요건)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수지보고서의 작성대상기간

을 의미하며, 동 수지보고서는 이 질문서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명세서에

첨부된다. 질문 2에서 언급된 브로커보수는 수지보고서에 표시된 또는 포

함된 보험브로커 자신의 사업의 브로커보수이다. 브로커보수 란 보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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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보수를 의미한다.

제 3부 보험브로커에 의 한 또는 보험브로커 를 대표하는 증명

규칙 제10조에 따라 보험브로커는 이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하의 문언을

증명하여야 한다.

* 개인경영자의 경우

* 보험브로커로서 본인 .............은 본인이 알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여

기에 이하의 것을 증명합니다.

* 합자회사의 경우

* 합자회사로 보험브로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모든

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는 본인 ..................은 그러한 모든

자가 알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그러한 자를 대표하여 여기에 이하의

것을 증명합니다.

* 법인의 경우

* 등록보험브로커로서 그리고 보험브로커의 임원으로서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본인.................은 본인이 알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보험브로커

를 대표하여 여기에 이하의 것을 증명합니다.

(1) 이 명세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것임

(2) 1979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이 이 명세서의 제1부의 제1절에서 언급되

고 있는 기간동안 항상 준수되었음(단, 협의회에 서면으로 開示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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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게재되기 이전의 기간은 제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의 표시된 부분은 삭제)

이 명세서가 규칙 10조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브로커

는 이하의 문언을 증명하여야 한다.

* 개인경영자의 경우

* 보험브로커인 본인 .............는 본인이 알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여기

에 이하의 것을 증명합니다.

* 합자회사의 경우

* 합자회사로 보험브로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모든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는 본인 ..................은 그러한

모든 자가 알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그러한 자를 대표하여 여기에 이

하의 것을 증명합니다.

* 법인의 경우

* 등록보험브로커로서 그리고 보험브로커의 임원으로서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본인.................은 본인이 알고 믿고 있는 한도내에서 보험브로커

를 대표하여 여기에 이하의 것을 증명합니다.

(1) 이 명세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것임

(2) 협의회에 서면으로 開示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 보험브로커등

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이 이 명세서의 제1부의 제2절①에서 언급된 계산일 및 등록일(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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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과 동 규칙의 제8조에 의거 협의회에 제출된 최후의 수지보고서

가 작성된 날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산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항상

준수되었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의 표시된 부분은 삭제)

날짜 ........................................ 서명 .........................................

제４부 회계사의 보 고서

동 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를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에 발송

함.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11조 (4), (5) 및 (6)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명세서가 1979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의 제

10조에 의거하여 제출될 때, 회계사는 이하의 문언을 통해 보고한다.(모

든 제한 또는 유보는 별도 첨부된 letter에 기재한다.)

제１조 본인/ 우리는 이 명세서의 제1부 제1절에서 언급된 19××년 ×

×월 ××일에 종료하는 기간동안의 (보험브로커명)의 회계기록을 정

산하였다.

제２조 본인/ 우리의 의견으로서는

(a) 이 보고서의 제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간에 있어서 1979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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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

(b) 이 명세서의 제1부 제2절의 1란에 기재된 금액은 감사 완료된 대

차대조표로부터 발췌하였으며 제1부 제2절에 적용되는 정의와 설

명에 따라 분석되었다.

(c) 전기의 제1부 제2절의 2란에 기재된 금액은 전기의 정의와 설명

에 따라 기재되었다.

(d) 이 명세서의 제1부 제3절, 제4절 및 제5절과 함께 제2부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된 정보는 공정하게 기술되었다.

제３조 본인/ 우리는 이 보고서의 제1절에 언급된 기간동안 보관해 온

각 보험중개계좌 및 1979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제6조의 (9) ①에서 정의되어 이 보고서의 제1절에 언급된 기간

동안 보관해 온 각 인가단기자산에 관해 1979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

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제6조 (2) 또는 (6)⑤에 따라 인가은행 또

는 면허기관이 발행한 서면 승인서를 검사하였다. 또한 그러한 승인

서의 조건이 각 보험중개계좌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1절에 언급

된 기간중, 인가단기자산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1절에 언급된 기

간 중에서 당해 인가단기자산이 보관되어 온 기간 중, 각각 유효했다

는 확인을 당해 인가은행 또는 면허기관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이 명세서가 1979년 브로커등록협의회(회계 및 사업요건) 규칙 제10조에

따르지 않고 작성·제출된 경우, 회계사는 이하의 문언을 통하여 보고한

다(모든 한정 또는 유보는 별도 첨부된 보고서에 기재한다.).

제１조 본인/ 우리는 이 명세서의 제1부의 제2절에 기재된 (보험브로커명

)의 19××년 ××월 ××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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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조 본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전기 명세서의 제1부 제2절의 1란에 기

재된 금액은 당해일의 보험브로커의 회계기록으로부터 발췌되어 제1

부 제2절에 적용되는 정의와 설명에 따라 분석되어 2란에 재표시되

었다.

제３조 본인/ 우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전기 명세서의 제1부 제2절의

2란에 기재된 현금, 은행잔고, 투자 및 고정자산이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인/우리는 차변항목으로 기재된 금액에 대해 감사는

하지 않았으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제４조 본인/우리는 전기 명세서의 제1부 제2절의 1란 및 2란에 포함되

었으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자산 및 부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브로커와 의논하고 적절한 조회를 한 결과, 전기의 명

세서의 제1부 제2절의 수치는 본인/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및 설명과

일치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서명 ...................................... 날짜 ............................................

주소 및 성명 :

.................................................................................................................................

..................................................................................................................................

注) 협의회는 상기에 서명한 회계사에게 명세서의 수령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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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7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 (배상책임보 험 및

교부 금제도 )규칙승인명령

(S .I . 1987 N o . 14 96 )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개정된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 제27조

(1) 및 제28조 (1)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이 1987년 8월 20일부로 제정

제１조 본 명령은 1987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배상책임보험 및 교부

금제도)규칙승인명령이라 하며 1987년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제２조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138조 (3)에 의

해 개정된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 제12조에 의거한 권한을 행

사하여 작성한 1987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배상책임보험 및 교부

금제도) 규칙은 본 명령의 부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의하여

승인된다.

제３조 1979년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배상책임보험 및 교부금제도)규칙승

인명령은 이에 의하여 다음의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폐지된다.

(a)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上記 승인명령의 부속서에서 정

하였던 규칙의 위반 또는 준수의무불이행에 관하여 1977년 보험

브로커(등록)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의뢰

된 심리 ;

(b)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상기규칙의 제3부에 의거하여 행해진

신청 ;

(c)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이 규칙에 따라서 부보하고 동

시에 1987년 10월 1일 직전에 유효하였던 보험증권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로운 보험증권으로 대체되기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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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규칙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보험증권을 소지한다라는 上

記 규칙의 제3조 (1)에 의해서 부과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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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987년 보험브로 커등록협의회 (배상책임 보험 및 교부금제도 )규칙

등록브로커협의회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138조 (3)에서 개정된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률 제12조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여 여기에서 이하의

규칙을 작성한다.

제 1부 서 문

제１조 (1) 이 규칙은 1987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배상책임보험 및

교부금제도)규칙이라 한다.

(2)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이 규칙의

발생직전에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규

칙 제3조(1), (2), (3) 및 (7)은 이 규칙이 발효된 후에 1979년 보

험브로커 등록협의회(배상책임보험 및 교부금제도) 규칙에 따라

부보되고 있는 보험증권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로운 증권으로 대

체되든지 이중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3) 1979년의 해당규칙의 제3조 (1)에 따라 부보된 현존하는 보험증

권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로운 보험증권으로 대체되든지 이중 어

느 한 경우가 발생하기까지는 규칙 제3조 (4) 및 (5), 제4조 (1)

및 (2), 제5조는 현존하는 보험증권과 해당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의 사업에 관하여 마치

이 규칙 또는 규칙중의 특정규정에 대한 언급은 전술한 1979년

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취지의 규칙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과 같이 적용되고 동시에 효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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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조 (1) 이 규칙에 있어서는 문맥상 별단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률 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을 의미한다.

신청자 는 규칙 제7조 (1)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브로커보수 는 보험중개사업(insurance broking business ) 및 관련

투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를 말한다;

사업 은 보험중개사업 또는 기타사업중 보험중개부분을 의미하며,

관련투자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부금 및 교부금제도 는 규칙 제6조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

는다.

교부금수령자 는 규칙 제16조 (4)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교부금기금 은 규칙 제9조 (2)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피보험자 , 보험자 및 보험증권 은 이 규칙의 제2부의 목적상, 규

칙 제3조 (1)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부과금 및 부과일 은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최대부과금 은 규칙 제11조 (1)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파트너(partner ) 에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며, 전직 파트너(former partner ) 는 이에 준하여 해석한다;

등록주소 는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게재된 법인에 관한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기입된 주소를 말한다.

실제부과금합계액 및 최대부과금합계액 은 규칙 제11조 (2)에 의

하여 각각 규정된 의미를 말한다;

사용인 에는 규칙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목적 이외에는, 영업

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게재된 법인이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

44조상의 책임을 인수하고 있는 지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전직 사용

인(former employee) 은 이에 준하여 해석한다;

관련투자사업 은 투자사업운영규칙(Conduct of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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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ules ) 제2조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투자사업운영규칙(Conduct of Investment Business Rules ) 은 1988

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투자사업운영)규칙을 말한다.

(2) 이 규칙의 목적상 문맥에 의하여 별단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

는 한, 합자회사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그 모든 파트

너에 의하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영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자회사의 사용인 또는 전직 사용인은 그 공동 또는 개별적인 모든

파트너의 사용인 또는 전직 사용인으로 간주된다.

(3) 이규칙 제10조 및 12조의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44조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단,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파트너로 되어 있는 합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 2부

직업상의 배상책 임보험

제３조 (1)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게재된 법인은 영위하는 각각의 사

업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따라 인가보험자(보험자)에게 보험을 부보

하고 이를 소지하여야 한다. 당해 보험증권은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그 사업이 합자회사으로 영위되고 있는 또는 영위된

경우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등록법인 및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합자회사으로 영위한 전직

파트너(어느 경우에도 피보험자 )를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사용인 또는 전직 사용인이 입는, 본 규칙에 명기된 종류의

민사상 책임에 관한 배상청구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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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보험증권은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ⅰ) 본규칙 전항 규정의 일반성을 저해함이 없이 보험증권은 피보험

자를 다음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A ) 피보험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下記에 의한 배상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a) 태만행위, 과실 또는 不作爲에 의한 직업상의 의무위반

(b )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사용인 또는 전직사용인 및 사업

이 합자회사로 영위되고 있거나 영위된 경우는 피보험

자의 파트너 또는 전직파트너가 사업의 수행시에 저지

른 명예훼손, 비방 또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중상

(defamation )

(c) 피보험자의 사용인 또는 전직사용인이 사업의 수행시에

저지르거나 행한 부정행위, 사기적 행위 또는 不作爲

(B)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사항에 대한 배상청구

(a ) 피보험자의 사용인 또는 전직사용인의 부정행위 또는 사

기적 행위 또는 不作爲의 결과,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책

임을 지게되는 금전 또는 기타재물의 손실

(b ) 문서의 분실에 의하여 발생한 법적책임 및 해당문서를

교체 또는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아래사항을 전제로 한다.

(aa) 보험증권은 모든 부정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거나 저지른 모든 자에 대해서 그 책

임의 면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bb ) 본 규칙의 제2항 (i)의 (A ) (c) 및 제2항 (i)의 (B)

(a )의 목적에서는 사용인 에는 법인의 임원(단, 그

자에 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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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44조상의 책임을

인수하고 있는 지정대리인인 법인의 임원은 제외

한다)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전직사용인은

이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ii) 보험증권은 증권발급시 또는 변경일에 있어서 다음중 큰 금액을

보상의 최저한도액으로 하여야 한다. 각각의 변경일은 협의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얻어지지 않는 한 개시일 또는 전회의

변경일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상금액은 아래 (A ), (B)중 큰 금액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

상의 최저한도액은 5,000,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다.

(A ) (a ) 250,000 파운드 또는

(b ) 보험증권의 개시시 또는 변경에 선행하여 종료하는 최근

회계기간(last accounting period)에 있어서 사업의 브로

커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단, 다음을 전제로 한다.

(aa) 어느 경우에서도 보상의 최저한도액은 5,000,000파

운드를 초과하지 않는다.

(bb ) 250,000파운드의 최저금액은 동일사건으로부터 발

생하는 모든 배상청구 또는 일련의 배상청구에 대

하여 항상 적용된다.

(B) (a) 500,000파운드 또는

(b ) 보험증권의 개시시 또는 변경에 선행하여 종료하는 최근

회계기간에 있어서 사업의 브로커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iii) 어떠한 보험증권도 서면에 의한 협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

는 한, 금액에 있어서 이 규칙의 제(2)항 (ii) (A ) 또는 (B)에 의

하여 요구되는 보상의 최저한도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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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제액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ⅳ) 보험증권은 해당 보상청구를 야기시킨 과실, 태만, 행위(act ), 사

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동안에 최초

로 행해진 또는 보고된 모든 배상청구에 관하여 본규칙의 제(2)

항 (i), (ii), (iii)에 의하여 요구되는 배상액전액을 피보험자에 대

하여 담보하여야 한다.

(v ) 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등록 또는 등록때에, 단독 또는 합자회

사의 형태로 영위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에 대

한 배상청구 또는 피보험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ⅵ) 보험증권에는 본 보험증권은 1987년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배

상책임 및 교부금제도)규칙에 따라서 부보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 (i) 본규칙 제(2)항 (ii)은

(a ) 보험증권의 개시시 또는 변경에 선행하여 종료하는 최근회계

기간(last accounting period)에 있어서 사업의 브로커보수 는 법률의 제2

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작성되고, 협의회에 대하여 제출된

사업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에 개시되거나 또는 포함되어 있는 브로커보

수를 말한다. 등록 또는 게재시에 그와 같은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동

시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또는 게재를 위한 신청시에 협

의회에 대하여 제출된 사업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에 공시되거나 또는 포

함되어 있는 브로커보수를 말한다.

(b ) 그와 같은 보고서에 의하여 커버되는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

거나 또는 미만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고서에 공시되거나 또는 포함되

어 있는 브로커보수는 12개월의 기간에 맞게 계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ii) 본규칙의 제(2)항 (iv )의 목적에는 보험기간동안에 최초로 행해

지거나 보고된 모든 배상청구 에는 그와 같은 배상청구를 야기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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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건이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보험기

간 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보고된 배상청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a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서면에 의하여 협의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i) 보험증권의 유효기간중에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무효 또는 해

약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보고한 경우

(ii) 보험증권이 변경되지 않거나 해약되고, 이 규칙의 규정에 따

른 타보험증권이 이전 보험증권의 기간만료 또는 해약된 날부터 부보되

지 않았던 경우

(iii) 보험증권의 유효기간중 계약조항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보

험증권이 이 규칙의 규정에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iv ) 보험증권에 의거한 보상청구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거부의

도를 통고한 경우

(v ) 보험자가 보험증권이 변경되지 않거나 그 보험증권이 이 규

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에서는 갱신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vi) 보험기간의 유효기간중에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리스크 또는 이에 관련한 조건 또는 계약조항이 변경된 경우

(b ) 다음사항을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i) 피보험자에 의한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

(ii) 후에 피보험자에 의한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야기할

지도 모르는 것을 피보험자가 깨닫고 있는 상황 또는 사건

(c) 보험증권의 계약조항 및 조건에 항상 따라야 한다.

(5) 보험자는 언제라도 협의회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i) 본규칙의 요건에 관련한 보험증권의 모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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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증권이 유효한가의 여부 또는 무효가 되었는지, 해약되었는

지, 만기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증권에 관한 여타의 모든

정보

(iii) 보험증권이 만기 또는 갱신되었는 지의 여부, 보험자가 보험증

권을 무효화했거나 또는 해약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지의 여부

(iv )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의거한 청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보상하

는 것을 거부하는 의도의 통지

(v ) 보험증권이 이 규칙의 요건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보험자의

견해

(6) 협의회는 어느 때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전술한 사항의 일반성을 저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증권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

보를 공시할 권한을 가진다.

(i) 피보험자에 의한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명세

(ii) 차후에 피보험자에 의한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야기시킬지

모른다는 점을 협의회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 또는 사건

(iii) 보험증권이 유효, 무효, 해약, 만기도래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

증권에 관련된 기타의 모든 정보

(7) 본규칙의 목적에 따라 피보험자 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a) 피보험자의 재산대리인 또는 개인적 대리인, 또는 파산의 경우에

는 관재인 또는 양수인

(b)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구성원에 추가하여 합자회사 자체

제4조 (1) 이 규칙 제3조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협의회에 입증하기 위

하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관하여 보험증권, 갱신영수증, 커버노트(cover note) 및 협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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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기타 서면에 의한 증거를

협의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등록 또는 게재되거나 또는 사업을 개시한지 14일 이내

(b) 보험증권의 갱신일 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2)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요

구된 지 14일 이내에 모든 점에서 이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보험

증권이 각각의 사업에 관하여 완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협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관

련되는 보험증권에 관한 커버노트(cover note), 갱신영수증 또는 영업중

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서명하거나 발행한 기타 증거서류의 제

출에는 보험자 또는 로이드브로커로부터의 보험증권에 의거한 보험료지

불에 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4) 본 규칙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증거가 영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제출하는 그와 같은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증거에는 본규칙의 제(5)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정

확한 해석이라는 점을 증명한 영문번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본 규칙의 목적에 따라 문서 또는 서면증거의 영역본은 다음 방법

으로 정확한 번역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a ) 번역이 영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ⅰ) 영국 내에서의 공증인

(ⅱ) 변호사(번역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진 경우),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의 최고법원(잉글랜드 또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북아일랜드의 최고법원(북아일랜드에서 행하여진 경우)의 변호사

(ⅲ) 위에서 기술한 자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증거를 영

역할 능력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고 증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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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번역이 영국 외에서 행하여진 경우

(ⅰ) 공증인

(ⅱ) 번역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iii) 1889년 선서공술관리법(Commissioners for Oaths Act 1889)

의 제6조에서 언급되어 있는 영국관리

(iv ) 본항의 副項 (i), (ii), (iii)에서 언급된 자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증거를 영역할 능력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고 증명된 자

제5조 협의회는 수시로 절대적인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제Ⅱ부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타정보 또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

(2) 기타정보 또는 추가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험업자(insurer )에게 지시

하는 사항

(3) 협의회가 지명한 자에 의한 검사를 위해 통상의 영업시간 내에 협

의회가 정한 장소에서 그 회계기록, 보험증권 및 이들과 관련이 있는 모

든 서류 및 기타 필요한 문서를 제시하고, 필요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설명

제 3부

교 부금제도

제6조 이하에 정의한 자가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그

들의 사용인의 그 사업에 관련되는 과실, 사기행위, 기타 부정행위의 결

과,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그 사업에 관련하여 수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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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회계처리의 하자로써 입게된 손실을 구제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교

부금 또는 기타지불(교부금)을 할 목적으로 협의회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부금제도 를 설립하여야 한다.

단, 1980년 12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과실, 사기행위 또는 기타 부정행

위, 발생된 금전의 회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 교부금제도하에서는 교부 또는 교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교부금제도하에서는 투자사업운영규칙의 제2조에서 정의된

규칙계획의 단위(unit )에 관하여 1986년 12월 18일 이전에 행해진 관련투

자사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교부 또는 교부의 신청이 행

하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또한 이 단위에는 1986년 금융서비

스법의 제75조 (8)에서 정의된 오픈 엔디드(open - ended)형 투자회사의

주식, 증권 또는 동일범주내에 들어가는 모든 권리 및 이해관계를 포함하

여야 한다.

제7조 (1) 교부금제도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대하여 교부금의 신청자격을

지닌 자( 신청자 )는 개인, 합자회사 또는 그의 모든 회원이 개인인 법인

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단체로써

(i) 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영국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자였던 자, 그리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그들 사용인

의 해당영국보험증권과 관련한 과실, 사기행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의 결

과로써, 또는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해당영국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전의 불명확한 수지 때문에 손실을 입은자

(ii) 관련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

는 그들의 사용인의 과실, 사기행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의 결과로써 손

실을 입은 자이어야 한다.

(2) 영국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이전에 피보험자였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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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영국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언 또는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의 따라 보험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그 보험회사에 의한 영국에서의 어느 종목의

보험사업 영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증권은 항상 영국의 보험증

권이다.

(4) 본 규칙 및 이 규칙의 제8조의 피보험자(insured) 및 보험

(insurance) 이라는 표현은 assured 및 assurance 를 포함한다.

제8조 (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또한 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협의회는 그 절대적인 자유재량에 의하여 재보험증권을 제외한

영국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 또는 이전에 피보험자였던 자로, 본조에 의거

한 것 이외에 본규칙의 제7조 규정 내에서는 협의회에 대하여 교부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 중에서 협의회가 제반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자

에 대하여 이 교부금제도에 의거한 교부를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이 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그 절대적인

자유재량에 의하여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1조 (2)에 의하여 정의되는 투

자사업에 관한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그 사용인측의

과실, 사기행위, 기타 부정행위의 결과로써, 또는 해당투자사업에 관하여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수령한 금전의 수지상 불명확성의

결과로써 협의회가 제반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자가 입은 손실을 구제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교부금제도에 의거하여 교부를 할 권한을 가져

야 한다.

제9조 (1) 협의회는 수시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정해진 일시( 부과

일 )에 등록부 또는 일람표에 게재되어 있거나 또는 게재되었던 모든 영

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부과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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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가 수령한 모든 부과금은 협의회

가 이 규칙에 규정된 목적으로 위탁을 받아 협의회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금에 유입되어야 하며, 이 기금은 교부금기금 이라 한다.

(3) 협의회가 하는 모든 교부는 교부금기금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협의회는 수시로 교부금기금에 보유되

고 있는 금액이 확실히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수시로 징수가능한 최대부과금합계액의 6분의 1

(ii) 모든 상황에서 협의회가 교부금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이

용하는데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고려되는 금액중 높은 금액

제10조 (1) 이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부과하여야 하는 부과

금은 다음에 근거하여야 한다.

(i) (a)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등록법인 또는 그 지정대리인

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되어 있는 개인을 합산한 인원으로

한다.

(b ) 개인경영자인 영업중인 보험브로커의 각 사업의 경우에는 영업

하고 있는 보험브로커와 영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그

지정대리인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되어 있는 개인을 합산

한 인원으로 한다.

(c)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의하여 합자회사로 영

위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합자회사로 사업을 운영

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과 영국내에서 그와 같은 합자회사 또

는 그의 지정대리인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되고 있는 개인

을 합산한 인원으로 한다. 따라서 합자회사로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의한 각각의 사업에 관해서는 단

하나의 부과금만이 지불되어야 한다.

단, 그와 같이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각각의

- 219 -



부과금을 지불할 책임은 협의회에 대하여 공동 그리고 개별의 책임임을

전제로 한다.

(ii) 이 규칙의 제13조 (5)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

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그들의 지정대리인이 협의회에 대하여 제공한

최신의 정보에 의하여야 한다.

(2) 본규칙의 목적에 따라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의한

사업에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되어 있는 개인

은 파트타임으로 종사 또는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와

같이 종사 또는 고용되어 있는 2명으로 상근 개인 1명을 구성하는 것으

로 하며 단수는 무시한다.

제11조 (1) 협의회는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각 曆年度(calendar year )에

대해서 각각의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관하여 제공된 최

신정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역년동안에 산출된 각 사업에 관한 최

대금액( 최대부과금 )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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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0조에 따

라서 확인된 인원
최대부과금의 계산

1 ∼ 50명이하 1명당 100파운드, 최저금액 400파운드

51∼ 200명이하

다음의 합계:

(a ) 최초 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100파운드(5,000파운드);

(b ) 나머지에 대해서는 1명당 80파운드

201∼1,000명이하

다음의 합계:

(a ) 최초 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100파운드(5,000파운드);

(b ) 다음의 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80파운드 (12,000파운드);

(c ) 나머지에 대해서는 1명당 60파운드

1001∼2,000명이하

다음의 합계:

(a ) 최초 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100파운드(5,000파운드);

(b ) 다음의 1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80파운드 (12,000파운드);

(c ) 다음의 800명에 대해서는 1명당 60파운드 (48,000파운드);

(d) 나머지에 대해서는 1명당 40파운드

2,000명초과

다음의 합계:

(a ) 최초 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100파운드(5,000파운드);

(b ) 다음의 150명에 대해서는 1명당 80파운드 (12,000파운드);

(c ) 다음의 800명에 대해서는 1명당 60파운드 (48,000파운드);

(d) 다음의 1,000명에 대해서는 1명당 40파운드 (40,000파운드);

(e ) 나머지에 대해서는 1명당 20파운드

(2) 협의회가 이 규칙의 제9조에 의거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

결한 경우에는, 부과금의 대상이 되고 부과일에 있어서 등록되거나 또는

일람표(list )에 등록된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부과되어야 하

는 최대금액( 최대부과금 합계액 )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본규칙

의 (1)항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그 후에 협의회는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

에 의하여 각각의 사업에 관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실제부과금 합계액

- - - - - - - - - - - - - - - × 최대부과금

최대부과금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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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부과금 합계액 은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영업중인 보험

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부과되는 합계금액을 말한다.

(3) 최대부과금, 실제부과금합계액 및 최대부과금합계액의 계산에 관

한 이 규칙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는 영업중인 보

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관해서 어떠한 부과금에 대해서 최저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의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최저금액은 400파운

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1) (i) 이 규칙의 목적상 관련회사인 등록법인은 이 규칙의 제10

조 및 11조의 목적을 위하여, 영국에서의 모든 관련회사 및 그들의 지정

대리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고용되어 있는 개인의 합계에 준거하

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수시로 서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협의회에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관련회사가 그 방식

에 의하여 산출된 부과금을 지불할 책임은 협의회에 대한 공동 또한 개

별의 책임이어야 한다.

(ii) 본 규칙의 (1)항 (i)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례에서는 본 규칙의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되고 그 동의를 협의회에 통지한 모든 관련회

사에 관하여 이 규칙의 제13조 (5)의 규정에 의거한 성명서를 한통씩 작

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와 같은 성명서의 작성 및 제

출은 관련회사 각각의 공동 또한 개별의무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iii) 본 규칙의 제(1)항 (i) 및 (ii)의 규정은 합자회사로 운영되는 사

업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i) 개별경영자로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브로커는 이 규칙의

제10조 및 11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불하는 부과금이 영업중인 보험브

로커 및 모든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되고 있는 개인 및 영업

중인 보험브로커의 지정대리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고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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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합계에 준거한다는 점을 서면에 의하여 협의회에 통지할 수 있다.

(ii) 본 규칙 제(2)항 (i)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모든 사업에 관한 한

통의 성명서가 이 규칙의 제13조 (5)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협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각각의 합자회사의 파트너의 반수 이상이 동일인인 두 개이상의

합자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목적상 관련회사로 간주하며 본 규칙의 제(1)항의 규정이 필요

한 변경을 추가하여 이러한 모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대

하여 적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회

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4) 본 규칙에서의 관계회사 라는 표현은 등록법인의 모든 자회사 또

는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말하며, 그 경우에 자회사 및

지주회사 는 경우에 따라서 1985년 회사법의 제736조 또는 1986년 회사

(북아일랜드)명령의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 (1) 이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 협의회는

부과금이 적용되는 모든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대하여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본규칙의 제(1)항에 의거한 통지에는 다음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

다.

(ⅰ) 부과금이 부과된 상황

(ⅱ) 실제부과금합계액

(ⅲ)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의 사업의 각각에 관하여

지불되어져야하는 부과금의 금액

(3) 본 규칙의 제(1)항에 의거하여 부과금의 통지가 송부된 영업중인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통지에 명기된 금액을 통지에 명기된 지불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지불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이 그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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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는 자신이 권리를 갖는 법적구제책 또

는 명령의 집행을 침해함이 없이 해당기간의 만료로부터 지불일까지 수

시로 National Westminster Bank의 기준금리에 연이율로 4%를 가산한

이자율로 미지불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4) 이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부과금에 관하여 협의회에 귀

속되어야 하는 금액은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서도 회수할 수 있다.

(5) 협의회에 대하여 부과금의 산출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중인 보

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은 법률의 제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규칙하에서 요

금을 지불할 때에 등록담당자로부터 입수한 적절한 양식으로 성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이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통지는 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통지를 포함하는 문서는 영업중인 보험브로

커 또는 등록법인에 관하여 등록된 주소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올바른 주

소로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규칙의 제(1)항에 의거하여 송부되는 통지에서 협의회는 영업중

인 보험브로커 및 등록법인에 대해 다른 지불일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1) (i) 모든 신청자는 등록관으로부터 입수한 양식으로 통지서를

작성, 서명한 후에 협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ii) 그러한 모든 통지서는 경우에 따라서 손실 또는 손실가능성 또는

회계의 불이행이 신청자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

달되어야만 한다.

(2) 협의회는 신청자가 신청에 의한 법정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

및 협의회에 대하여 작성된 관련문서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협의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교부금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손실에 관하여

신청자가 아직 이용할 수 있다고 협의회가 생각하는 모든 민사상 구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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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추구 또는 손실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에 관한 형사소송의 제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협의회가 제도에 의거하여 교부를 하거나 또는 교부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는 본규칙의 다음항에 明記된 범주내에서 해당행위 또는

불이행에 관하여 교부가 행해지는 신청자( 교부금수령자 )의 권리 및 법

적 구제책을 대위하여야 하고, 또한 교부금수령자의 비용을 충분히 보상

한 후에 교부금지불의 전후를 불문하고 협의회의 권리를 수행할 목적으

로 협의회를 위해 교부금수령자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협의회

가 소송의 지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교부금수령자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5) 본 규칙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가 대위하는 범위는

교부금수령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교부금의 금액으로 한다.

(6) 교부금수령자는 비용의 충분한 보상을 받은 후에 영업중인 보험브

로커 또는 등록법인 또는 합자회사의 도산 또는 청산시에 입증 또는 지

불청구권을 소지한다는 보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협의회로부터 요구받고,

본규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대위권의 행사에서 협의회의 모든 타당

한 요구에 따른다는 내용의 보증서에도 서명하여야 한다.

(7) 협의회는 손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교부금원금의 인가일까지의 기

간에 관한 교부금원금의 이자에 대신하는 금액으로써 추가교부금의 신청

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또는 추가교부금에 관한 신청서의 작성, 제출

및 입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자의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도 추가교부

금의 신청을 받을수 있다.

(8) 이 규칙의 교부금은 변제기일 및 방법, 이자의 지불 및 변제에 관

한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는 협의회가 정한 제조건에 의

거하여 대부의 형태로 할 수 있어야 하며, 협의회는 어느 때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결정한 제조건에 의거하여 대부금의 전체 또는 일부

의 변제, 대부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또는 기타 조건의 집행을 중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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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9) 본 규칙의 목적에 따라 대부에 의한 교부금 은 이 규칙의 모든

다른 목적상 교부금으로 간주한다.

(10) 협의회가 신청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교부하기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는 서면으로 신청자에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11) 본 규칙에서는 문맥이 허용하는 한 신청자 또는 교부금수령자의

사망, 지불불능 또는 廢疾의 경우에 있어서 그 개인적 대리인, 도산의 경

우의 재산관리인, 양수인, 기타 대리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15조 (1) 협의회는 교부금기금(Grant Fund)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금전,

수탁자가 그에게 예탁되어 있는 신탁기금의 투자를 법률에 의해서 인정

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교부금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대출자(lender )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차입의 담보로서 교부기금의 어떠

한 투자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

(3) 다음은 교부기금의 대변에 계상되어야 한다.

(ⅰ) 이 규칙에 따라서 협의회에 지불된 모든 부과금

(ⅱ) 교부금기금 또는 그 일부분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 배

당금 및 기타수입, 원금의 증가분

(ⅲ) 교부금기금의 투자물건을 현금화함에 따른 수익

(ⅳ) 교부금기금의 목적을 위해 차입된 모든 금전

(ⅴ) 이 규칙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가

수령한 모든 금액;

(ⅵ) 교부금기금에 속하거나,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교부금기금

에 관하여 협의회가 수령한 기타 모든 금전

(ⅶ) 교부금기금에 관하여 협의회가 회수한 모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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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시로 교부금기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모든 금전 및 교부금기금

의 모든 투자물건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ⅰ) 협의회가 이 규칙의 규정에 의거한 교부의 지불

(ⅱ) 교부금기금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적용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

요금, 경비의 지불

(ⅲ) 협의회가 이 규칙의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한 보험의 보험

료 지불

(ⅳ) 교부금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협의회가 차입한 금전의 변제 및 그

와 같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불

(ⅴ) 이 규칙의 제14조 및 제18조에 의해 협의회가 부담한 모든 비용,

요금, 경비의 지불

(ⅵ)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해 교부금기금에서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기

타 금액의 지불

(ⅶ) 교부금기금에 부과된 세금의 지불

제16조 협의회는 수시로 절대적 자유재량으로 이 규칙 제3부의 목적을

위하여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에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타 추가정보의 제공

(2) 협의회가 정한 장소에서 통상의 영업시간중에 협의회가 지명한 자

에 의한 검사를 위해 회계기록, 파일, 기타 기록 및 이 규칙의 대상이 되

는 사항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의 제출,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설명

제 4부

기 타사항 (m i s c e llan e ou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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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회는 협의회가 제한없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다음 사항을 보

상하는 보험을 인가보험자와 체결할 수 있다.

(ⅰ) 협의회,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나 종전에 영업하였던 보험브

로커, 또는 등록법인이나 종전에 게재되어 있던 법인에 이 규칙의 제

3조 (1) 및 (2)에서 언급되어 있는 모든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상

청구에 대한 보상

(ⅱ) 협의회에 이 규칙에서 언급된 교부금제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지불에 대한 보상

제18조 (1)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이 규칙의 모든

또는 일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규칙의 제3부에 의거

하여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보되어 있는 보험증권하에서 보험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협의회 또

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교부금 또는 보험금의 금액에 대

해서 그 자에 의한 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또한 이에 관해

서 협의회 또는 보험자가 부담한 해당금액, 모든 비용, 요금, 경비를

회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나 등록법인의 행위 또는 不作爲

(omission )의 결과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의해 교

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회는, 또는 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보된 보험증권에서 그와 같은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관하여 보험자가 협의회에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협의회

의 동의를 얻어 교부금 또는 보험금의 형태로 지불된 금액 및 이에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비용, 요금, 경비에 관하여 그 자에 대해 소송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은 단독 또는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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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위하고 있는지는 불문하고, 로이드의 협의회에 의해 로이드의

중개(broking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이 규칙

제2부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면제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업이

로이드의 협의회에 의해 로이드의 중개사업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

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또는 등록

법인은 그와 같은 사업에 관해서 이 규칙의 해당 제2부의 요건을 준

수하는 것이 즉시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 0 보 험브로커 등록협 의회 (선거 제도 ) 승인 명령

(S .I . 198 0 N o . 6 2 )

제1조 동 명령은 1980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선거제도) 승인명령(T he

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Council Election Scheme Approval

Order 1980)라 하고 1980년 3월 1일 시효가 발효된다.

제2조 보험브로커(등록)법 1977의 부속서 2(2)(a)항에 의거하여 보험브

로커등록협의회에서 작성되고, 동 명령의 부속서에 의해서 발효한 1979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선거제도) 승인명령은 이러한 절차로 승인된다.

부속서

197 9 보 험브로커 등록협 의회 (선거 제도 ) 승인 명령

보험브로커(등록)법 1977의 부속서 2(2)(a)항에 의거하여 임무 받은 보

험브로커등록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명령를 작성함.

제 1부 서문

- 229 -



제1조 동명령는 1979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선거제도)라 한다.

제2조 - (1) 동 명령에서 별단의 표시가 없으면

동법 이라는 표현은 1977 보험브로커(등록)법을 의미하고

"county"과 "Greater London"은 각각 Local Government Act 1972

과 London Government Act 1963에서 정한 의미를 말한다.

등록주소 는 각각의 등록보험브로커의 등록부에 기록된 주소 또

는 동 명령의 제9조에 따라 등록담당원(Registrar )에게 통지된 주소를 의

미한다.

(2) 만약 서류의 복사본 또는 정보를 포함한 통지서가 아래와 같을 경

우 동 명령의 제8조, 제15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공표된다.

(a) 적어도 둘 이상의 등록보험브로커의 이해를 대표하는 기관, 적어

도 둘 이상의 보험문제에 관련된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보낼 경우

(b) 동 명령의 제8조 (2)항에 명시된 주소에서 열람을 위해 작성된

경우

(c) 요청에 따라 특정인에게 보내질 경우

(3) 동 명령에 의거하여 등록보험브로커에게 보내는 것이 인정된 필요

한 특정정보 또는 서류는 등록부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제3조 추천, 후보사퇴, 선거, 반송과 항의를 알리는 서류가 각각 그들의

조항에 명시된 날짜까지 보낸다는 동 명령의 제10조, 제13조, 제20조, 제

26항은 동 명령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각 항목에 따라 명시된 일자의

오후 5시까지 명시된 주소에 우편으로 보낼 경우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단, 각 항목에 따라 명시된 일자의 오후 5시 이후 또는 익일에 명시된

주소에 우편으로 도착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정해진 날자보다 늦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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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발송되었거나 특정일 이전에 발송되

어 접수된 서류라도 선거관리위원이 우표소인 확인을 통해 만족할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2부

전국위원과 지 역위원

제4조 등록 보험브로커를 대표하는 12명의 협의회위원들을 뽑기 위하여

(a) 동명령 5항에 명기됨 바와 같이 등록보험브로커들이 자신들의 거

주지로 등록된 선거구내의 등록보험브로커들을 대표하기 위해, 동 명령에

따라 각 6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다(이와 같은 위원를 지역위원라고

부른다).

(b) 동 명령에 따라 등록한 모든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기 위해 6명

을 뽑아야 한다(이와 같은 위원를 동 명령에서는 전국위원라고 부른다).

제5조 지역위원의 선거를 위한 6개의 선거구

(a) 북아일랜드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부 선거구(central

constituency ) ;Clwyd, Gwynedd, Powys , Cheshire, Greater Manchester ,

Hereford, Worcester , Lancashire, Merseyside, Salop, Staffordshire,

Warwickshire, West Midlands

(b) Bedfordshire, Cambridgeshire, Derbyshire, Leicester shire,

Lincolnshire, Norfolk, Northamptonshire, Nottinghamshire, Suffolk 州로

구성되는 동부(Eastern Constituency )

(c) Greater London과 United Kingdom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구성

되는 수도 선거구(Metropolitan Constituency )

(d)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부 선거구 : Clev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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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bria, Durham , Humber side, Northumberland, T yne and Wear ,

North Yorkshire, South Yorkshire, West Yorkshire

(e) Berkshire, Buckinghamshire, Essex , Herfordshire, Kent , Surrey

州로 구성되는 남동부 선거구( South Eastern Constituency )

(f) Dyfedd, Mid Glamorgan, South Glamorgan, West Glamorgan,

Gw ent , Avon, Cornwall, Devon, Dor set , Gloucestershire, Hampshire,

Isle of Wight , Oxfordshire, Somer set , East Sussex , West Sussex ,

Wilt shire 州로 구성되는 남서부 선거구( South Western Constituency )

제6조 (1) 동 법령 부속서의 2(1)항에 따라 등록보험브로커 대표로 선출

된 사람은 1981년 11월 30일부로 퇴임하여야 한다.

(2) (a) 1981년 11월 30일 이전 협의회는 1981년 12월 1일부로 동명령

32항에 의거하여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 6명의 지역위원과 6명의 전국위

원의 선거를 개최해야 한다.

(b ) 협의회는 공석으로 있는 지역위원과 전국위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동 명령에 따라 선거를 개최해야 한다.

(3) 선출된 협의회위원은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직이 박

탈된다.

(a ) 등록보험브로커를 그만두는 경우

(b ) 협의회의 동의 없이 최초 협의회 모임일로부터 연속적으로 90

일 동안 협의회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c) 파산선고를 받거나 채권자와 담합 또는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d) 관리, 행정 또는 법령의 수정과 개정에 관련한 Mental Health

Act 1959의 Part VII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4) 상술한 바와 동 명령의 (5)에 의거하여, 전국위원, 지역위원의 공

직기간은 4년이다. 단 1981년 12월 1일 부로 뽑힌 전국위원은 1983년 11

월 30일부로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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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 명령에 의거하여 당선된 협의회위원들 중에서 임기만료전 12

개월 이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동명령(24항에서 언급한 공석과 마찬가

지로)에 의거하여 즉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

공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개최해야 한다.

제 3부

선거관리위 원 (R eturn in g Off ic e r )

제7조 (1) 일정 기간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기 위해 뽑힌 협의회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퇴임일로부터 6개월 전에 협의회는 협의회위원를 계승

하여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할 사람을 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과 그의

부재 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에 선거관리위원의 임무를 대신 수행

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대리를 선임해야 한다.

(2) 협의회는 동명령 6(5)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공석(casual

vacancy )을 채우기 위해 즉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대리를 선임

해야 한다.

(3) 협의회 위원을 제외한 누구나(등록담당관도 포함)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대리인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다.

(4) 임명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대리는 자신들의 임기동안(동

명령 24항으로 개최되는 재선거도 포함됨)안에 수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공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상기인중 임기이전에 공직을 사임, 사망 또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협의회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야 한다.

제8조 (1) 일정 기간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기 위해 뽑힌 협의회 위원

의 일부 또는 전부의 퇴임 일로부터 5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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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록일을 정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

(2) 후보추천등록일을 정하고 공표하기 21일전에 선거관리위원은 지역

위원선거의 경우 등록보험브로커의 등록된 주소의 선거구에 그리고 전국

위원선거의 경우 모든 등록보험브로커들에게 명령의 부록 A, 또는 부록

B에 의거하여 모든 후보추천등록 용지가 반환될 수 있는 주소와 후보추

천등록일정이 명시된 동 명령의 부록 C, 또는 부록 D에 의거한 후보추천

등록용지을 동봉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9조 (1) 법령 8항에 의거한 규칙(rule)하에서 협의회가 수수료(fee)를

받을 때마다, 영업중인 보험브로커를 제외한 특정인은 동 명령의 의해 자

신이 보험브로커사업을 영위하는 주업무장소의 주소를 적절한 형식으로

등록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등록담당관이 신고를 받은 후 상기인은 선거의 후보추천과 입후보

와 투표를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신고한 주소가 위치하거나 또는 위치

하지 않은 선거구내에 등록주소를 보유해야 한다.

(3) 후보추천등록일이 동명령 8(1)항에 따라 공표된 후 동 명령에 의거

한 선거기간동안 폐기신고는 동 선거의 종료시점까지 유효하지 않다.

제 4부

후보 추천등록 (N om in ation s )

제10조 (1) (a) 지역위원으로 출마할 선거후보는 동명령 5항에 명시된 선

거구중 한 선거구에 추천되어야 한다.

(b) 상기 지역위원은 자신의 출마할 선거구로 거주지가 등록된 6명

이상의 등록보험브로커의 서명으로 추천된다.

(2) 전국위원로서 출마할 선거후보는 6명 이상의 등록보험브로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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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으로 추천된다.

(3) 후보추천은 동 명령의 부록 C와 부록 D에서의 적절한 양식과

추천인의 사인을 동봉하여 후보추천 마감일까지 보낼 때만 유효하다.

(4) 후보추천은 한가지 이상의 양식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양

식에는 후보자 자신을 증명하고 후보자로써의 출마할 의지와 자격을 확

인하는 후보자의 사인이 들어 있는 증명서(statement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 (1) 등록보험브로커는 지역위원의 선거시 자신의 등록주소가 소속

된 선거구의 한 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지만, 전국위원의 선거시에는 선

거에 입후보할 다수의 전국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수 후보자들을 추천할

수 있다.

(2) 만일 등록보험브로커가 그가 추천할 수 있는 이상으로 후보자들을

추천한다면, 선거관리위원이 처음으로 받은 양식만이 유효하고, 등록보험

브로커가 다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면 그가 선거관리위원회이 받아

유효한 수의 후보추천이 포함되어 있는 처음의 양식이 유효하다. 2개 이

상의 양식이 동 명령 8(2)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에게 명시된 주소로

동시에 도착하면 이 양식들은 동 항의 소조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

이 받아 보게 되는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등록보험브로커이고,

동 명령 8(1)항에 의거하여 고정되고 공표된 후보추천일이 끝나는 시점부

터 5년 이내에 파산하거나 채권자와 담합 또는 사전계약이 없다고 판단

되는 사람만이 추천될 수 있다

단 지역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그의 등록 주소가 속한 선거

구에만 추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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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후보자는 자신이 서명한 사퇴통지서를 후보추천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이 보내면 입후보가 취소되고, 이 경우 상기후보자의 추천은 동명령

제4부와 제5부에 의거하여 무시되어진다.

제 5부 선 거 (E le ct ion s )

제14조 동 명령에서 허용되는 후보자 추천기간이 만료된 후

(a) 만약 궐석인원보다 적은 후보자가 추천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들의 당선을 선언해야 한다.

(b) 만약 특정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되거나, 다수의 후보자

가 전국위원선거에 추천된다면 선거관리위원은 투표를 개최해야 한다.

제15조 (1) 투표가 요구되어지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일을 정하고 다음

을 공표해야한다:

(a) 선거일, 선거일은 선거공표일로부터 적어도 21일 후이고 협의회

관련위원 퇴임 예정일 이전이어야 한다.

(b) 모든 후보자의 이름, 그리고 지역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자의 등

록 주소(등록주소가 다를 경우, 등록부에 기록된 주소)

(c) 각 후보자들을 추천한 등록보험브로커의 이름과 다음 소조항의

항목들, 그리고 지역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를 추천한 등록보험브로커의

등록주소

(d) 각 후보자들과 추천한 사람들의 아래의 항목들

(ⅰ) 상기인이 임원으로 있는 모든 등록법인회사명

(ⅱ) 상기인이 단독 또는 합작의 일원으로 보험브로커 업무를 수행

하는 모든 사업의 명칭

(ⅲ) 상기인이 고용 또는 업무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등록법인명

(iv ) 만약 상기인이 등록보험브로커에 의해 보험브로커로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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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계하고 있거나 등록보험브로커의 합작선의 명칭 및 그러한 사업

을 수행하는 기타 사업의 명칭

(2) 특정 후보자가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면 선거관리위원은 입후

보와 관련하여 공표될 6명의 추천인을 정하기 위해 상기 후보자를 초대

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이 상기 후보자로부터 4일 내에 6명의 추천결정에

대해 통보 받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와 관련하여 받은 순서

로 6명의 추천인을 공표하고 한 양식 안에 6명 이상의 추천자가 있을 경

우 그 양식 안에서 추천 받은 순서에 따라 공표 한다.

(4) 상술한 소조항에 의거하여 추천을 선거관리위원이 받은 시간의

순서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동 명령의 11(2)항의 항목도 적용되야한다.

(5)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에게 동 명령의 복사본을 보내야 하며, 동

명령의 17, 25, 26, 27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항은 선거관리위원

이 행하는 공표, 선거비용 제약, 후보자의 당선을 알리는 공식발표, 선거

운동의 제약에 관련된 것이다.

제16조 (1) 지역위원의 선거시 자신의 등록주소가 등록주소의 선거구에

있는 모든 등록보험브로커는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2) 한명 또는 다수의 전국위원을 뽑는 선거의 경우, 모든 등록보험

브로커 공석의 수만큼 투표할 수 있다.

제 6부 투표 (Con du c t of P oll s )

제17조 (1) 투표를 개최해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추천일 이후 7

일 이내에 후보자의 나이, 자격, 경력, 그리고 300자 이내로 작성한 선거

연설문을 제공하기 위해 각 후보자를 초대해야 한다.

(2) 동 항의 항목에 의거하여 상기 연설문은 협의회의 비용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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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야하며 투표권이 있는 모든 등록보험브로커에게 동 명령 19항에서 기

술된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보낸다.

(3) 동 항에서 명시된 연설문보다 긴 연설문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의

견이 내포되어 있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스캔들, 거짓말이 포

함된 연설문을 선거관리위원에게 발행을 요구하지 못한다.

(4) 상기 연설문을 제공하는 모든 후보자는 아래의 내용에 동의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a )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연설문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의 판단은 결정적이다.

(b )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대리, 협의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연설문 발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초래되는 배상책임을 보증한다.

제18조 (1) 투표가 개최되어지면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 후보자와 추

천자 명부, 안봉투 및 겉봉투와 함께 확인증(Declaration of Identity )을

준비해야 한다.

(2) 겉봉투에는 동 명령의 8(2)항에 의해 주소가 선거관리위원 앞으

로 되어 있다.

(3) 확인증은 동 명령의 부록 E와 같은 양식으로 한다.

(4) 지역선거의 투표시 투표용지는 동 명령의 부록 F와 같은 양식으

로 하며 후보자와 추천자의 명부는 동 명령의 부록 G와 같은 양식으로

한다. 그리고 전국선거의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는 동 명령의 부록 H와

같은 양식으로 하며 후보자와 추천자의 명부는 동 명령의 부록 I와 같은

양식으로 한다.

제19조 (1) 늦어도 투표일 8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자격이 있는 등

록보험브로커(그러나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식을 선거관리위원에 알

린 등록보험브로커에는 보내지 않음)에게 투표용지, 후보자와 추천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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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봉투와 겉봉투 및 동 명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연설문과

함께 확인증을 보내야 한다.

(2)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등록보험브로커는 투표용지, 후보자와 추

천자 명부, 안봉투와 겉봉투 등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투표는 동 명령에

서 정한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보낸 투표용지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단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일 이전에 부주의로 손상된 투표용지

는 교체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는 아래와 같이 치러진다.

(a) 유권자는 지침에 따라 투표에 대한 결정을 투표용지에 기록해야

한다.

(b)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안봉투에 넣고 어떤 표시도 없이 안봉투를

붙인 다음 확인증을 첨부하여 마친 후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안봉투와

확인증을 겉봉투에 넣는다.

(c) 유권자는 내용물을 포함한 안봉투를 그 봉투에 명시된 주소로 투

표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해야 한다.

제21조 (1) 투표일이 지난 후 즉시 선거관리위원은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선거관리위원은 겉봉투 안에 있는 확인증의 검사를 통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b) 확인증의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은 안봉투의 개봉 또는 표시없이

겉봉투에서 안봉투를 꺼낸 다음 일정한 장소로 그것들을 모아야 한다.

(c) 선거관리위원은 안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낸다.

(d)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가린다.

(2) 본 명령의 제20조에 따라 행사할 때만 투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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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만약 특정 투표에서 둘 이상의 후보자의 득표가 같다면, 선거관리

위원은 투표결과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또는

다음으로 많이 득표한 후보자들의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제 7부

선거 결과의 발표 (D e c laration E le ct ion )

제23조 (1) 선거관리위원이 선거 결과를 발표할 때,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을 기입해야 한다.

(a) 전국위원 또는 지역위원로 당선된 각 사람의 이름, 지역위원의

경우 각각 그들이 당선된 지역

(b) 투표를 개최한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이름, 당선된 후보자와 탈

락한 후보자의 득표수

(2) 선거관리위원은 자신의 증명서(certificate)를 공표하고, 즉시 모든

후보자와 협의회의 위원에게 증명서의 복사본을 보내고 다음 협의회회의

에서 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1) (a) 추천일 후 후보자가 죽거나 자신이 추천된 공석에 대한

선거가 수행되기 전에 후보자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b) 당선된 후보자가 사망, 사임 또는 일정기간 등록보험브로커를 대

표하기 위해 뽑힌 위원가 퇴임일 이전에 협의회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c) 상술된 동 명령의 항목에 따라 선거가 행해진 후 추천의 부족,

후보자 사퇴, 또는 다른 이유로 계속 공석이 남아 있는 경우

사망, 사임 또는 자격이 박탈된 후보자가 추천되거나 그리고 사망 또

는 여타의 다른 이유로 계속 남아 있는 각각의 공석에 대해 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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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또 다시 실행할 수 있는 데로 선거를 마련해야 하고 즉시 추천일정

을 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그 후 필요하다면 투표일을 정하여 공표하고

아래와 같은 단서조건으로 상술한 동 명령의 항에 따라 재선거를 수행해

야 한다.

단 후보자의 사망, 사임 그리고 자격박탈은 다른 후보자의 추천의 유

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처음 선거시에 받은 추천은(동 명령의 30

하의 소조항에 의거하여) 동 항에 의거하여 동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에서도 유효한 추천으로 인정한다.

(2) 동 명령에 의거하여 후보자는 만약 아래와 같다면 후보자로서의 자

격이 박탈되어진다.

(a) 후보자가 등록보험브로커를 그만두는 경우

(b ) 후보자가 파산된다고 판단되어지거나 채권자와 담합 또는 타협

할 경우

(c) 후보자가 법령의 수정 또는 변경의 관리, 경영과 관련한 정신건

강법 1959의 PART VII에 해당하는 경우

제 8부

후보자 의 선거비용 (E x pen s e s of Can didat e s )

제25조 (1) 동명령 17(2)항에 의거하여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다른 어떤 비용도 지출되지 않으며 선거 전 또는 후에 선거와 관련, 선거

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후보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없다.

(2) 선거시에 후보자의 득표촉진 활동에 따른 선거 전, 선거기간동안,

선거 후에 후보자의 부담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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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거결과의 발표후 늦어도 14일 안에 당선이 발표된 후보자는 선

거관리위원에게 동 명령 부록 J에 명시된 양식으로 공식선언(statutory

declaration )을 받는다.

제27조 (1) 선거시 누구라도 발언, 서신, 편지,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특

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투표를 권하거나 포기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2) 선거시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와 추천자에 관하여 성명 또는 사실(fact )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3) 누구든지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투표를 권하거나 포기시

키거나 하여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선거에 대해 언급한 특정 내용의 전

달을 위해 텔레비전 또는 다른 무선전파기를 사용, 방조, 선동, 조언해서

는 안된다.

(4) 선거시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의 득표촉진 활동을 위해 연설, 포스

터, 벽보의 전시 또는 이 전시를 위해 필요한 주택, 토지, 빌딩 또는 구역

의 사용으로 인해 지불 또는 지불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의 득표촉진 활동을 위해 아래의 활동을 하

지 못한다.

(a) 선거에 대해 언급한 포스터, 플랭카드, 벽보 또는 서류를 인

쇄, 공표, 배분하거나 인쇄, 공표, 배분시키는 활동

(b ) 선거에 대해 언급한 포스터, 플랭카드, 벽보 또는 서류를 우편

으로 부치거나 이를 시키는 활동

(6)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의 득표촉진 활동을 위해 공적, 사적인 모임

을 개최하거나 이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7)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의 득표촉진 활동을 위해 다른 특정인의 지

지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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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부 유효선거 (V alidit y E le ct ion )

제28조 동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25명 이상의 등록보험브로커의 사

인이 된 특정인의 당선에 대한 항의서가 증명서의 공표후 적어도 28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에게 보내지지 않는 한, 동명령 23항에 의거하여 공

표된 선거관리위원의 증명서는 이 증명서 내에 언급된 사실들의 결정적

증거이다. 이와 같은 항의는 한가지 이상의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루어진

다.

(a) 특정인이 선출된 선거가 동 명령에 위반하여 수행됨.

(b) 선거와 관련하여 동 명령의 25(2), 또는 27항의 조항들 중에 특

정 항을 위반함.

(c) 특정인이 선출된 선거가 선거법(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에 의해 통제되는 선거의 경우 동 법의 99, 100 그리고 101섹

션에 의거하여 뇌물, 접대, 부당한 압박을 통하여 부정한 행위로 치러짐.

(d) 당선된 사람 또는 그의 운동원이 동 명령 25(1), 26을 위반함.

제29조 만일 당선된 특정 후보자가 동 명령 26항에 의해서 공식선언을

따르지 않았다면 선거관리위원은 즉시 동 문제에 대해 협의회에 보고해

야 하고 동 명령23항에 의거하여 상기인의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30조 (1) 동 명령 28항에 의거하여 특정 항 또는 동 명령 29항에 의거

하여 선거관리위원의 특정 보고는 다음 협의회모임에서 협의회가 심의한

다.

(2) 협의회는 해당 관련자에게 항의와 보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협의회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항의에 사

인한 사람들의 대표,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구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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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을 수 있다.

(3) 만약 아래에 해당한다면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 선언으로

야기되는 공석은 동 명령의 24항에 의거한 재선거로 충원해야 한다.

(a ) 해당 관련자의 선거가 동 명령 28(c)항에 기술된 것과 같은 동

행위에 의해 추진되어짐.

(b ) 선거비용이 상기인 또는 선거의 수행 또는 관리하는 그의 운동

원에 의해서 부담되어짐.

(c) 약간 다른 측면에서 상기인의 선거가 동 명령의 필요조건에 따

르지 않음.

(d) 상기인이 동명령 26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식발표을 추진하지

못함.

(e) 동 조항 25(2)항 또는 27항에 조항 중에 특정 항을 위반함.

(c)의 경우, 상기 선거가 동 명령의 실제적으로 필수조건에 따라 수

행되지 않았으며 동 필수조건의 불승락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와 또는 (e)의 경우 상술된 25(2), 27항의 조항중 특정 항의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제외한다.

(4) 만약 협의회가 특정인의 선거가 무효임을 발표하며, 협의회는 즉시

동 사례의 경우 상기인과 다른 특정인이 재선거에서 후보자로서 추천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발표해야 한다.

제31조 동 명령 30(4)항에 의거한 협의회의 발표는 공표되야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32조 동 명령에 의거하여 당선된 사람은 6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기

인이 각각 동 명령의 28항, 29항에 의거한 특정 항의와 보고의 문제가 있

다면 전임자의 임기완료 후에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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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제 8조 (2 ) 참조 )

197 9년 보험브 로커등록협의 회 선거계획 (E le c t ion S ch e m e )

선거명령 제 8조 (2 )에 의거 요구되는 선거 공고형식

선 거 구 (Constituency )

(사안별로 중부, 동부, 수도, 북부, 남동부 또는 남서부)

제1조 공고는 상기 선거구내에 등록주소(registered addresses )*를 가지고

있는 등록 보험브로커를 대표할 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의 회원에 대한 선

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한다.

제2조 지역위원(constituency member ) 선거의 입후보자는 후보지명을 하

고자 하는 선거구내에 등록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6인의 등록보험브로커

에 의해 후보지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후보지명은 여기에 동봉한 양식의

후보지명용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양식에는 후보지명과 관련하여

선거계획의 모든 요구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양식

을 제공할 것이다.

제3조 지역위원선거의 입후보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선거구에 등록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투표가 필요한 경우 당해투표는 .........월에 치러지게 된다.

등록보험브로커는 자신의 등록된 주소가 있는 지역위원선거의 한 명

의 입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후보지명은 .........에 있는 본인에게 ........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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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returning officer )

주) 등록 주소 란 등록된 보험브로커와 관련 등록부 상에 등록된 주소

또는 그러한 통지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거계획 제9절에 의거하여 등록계

에 간헐적으로 통지된 그 외 다른 주소들을 의미한다.

부록 B

(제 8조 (2 ) 참조 )

197 9년 보험브로커 등록 협의회 선거계획 (E le c t ion S c h em e )의

제 8절에서 요 구하는 선거통지 의 형식

제1조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는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의 회원

(member )을 선출할 예정임을 이에 의해서 통지한다.

제2조 전국회원 선거의 후보자는 6명의 등록보험브로커에 의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모든 추천은 통지서에 동봉된 양식의 추천서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양식에는 선거계획의 추천에 관한 모든 자격이 기술되어

있다. 청구시 양식을 더 제공할 것이다.

제3조 만약 투표가 필요하면, 투표는 ....................해당 월에 열릴 것이다.

등록보험브로커는 제1절에서 규정된 대로 후보자가 전국회원중 공석인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추천은 본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해당일(Date) ...........까

지(by ) ....................

선거관리위원(Returning Officer )

[a] 공석의 수를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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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

(제 8조 (2 ) 참조 )

197 9년 보 험브로커등록 협의회 선거계획 (E le c t ion S c h em e ) 선 거명령

8 (2 )절에 의거 요구되는 선 거공고형식

선 거 구 (Constituency )

(사안별로 중부, 동부, 수도, 북부, 남동부 또는 남서부)

제 1 부

아래 서명한, 등록 주소가 상기에서 언급한 선거구에 있는 우리 등록보험

브로커는 이미 언급된 선거구의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는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 선거와 관련 여기에.........를 후보로 지명한다.

후보지명자

의 성명

등록부상의

번호

등록된 주소

(주1 참조)

임기, 업무 및

고용관련 세부사항

(주2 참조)

후보지명자의

서명

6개의 서명이 필요하며 후보자는 각각의 양식의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

다.

제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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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양식에 의거 후보로 지명된 자로서 그러한 후보지명에 동의하

며 본인이 정당하게 선출될 경우 직책을 수락하고 협의회의 회원후보자

로서의 자격을 지닌 등록보험브로커임과 본인의 등록주소(주1 참조)가 상

기에 언급한 선거구임을 여기에 선언한다.

후보지명된

자의 성명

등록부상의

번호

등록된 주소

(주1 참조)

임기, 업무 및 고용관련

세부사항(주2 참조)

제1조 등록 주소 란 등록된 보험브로커와 관련 등록부상에 등록된 주소

또는 그러한 통지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거계획 제9절에 의거하여 등록계

에 간헐적으로 통지된 그 외 다른 주소들을 의미한다. 다음 정보는 각 후

보자와 후보자를 지명한 각 개인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ⅰ) 그들이 이사로 있는 모든 게재된 법인들의 이름

(ⅱ) 그들 단독 또는 합작의 일원으로 보험브로커로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명칭

(ⅲ) 그들이 고용 또는 업무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게재된 법인의 명

칭

(ⅳ) 그들이 등록보험브로커에 의해 보험브로커로서 고용 또는 관계

하고 있거나 등록보험브로커의 합작선 또는 게재된 법인이 회원인 경우

등록 보험브로커 또는 합작선의 명칭 및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사업의 명칭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제3조 개인은 그가 선거구에 등록주소를 가지고 있는 등록보험브로커이

며 본 계획의 제 8(1)절에 의거 정해지고 공표된 후보지명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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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채권자와의 화해명령을 받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후보지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후보지명은 본 양식으로 작성되고....................과 관련하여...............에

서 오후 5시까지 수령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우편

으로 받은 후보지명서류가 통상..........이전에 받아 볼 수 있는 일자 및 시

간 이전인 ........................일자의 최초우편(fisrt post )이전에 발송한 것으로

납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등록보험브로커는 자신의 등록주소가 있는 선거구에서만 후보자로

지명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서명은 최초에 받은 후보지명서류에 한

해 유효할 것이다.

제6조 선거구는 다음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중부선거구 는 Cywd, Gwynedd, Powy s, Cheshire, Greater

Manchester , Hereford and Worcester , Lancashire, Mer sey side, Salop,

Staffordshire, Warwickshire, West Midlands지방과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로 구성된다.

(b) 동부선거구 는 Bedfordshire, Cambridgeshire, Derbyshire,

Leicester shire, Lincolnshire, Norfolk, Northamptonshire,

Nottingham shire, Suffolk지방으로 구성된다.

(c) 수도선거구 는 Greater London 및 대영제국외 모든 지역으로 구

성된다.

(d) 북부선거구 는 Cleveland, Cumbria , Durham , Humber side,

Northumberland, T yne and Wear , North Yorkshire, South Yorkshire,

West Yorkshire지방과 스코틀랜드로 구성된다.

(e) 남동부선거구 는 Berkshire, Buckingham shire, Ess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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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tfordshire, Kent , Surrey지방으로 구성된다.

(f) 남서부선거부 는 Dyfedd, Mid Glamorgan, South Glamorgan,

West Glamorgan, Gw ent , Avon, Cornw all, Devon, Dor set ,

Gloucester shire, Hampshire, Isle of Weight , Oxfordshire, Somerset ,

East Sussex , Wilt shire지방으로 구성된다.

부록 D

(제 8조 (2 ) 참조 )

197 9년 보험브로커 등 록협의회 선거계 획

전국 회원 선거에 대한 후보 자의 추천서 양식

제1부

등록보험브로커이며 서명자인 우리는 등록보험브로커를 대표하는 보험브

로커협의회 선거에 이에 의해서 추천한다.

추천자 이름 등록번호
직위, 사업, 고용에 관한

세부사항(Note 1 참조)
추천자의 서명

6개의 서명이 필요하며, 후보자는 서명되어 제출된 각 양식에 서명을 해

야 한다.

본인은 이 양식에서 추천된 자이며, 이러한 추천에 동의하고, 정식으로

선출된다면 그 직위를 받아들이며, 협의회 회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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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록보험브로커임을 이에 의해서 공표 한다.

추천된 후보자의 서명 등록번호

직위, 사업, 고용에 관한

세부사항

(주 1 참조)

제1조 후보자 및 후보자를 추천한 자의 각각에 관한 다음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ⅰ) 그들이 이사로 있는 등록법인의 이름

(ⅱ) 그들 또는 그들이 회원(member s )인 합자회사가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명

(ⅲ) 그들이 고용되거나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게재된 법인의 이름

(ⅳ) 그들이 등록보험브로커나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게재된 법인이 회

원인 제휴조합에 의해서 보험브로커로서 고용되거나 관계를 맺은 경우에

는,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제휴조합의 이름과 이러한 사업이 수행되는 기

타 사업체명

필요하면, 별개의 문서(separate sheet s )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제2조 등록보험브로커이고 이 계획의 제8절 (1)에서 정해지고 공표된 추

천일을 기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채권자와의

채무정리계약체결(arrangement ) 또는 화해(composition)를 하지 않은 자

만이 추천 받을 수 있다.

제3조 추천은 선거관리위원이 첫 번째 우편보다 이후가 아닌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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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의해 수령된 추천서가 일반적으로 ..................... 보다 이후가 아닌

시점에서 수령되었던 그 시점의 날에 발송되었다는 점을 납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형식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와 .................... 5시까지

..................... 수령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4조 등록보험브로커는 선거에서 충원해야 되는 공석보다 많지 않은 후

보자의 추천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서명은 최초로 수령된 추

천서의 수에 대해서만 유효할 것이다.

부록 E

( 제 18조 (3 ) 참조 )

동 명령 제 6부에 의거 한 확인증의 양식

제1조 지역위원의 선거의 경우

............................................................................................. 선거구

( 사안별로 중부, 동부, 수도, 북부, 남동부, 또는 남서부 )

성명,................................................................................ ( 여기 빈칸에 성명기

입) 은 등록부에 있고 본인의 등록주소는 상술된 선거구에 있다.

서명...................................... 등록부 번호 .........................................

제2조 전국위원의 선거의 경우

성명 ...................... (여기 빈칸에 성명기입 ) 은 등록부에 있다.

서명...................................... 등록부 번호 .........................................

부록 F

(18 (4 )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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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9년 보험브로커 등 록협의회 선거명 령

선 거 구 (Constituency )

( 사안별로 중부, 동부, 수도, 북부, 남동부, 또는 남서부 )

유권자에 대한 지침

제1조 등록주소가 상술한 선거구(각주 참조)에 있는 등록보험브로커는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제2조 유권자는 상술된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에게만 X표를 기재한다.

제3조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안봉투 에 넣고 어떤 표시도 없이 안봉투

를 붙인 다음 확인증을 마친 후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안봉투와 확인증

을 겉봉투 에 넣고 붙인 후 동 봉투를 ........................ 에게 보낸다.

제4조 만약 겉봉투와 이 안의 내용물이 우편으로 부칠 경우 우표를 붙여

야 한다.

동 봉투는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우편으로

받은 후보지명서류가 통상........................... 이전에 받아 볼 수 있는 일자

및 시간 이전인 ........................................ 일자의 최초우편이전에 발송한 것

으로 납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당선된 사람은 12월 1일부터 4년동안 공직에 취임한다.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유권자가 X표를 하기 위한 칸

주 : 등록주소 란 등록보험브로커와 관련 등록부 상에 등록된 주소 또는

- 254 -



그러한 통지가 취소되기까지 선거명령 9항에 의거하여 등록계에 간헐적

으로 통지된 그 외 다른 주소들을 의미한다.

부록 G

( 제 18조 (4 ) 참조 )

지역위원선거 시 후보자와 추천인 의 명부 양식

1979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 선거명령

선거구의 지역위원선거(사안별로 중부, 동부, 수도권, 북부, 남동부 또는

남서부)

후보자와 추천인의 명부

후보자의 이름과

등록주소 (다른 경우

등록부의 주소)

후보자의 임기,

업무 및 고용관련

세부사항

추천인의 이름과

등록주소 (다른 경우

등록부의 주소)

추천인의 임기,

업무 및 고용관련

세부사항

주 : 등록주소 란 등록보험브로커와 관련 등록부 상에 등록된 주소 또는

그러한 통지가 취소되기까지 선거명령 9항에 의거하여 등록계에 간헐적

으로 통지된 그 외 다른 주소들을 의미한다.

부록 H

( 제 18조 (4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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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선거의 투표용지양식

1979보험브로커등록협의회 선거명령

유권자들을 위한 지침

제1조 등록보험브로커만이 투표할 수 있다.

[ 공석수를 기재할 것 ]

제2조 유권자는 상술된 투표용지에 1항에 의거하여 최대 공석 수만큼의

후보자에게 X표를 기재한다.

제3조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안봉투 에 넣고 어떤 표시도 없이 안봉투

를 붙인 다음 확인증을 마친 후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안봉투와 확인증

을 겉봉투 에 넣고 붙인 후 동 봉투를 ................................. 에게 보낸다.

제4조 만약 겉봉투와 이 안의 내용물을 우편으로 부칠 경우 우표를 붙여

야 한다.

동 봉투는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우편으로

받은 후보지명서류가 통상........................... 이전에 받아 볼 수 있는 일자

및 시간 이전인 ........................................ 일자의 최초우편 이전에 발송한 것

으로 납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당선된 사람은 12월 1일부터 4년동안 공직에 취임한다.

투표 용지

후보자 이름 유권자가 X표를 하기 위한 칸

1994년 보 험브로커 등록협 의회 (행동 규범 ) 승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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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1994.10. 1

의회제출 : 1994.10. 6

발 효 : 1994.11.21

국무장관은 1977년 (a) 보험브로커(등록)법 제 27조 (1) 과 28조 (1) 및

기타 그와 관련한 권한에 의거, 이하의 명령을 제정한다.

1. 이 명령은 1994년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행동규범) 승인명령이라 칭

하며, 1994년 11월 21부터 발효한다.

2.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가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제 10조에 의거

하여 입안한 행동규범을 본 부록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승인한다.

3.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행동규범) 승인명령 1978년(b)는 폐지한다.

통산성 의회 국무차관 Neil Hamilton

1994.10.1

부속서

1977년 보 험브로커 (등록 )법 제 10조에 의거 , 보험 브로커 등록협의 회가

입안한 행동 규범

이 행동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보험브로커 는 영업 중인 보험브로커,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체

를 말한다.

보험중개사업 및 보험브로커가 수행하는 관련사업이라 함은 영업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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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 또는 등록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하며, 예를 들면

1986년 금융서비스법 부속서(a )에서 정의된 투자사업도 포함된다.

보험자 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광고(advertisement ) 라 함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44조에 규정된 바

를 말하며, 광고활동(advertising ) 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임명대표(appointed representative) 라 함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44

조에 규정된 바를 말한다.

관련 투자사업 이라 함은 1988년(b) 보험브로커 등록협의회(투자사업에

관한 행동)에 규정된 바를 말한다.

1. 동 법은 보험브로커의 등록 및 보험브로커의 자격기준을 마련한다. 행

동규범의 목적은 모든 보험브로커가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브로커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명시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보험브로커들이 동 법의 목적과 정신을

명심토록 하는데 있다.

동 법은 보험브로커와 기타 관계자들의 행동에 관한 하나의 지침일 뿐

이며 모든 사항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행동 또는 부작위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또는 여기에 언급이 부족한 행동 또는 부작위라 할 지라

도 전문적 활동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관련 투자사업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또는 관련 투자사업에 관한 거래

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보

험브로커는 동 법 이외에도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투자사업활동에

대해 협의회가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브로커의 행동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보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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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의 배상책임 문제는 법원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 과실

(gross negligence)이나 과실행동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비전

문적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문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협의회도 보험브로커의 행동을 조사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보험브로커의 전문적 행동을 규정짓는 기본원칙으로 아래의

A - H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들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동 또는 부작위를 비전문적 행동으로 본다.

A . 보험브로커는 항상 최대신의성실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B. 보험브로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브로커는 고객

의 요구와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보험브로커는 브로커로서 활동하는 중에 보험브로커나 보험중개사

업의 명예를 실추 또는 훼손시키거나 실추 또는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D. 광고활동을 위해 보험브로커가 작성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해 작

성된 문안은 계약자를 현혹하거나 과장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E . 보험브로커는 그들의 직능단체인 협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적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F . 보험브로커는 보험중개에 관한 내부업무를 책임있는 방식으로 조직

화하고 통제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적정하며 등록보험브로커로부터 적정한 일상감독을 받고 있음을 확

실히 밝혀야 한다.

G. 보험브로커는 협의회가 발행 또는 첨부한 영업지침(Practice Notes )

에 담긴 적절한 전문적 행동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

위함에 있어 명심하여야 한다.

H . 관련 투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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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브로커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a)의 제47A조에 기재된 원칙을 준수해

야 한다.

이들 행동규범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보험브로커는 그들의 업무와 보험자선택 또는 투자선택과 관련하여

고객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여야 한다.

(2) 보험브로커는 법률 또는 전문적 행동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객의 고지 또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고객의

통지가 거짓, 허위 또는 불완전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험브로커는 고객에게 진실, 적정, 완전한 고지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브로커는 고객을 위한 활동

을 정중히 거절해야 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

(4) 보험브로커의 이익 또는 보험브로커가 의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의 이

익과 고객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 관계자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모두 보험브로커의 활동을 계속할 것을 서면으

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브로커는 그 문제를 계속 취급할 수 없다.

(6) 보험브로커는 그의 종업원들이 이 규범을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7) 요청이 있을 시, 보험브로커는 보험증권소지자 또는 보험가입희망자

누구에게나 관련 보험계약으로 인해 보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액

을 공개하여야 한다.

(8)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부과할 보수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산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당해 보험계약

또는 투자계약 또는 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또는 투자계약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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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 보험브로커는 수수료 이외에 보험계약 또는 투자계약의 체결에 의해

또는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또는 투자계약의 체결에 부수되는 서비

스를 확보하는데 있어 받은 또는 받을 어떠한 보수도 서면으로 고객

에게 공개해야 한다.

(10)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44조에 따라 어떤 법인의 임명대표가 되어

본 규범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보험브

로커는 동 법인의 임명대표가 될 수 없다.

(11) 보험브로커는 주요 보험상품의 유형, 유형간의 차이, 유형간의 상대

적 가격 및 관련 투자사업, 또는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

다고 생각되는 기타 투자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범위는 계약관련 용어 및 가입조건에 대한 고객의 지식수준을 고려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2) 보험브로커는 고객의 주문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부당하게 활용

가능한 보험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3) 영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보험자 또는 관련종목의 영업권이

없는 보험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고객에게 추천하거나 또는 그러한

계약을 고객이 요청한 경우, 보험브로커는 그 추천 또는 요청을 한

시점에 고객이 그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

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브로커가 고객의 보험거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점을 고객에게 서

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서면으로 결정

적 지시를 받든지 아니면 그런 지시에 대한 확약을 서면으로 고객

에게 해야 한다.

(14) 보험브로커는 적절·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계약 또는 투자계약에 관

한 서면증거 또는 문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유해서는 안되

며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만일 보험브로커가 점유권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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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보유한다면 동 문서를 보유하는 시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15) 보험브로커가 개인 보험계약의 갱신을 권유할 때, 정확하고 완전하

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용 가능한 보험자의 갱신안내장 원본을 즉시

고객에게 송부해야 한다.

(16) 보험료가 분할납으로 지급된다면, 보험브로커는 부보증거 및 보험금 지

급기준을 위험의 개시 또는 계약갱신시에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7)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명을 고객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변경사항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8) 보험계약자 또는 고객이 당해 보험브로커와의 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9) 보험브로커가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정보도 고객의 동의 또는

법원의 요구가 없으면 통상적인 보험계약의 협상, 유지, 갱신과정 또

는 보상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공표해서는 안된다.

(20) 보험브로커는 청약서, 보상요구서, 또는 기타 중요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든 응답 또는 진술이 고객 자신의 책임이 될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보험브로커는 고객으로 하여금 세부항목을 항상 점검

하도록 당부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의 삽입으로 인해 특히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는 청약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그 사본을 고객

에게 제공해야 한다.

(21) 보험브로커가 어떤 보험계약의 견적서를 제공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야 하며 가격제시 능력을 보증해야 한다. 만일 수수료 리베이트에

의해 보험료가 감액된다면 그 금액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2) 보험브로커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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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고객에게 그 보험사고처리에 관해 합리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23) 보험브로커가 작성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해 작성된 광고는 광고기

준 규제당국이 공포한 영국 광고규제법(British Code of Advertising

Practising )의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광고규제

법은 본 행동규범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24) 보험브로커가 작성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해 작성된 광고는 계약상

의 급부와 그 이외의 급부를 구별해야 한다. 보험브로커가 광고에

계약에 의하지 않는 급부에 대한 예측치를 삽입할 경우에는 해당 보

험자가 제공하는 예측치만을 사용할 수 있다.

(25) 보험브로커가 작성한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해 작성된 광고는 한 보

험자의 보험상품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광고에 제한을 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6) 보험브로커가 사람(예, 권유)이나 서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들

의 사업을 광고할 때에는 정보의 탐색 또는 조언을 하기 이전에 자

신의 신원, 직업 그리고 목적을 밝혀야 한다.

(27) 개인사업가 또는 다른 사람과 합작한 합작사라 할 지라도 등록보험

브로커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규

정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지위변동에 관한 적정한 문서를 즉시 협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등록관리인이 그 명단을 영업 중인 보험브로

커 명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 보험중개사업을 포기하려는 브로커는 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정의 포기신청서 및 협의회가 요구하는 기

타 필요문서를 등록관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명단이 등록명

부에서 순조롭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 보험브로커는 모든 관계자에게 지체없이 답변할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

(30) 어떤 등록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록보험브로커는 동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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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법규정과 규칙을 포함한 세부규정을 준수할 것과 1986년 금

융서비스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동법 및 동법의 세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31) 보험브로커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무소 및 대중이 접근하는 모

든 사무소에 요청이 있을 시 행동규범의 사본을 볼 수 있으며 불만

사항이 있거나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5 St Helen ' s Place, London EC3A 6DS에 소재하는 보험브로커등

록협의회 사무실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여

야 한다.

(32) 보험브로커가 사망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고

객의 이익이 크게 손상될 때는 그 사건으로부터 고객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33) 보험브로커가 다른 보험브로커 또는 보험중개업자의 대리인으로 활

동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994년 9월 23일 날인함.

입증인 :

협의회 회원 Peter Milne

등록관리인 E . J . 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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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보 험 자협 회 (A B I)의 행 동규 범

손 해보험업 - 등 록보험브로커 를 제외한 모든

중개인 (in t erm e diarie s )을 위한 행 동규범

198 9 .1 제정

본 규범은 1982년 보험업법에서 정의된 손해보험업에 적용되며, 재보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보험자협회(ABI) 회원은 그 회원자격 취

득을 조건으로 하여 동 규범을 집행할 책임 및 보험판매에 참여하는 모

든 사람들이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중개인은 항상 신의성실(with utmost good faith and integrity )에 입각

하여 행동해야 함을 최우선적 의무로 한다.

계약자 민원이 발생(직·간접을 불문)한 경우, 해당 보험사는 중개인으

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개인

은 민원을 직접 해당 보험사에게 제기할 수 있음을 민원제기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 본 규범은 영국보험자협회 회원과 중개인들이 자동차보험, 가계보

험, 신용보험, 여행보험, 개인의료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을 판매함에 있

어 지켜야 할 일반원칙의 구조를 제공한다.

영국보험자협회는 본 규범에 수반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회

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보험종목 및 고객이 처

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개인과 보험자의 각각의 책임이 쓰여진 간단한 인쇄물은 중개인을

통해 보험자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또는 51 Gresham Street ,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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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V 7HQ에 소재하는 영국보험자협회로부터 직접 얻을 수도 있다. 영

국 보험자협회는 또한 각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침의 요약본을 제공

하고 있다.

A . 판매의 일 반원칙

1. 중개인(intermediaries )은

(ⅰ) 사전에 적절한 장소로 방문할 약속을 해야 하며, 부탁받지 않은

방문이나 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을 할 때에는 잠재적 계약자에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을 택해야 한다.

(ⅱ) 잠재적 계약자와 접촉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가 화제로 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보험이라는 것을 설명

해야 한다. 중개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a ) 자신은 한 보험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은 회사가 책임

을 진다. 또는

(b ) 자신은 한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은 회사가 책

임을 진다. 또는

(c) 자신은 둘 또는 최대 6개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행

동은 회사가 책임을 진다. 또는

(d) 자신은 잠재적 고객을 위해 행동하는 독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y )으로서 자신의 행동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ⅲ) 추천된 보험상품이 잠재적 계약자의 필요 및 재산을 감안할 때 적

합하다는 것을 가능한 한 보증해야 한다.

(ⅳ) 자신이 알고 있는 보험에 관한 조언만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할 경

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조사 또는 추천해야 한다.

(ⅴ) 잠재적 계약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중개인 자신 또는 계약을 제

공하는 회사 이외에는 비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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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인은

(ⅰ) 잠재적 고객의 이름을 소개한 사람이 잠재적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밝힐 수 없거나 그 사람이 그러한 밝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

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을 제공했다는 것을 잠재적 계약자에

게 알려서는 안된다.

(ⅱ) 다른 보험회사에 관해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ⅲ) 타 보험상품과의 상이한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상품간

의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B . 계약에 관한 설 명

중개인은

(ⅰ) 보험회사를 밝혀야 한다.

(ⅱ) 자신이 추천하는 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을 모두 설명하여 잠재적

계약자가 구입하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보험상품의 보험금지급 제약조건이나 면책조건에 대해 주의를 환

기시켜야 한다.

(ⅳ) 필요한 경우 상기 (ⅱ)와 (ⅲ)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전문가의 조언

을 얻어야 한다.

(ⅴ)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료 이외의 기타 보수를 그 금액과 사용목

적을 밝히지 않고 징수할 수 없다.

(ⅵ) 자신이 독립중개인이라면 요청이 있을 시 자신의 수수료를 밝혀야

한다.

C . 계약 인수시 알려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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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보험청약서 또는 기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ⅰ) 잠재적 계약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응답이나 진

술이 잠재적 계약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ⅱ) 청약서상의 불고지 또는 부정확한 고지에 관한 관련규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그 결과를 지적해

야 한다.

D . 장부기 록 및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 항

대리권임명조건에 의거하여 중개인에게 수금권을 부여하는 경우, 중개인은

(ⅰ) 보험관련 자금의 이전 등을 포함한 잠재적 계약자와의 모든 금융

거래를 적절히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ⅱ)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수령

한 금전중에서 기타 지급액을 보험료로부터 구분하여야 한다.

(ⅲ) 대리권 임명조건에 따라 수금한 금전을 송금하여야 한다.

E . 증서의 교부

중개인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서면 증거물 또는 증서라도 계약자

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유해서는 안된다.

F . 기존 계약자

본 규범에 설정된 원칙들이 기존 계약자와의 거래에도 관련될 경우 중개

인은 기존 계약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

G . 보험사고 발생 시의 행동 (Cla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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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클레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중개인에게 통지하면,

중개인은 즉시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이

를 알리고 그후 보험사가 손해의 성질 및 범위를 규정짓는데 필요한 정

보 등 클레임처리에 관해 요구하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로부터 접수한 정보는 즉시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H . 독립중개인의 전 문직 배상책임 담보

중개인은 별첨에 설정된 바와 같이 영국보험자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

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동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 상기

별첨사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I . 임명장 (L ett ers of A ppointm en t )

본 행동규범은 비등록 중개인의 모든 임명장에 나타내어야 할 사항들의

축적판 또는 참조문이며, 중개인은 임명장의 조건을 벗어나서는 어떤 보

험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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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비등록 독립중개인 (N on - re g i s tere d in depen dent

int erm e di arie s )을 위한 손해보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판매에 관한 행동규범

모든 비등록 독립중개인은 이하에 설정된 요건에 따라 전문직배상책임담

보에 가입하고 동 담보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

동 보험은 아래 사항에 동의하는 영국 또는 EC의 모든 공인보험사에 들

수 있다.

(a ) 이하에 설정된 요건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b ) 담보내용이 영국보험자협회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증거로서

매년 증명서를 중개인에게 발급하며, 동 증명서는 중개인의 이름 및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증권번호, 보험계약기간, 보상한도, 자가보

유액(self- insured excess ), 보험사의 이름을 내용으로 한다.

(c) 증명서를 중개인에게 발급했을 경우 그 사본을 영국보험자협회에 송

부한다.

(d) 미갱신, 담보의 중도 무효, 담보의 부적절화가 발생한 경우 매달 그

명단을 영국보험자협회에 통지한다.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 보상한 도

보험은 개시일과 각 갱신일(보험개시일 또는 전기 갱신일로부터 12개월

이하)에 이하 두가지 중 하나의 최저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a ) 보험의 개시 또는 갱신 이전에 만료된 직전 회계연도 동안의 연간 손

해보험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250,000파운드중 큰 금액.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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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도 최저보상한도를 5,000,000파운드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250,000파운드라는 최저금액은 1사고당 보상한도 및 총보상한도 또는 동

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손해에 대한 보상한도에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b ) 보험의 개시 또는 갱신 이전에 만료된 직전 회계연도동안의 연간 손

해보험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000파운드중 큰 금액. 어떠

한 경우에도 최저보상한도를 5,000,000파운드 이상으로 할 수 없다.

B . 최대 자가보 유한도

통상적 상황에서 허용되는 최대 자가보유한도는 상기 A (a) 또는 A (b )중

해당되는 항에서 요구하는 최저보상한도의 1%이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보험사와의 합의에 따라 최대 자가보유한도를 해당 최저보상한도의 2%

까지 증액할 수 있다.

C . 담 보의 범위

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a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클레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ⅰ) 영업과 관련한 과실, 실수, 태만으로 인한 준수의무의 위반

(ⅱ)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전직 종업원, 사업이 합작으

로 이루어지는 또는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합작선

또는 과거 합작선에 의해 저질러진 명예훼손

(ⅲ) 피보험자의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 또는 전직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에 의해 사업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 사기, 태만

(b ) 다음과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클레임

(ⅰ) 피보험자의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 또는 전직 종업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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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외)의 부정, 사기, 태만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법적으

로 책임있거나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상

의 손해

(ⅱ) 서류의 분실로 인한 손실 및 분실서류의 교체 또는 복구시 발생

하는 비용 및 경비

D . 손해보 험사업 (g en eral bu s in e s s )에만 적용

상기 요건은 중개인의 손해보험사업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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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신규 대리점 지정시의 점검항목

1 . 임명기준

회사는 이하 제목의 기록 및 정보를 입수·보관할 필요가 있다.

1.1 사업/ 직업

신청자의 과거 및 현재 직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

1.2 전문법인의 자격과 전문가의 자격

신청자의 교육수준 및 전문교육수준(영국보험자협회가 교육수준, 전

문자격기준 또는 전문교육기준을 설정코자 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

가 회사의 대리점이나 독립중개인으로 적합한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1.3 보험에 관한 경험

행동규범에 설정된 규정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관한 지식 및 경험

1.4 타 보험사의 임명

타 보험사를 위해 과거 및 현재에 임명된 사실에 대한 정보. 이는 신

원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영국보험자협회는 신원조회에 있어

회사들이 가능한 한 서면으로 협조토록 권고하고 있다.

1.5 은행, 회계사 및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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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경우 은행, 회계사 그리고 회계감사를 통해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주택금융조합이나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판단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유죄판결(Criminal Conviction )

바람직하지 못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감지하기 위해 모든

신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1974년 범죄자 재활법상 효력이 없

는 유죄판결로 (교통법규위반 제외)로 유죄판결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대리점 개설 신청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요건(ongoing requirement )의 하나이다.

1.7 과거의 IBRC의 등록보험브로커

첨부된 부록에서는 회원자격이 종료된 등록보험브로커에 대해 행동

규범상 대리점신청자격을 조사하기 위해 IBRC등록 및 등록명단으로

부터 말소되는 배경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등록보험브

로커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상 여러가지 상이한 사유로 말소되

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절차이다. 말소사유는 기술적 규정위반

(technical breaches )에서 유죄판결(criminal convictions )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그 사유들은 그 사람들의 지위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중요할 수 있다. 모든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8 비등록 독립중개인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동법 부록에 설정된 영국보험자협회의 요건에 따라 전문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국보험자협회가 요구하는 담보에 가입했다

는 증거로서의 증명서는 담보가 슬립베이시스(slip basis )로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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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보험사가 제공할 것이다. 슬립베이시스

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인은 보험담보가 영국보험자협회의 요건

을 충족시킨다는 증거로서 증명서를 작성토록 보험체결중개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2 . 대리점 신청자가 행 동규범에 관해 알아 야 할 사항

대리점 신청자는 행동규범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제공받고, 면접단계에서

행동규범의 개관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대

규모 거래처의 경우, 동 거래처의 직원들에게 행동규범 관련 세부사항 및

판매과정에서의 행동방식에 관한 사항을 측정할 것이라는 것을 동 거래

처가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리점들에게 행동규범의 여하한 변화

나 그에 수반하는 관련지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리점들은 판매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행동규범상 자신들의

의무를 숙지토록 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

록 정규체계로 하여야 한다.

3 . 6개사의 대리점 으로 제한

대리점 신청서에는 몇 개사의 대리점으로 활동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질

문하여 그 중개인이 한 회사의 대리점인지 독립중개인인지를 정확히 구

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들은 중개인들을 동 방법으로 분류하였음

을 우편과 같은 수준의 방법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리점이 이미 6개 회사의 대리인자격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가 독립대리점이 되든지 타사 대리인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한, 대리점

으로 임명될 수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리점이 독립대리인으로서 갖

춰야 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담보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6개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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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상황을 고치지 않는 한, 영국보험

자협회 및 대리점자격 취득회사들에게 그 상황을 통보할 것임을 알려주

어야 한다.

회사대리점은 부대리점이 될 수 없지만(제2조 18.1.3항 참조), 부대리점을

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각 보험회사는 동 회사의 부대리점을 기꺼이

인정하며 회사는 그 부대리점에 책임을 질 것(제2조 18.1.1참조)임을 확인

해야 한다.

4 . 대리점 임명서

회사는 대리점 신청자를 대리점으로 임명한 후, 대리점 임명서의 필요 本

數를 대리점 신청자에게 알아보아야 한다(독립대리점은 이미 타 보험사

로부터 대리점 임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이다).

5 . 대리점 임명결정

대리점으로 임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리점 임명에 대한 자격조건은 대리점 신청자가 6개이 상의 대리인 자

격을 취득하고 있다면 회사대리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독립중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한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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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자협회 (A B I)의 행동규범 해석

1 . 서문

1.1 개정규범 및 이에 수반하는 규정들은 신규대리점에 대해서는 1989년 1

월 1일, 기존대리점에 대해서는 198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규범은 영국에 소재하는 영국보험자협회 회원에 의해 판매되는 계약

에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DT I는 영국보험자협회의 비회원 회사가 동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영국 일반적인 선량한 규칙의 일부로

서 서비스기준에 따라 영국내 위험을 담보하는 외국보험사가 규범을

숙지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1.3 영국보험자협회는 규범이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회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회원사들에게 배포할 목적으

로 DT I에도 송부하고 있다. 이 부록은 그 지침의 주요 사항을 요약

하고 있다.

1.4 영국보험자협회 회원 및 중개인들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일반원칙구조로서 규범을 서술하고 있는 서문에

주석을 통합하여 재 발행된 규범을 첨부하고 있다(1조 참조).

2 . 규범의 해석

2.1 영국보험자협회는 규범의 주요 요건 즉 예를 들면 최선의 노력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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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을 설명해야 , 급부제한사유 및 면책사유에 주의를 환기시켜

야 와 같은 것을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침은 규정해석이 특정보험종목 및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관련 보험종목에 적용되는 지

침의 예가 상술된다.

2.2 특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반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2.2.1 최선의 노력

이것은 중개인보다는 규범의 시행책임을 맡고 있는 영국보험자협회

회원들과 관계된 사항이다. 본 구절은 규범을 시행하는 사업자 와

같이 회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최선의 노력 이라는 구절의 사용은

일반적 지침의 구조 및 개별 보험자의 운영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범

위이내에서 모든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항에

있는 절차상의 지침은 이 의무를 영국보험자협회 회원이 보다 확실

히 지킬 수 있도록 보다 구조화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2.2.2 모든 중요 내용의 설명

중개인(직급판매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은 보험계약에 관한 개략적

인 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부사항은 보험종목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그러나, 청약자는 그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이것이 구두로 설

명되는지 또는 요약본을 받을 수 있는지, 주요 사항에 대해 주의를

받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관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영국보험자협회 손해보험행동기술서상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인이 모든 조항과 면책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중요한 점은 판매된 보험의 형태가 청약자의 상황에 맞는지 그

리고 보장수준이 적정한지와 같이 제공되는 담보수준(예를 들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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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구의 경우 실손보상(indemnity )되는지 대체비용(new for old)을

주는지의 여부)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보상한도에

대한 설명없이 단지 실손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실상 청

약자가 그러한 유형의 보상을 의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권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3 급부제한사유 및 면책사유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위에서 대략 설명된 일반원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기에

관한 조건과 같이 어떤 특정 보험상품상의 특정 면책사항, 보험금지

급조건, 보험금지급제한 등은 모든 계약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정 보험상품의 모든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면책사유에 대해 계약자의 문의가 없는 한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항은 어떤 계약자에게는 중요치 않지만 다른 계약자에

게는 관련이 있고 중요할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신용보험(creditor

insurance)상 과잉담보(redundancy cover )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급부

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크게 감액될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이

러한 점을 알려주어 보험증권상의 타 급부 및 납입보험료가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보험종목별로 청약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예는 다음

과 같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제3자 화재 및 도난보험. 중개인이 신

규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도록 추천하는 경우 담보에 있어서의 차

이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강제적인 초과담보 또는 자발적인 초과담보, 운전자 한정,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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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험>

실손보상 또는 대체비용 지급. 우발적 손해에 대한 담보가 포함되는

지 또는 추가비용지불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침수에 대한 추가 보상, 문을 잠궈야 하는 안전유지요건 또는 집을

비우고 나갈 때의 보상의 제한

<의료비보험>

6주 대기기간과 같은 담보의 유형, 담보의 제한(치료 또는 수술)

최대보상한도, 병원선택권, 旣往症에 대한 면책

<신용보험(지급보증)>

보험금의 지급기간, 보험기간(예로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계약의 경

우 월간 계약), 자영업자 적용배제, 기왕증 면책, 보험금지급에 관한

시간제한, 연령제한

<여행보험>

대체비용지급이 아닌 실손보상, 기왕증 및 위험한 운동의 보상제외.

소지품에 대한 최대보상한도, 소지품에 대한 주의의 필요

<담보기간연장 특약/기계고장>

보상되는 기간

보상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예 : 엔진 및 변속기 등 주요 부품만

이 보상되는지 대부분의 기계부품이 보상되는지의 여부)

마모에 대한 면책

<상해/ 질병>

보험금 지급기간 한도, 기왕증 또는 위험한 활동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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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도 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규모

기업은 규범을 알고 있거나 등록보험브로커와 거래를 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그 수준이 다양하므로 소규모기업에게는 이 체크리스트에 설

정된 일반원칙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예 : 무역업자 종합보험에 청

약한 경우)

3 . 절차상의 지침

3.1 규범의 규정을 보다 적절히 준수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와 중개인을 돕기 위한 절차상의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규범상

의 전반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최소지침으로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 신규 대리점을 임명할 때 개정 임명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중개인에게 정기적으로(적어도 일년에 한 번) 사무소에서나 홍보

물에서나 그들의 대리점 자격증을 공포할 의무를 명심토록 한다.

중개인의 판매홍보물이나 기타 문서도 적어도 1년에 1번 검증을

목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모든 중개인에게 영국보험자협회 규범의 개관을 설명하는 지도서

를 교부한다. 지도서를 통해 중개인이 규범상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판매과정상의 행동방식을 설명해 줄 수 있

다(Enclosure A ).

- 절차상의 문제점을 감독하기 위해 영국 보험자협회의 규범외에도

보험회사의 전담직원을 임명한다.

- 특정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신용보험, 여행보험, 담보기간연장특

약/ 기계고장보험에 대해서는 관련 판매인력이 규범의 요건을 잘

알고 있고 대리점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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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다 특별한 절차를 따르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4 . 인정 심판관제도 의 회원가입

영국보험자협회는 규범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옴부스만국(Insurance Ombudsman

Bureau ; IOS)이나 개인보험중재서비스(Personal Insurance Arbitration

Service ; PIAS )와 같은 인정 심판관제도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5 . 대리점자격의 갯 수

5.1 보험회사의 대리점 - 6개 보험사로 제한

회사대리점은 6개 보험회사까지 대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5.1.1 주택금융조합, 은행 및 타 주택저당대출자

회사대리점으로 분류되는 조직으로서 포괄계약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최대 6개 보험회사를 대리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계약조직

을 영위할 수 있다.

- 포괄계약은 가정용 건물, 또는 가정용 건물과 가재도구에 관한 보

험으로서 일반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포괄계약을 관장하는 회사가 회사대리점의 지위보유에 동의해야

하며, 저당권자 단체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

- 저당권자 단체가 로이드시장으로 접근하면 동일한 윈칙이 적용된

다. 신디케이트중의 하나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포괄보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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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개사 제한 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로이드 브로커는 저당권

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한 포괄보험협정은 영국보험자협회에 별도로 통보되어야 한다.

5.1.2 연계판매

회사대리점은 6개 보험사를 대표하는 외에도 다른 자가 제공하는 특

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명백히 연계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것

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대한 혼란이 없고 판매

홍보물상에서 회사대리점, 독립중개인, 등록브로커로서의 중개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가 그 책

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 때문에 연계보험판매

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연계판매의 예로서는 특정 여행업자의 주말여행상품과 연계하여 여

행사대리점이 여행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나, 부동산대리점이나 주택개

량회사가 금융회사, 주택금융조합 또는 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

보험(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1.3 부가보험(Add- on Insurance)

예를 들면 어떤 보험회사가 소송비용보험(legal cost insurance)을 다

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도록 한 보험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선택적으

로 분리하는 경우 최대 6개사 대리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상기 연계판매라는 표제 하의 지침은 하나의 완화조치로서, 보험상품

이 타 자가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백히 연계되도록 하

고 있다. 부가보험(대리점지정을 받아야 하는 독자적인 담보는 제외)

에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하위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불

만을 관리할 지라도 主商品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규범상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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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5.2 독립중개인 - 대리자격의 수

독립중개인에 대해서는 최소 또는 최대 대리자격의 수에 대한 제한

이 없다. 예를 들면 독립중개인이 전문가시장(specialist market )에서

만 영업한다면 6개 이하의 대리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

5.3 계약자 권고에 의한 판매(Member - get - Member Schemes)

기존계약자가 그 친구나 친척 등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여 결국 그

들이 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존 계

약자에게 일종의 급부(some kind of payment ) 를 줄 수 있도록 하

는 특별한 규제완화가 있어 왔다. 이제까지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

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제한되어 있는 듯 하며, 일종의 급부 는 대개

차회 보험료의 소폭 할인, 책 한권 또는 작은 선물이다.

지침원안(original guidance)에는 그러한 개인이 회사대리점 으로 임

명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문을 해 주지 않

으며 계약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대리점으로 임명할 필요없는 제도를 허용함으

로써 보험회사가 협력관리자(associated administrative ramifications)

와 함께 영업을 한다하더라도 규범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

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리점 임명은 기존 계약자의 역할을

권고 의 역할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6 . 직원

6.1 보험회사 구내에서 벗어나 보험을 판매하든지 또는 본점이나 지점에

서 보험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은 규범의 규정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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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 . 주차장이나 상점 에의 광고선전물 비 치

7.1 고객이 직접 회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에 관한 소

책자의 비치에 대한 대가로 주차장이나 상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회

사가 있다. 또한 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 소책자가 보험회사로 반송

될 때마다 주차장이나 상점에게 약간의 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계

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더라도 커미션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고객에

게 자문을 해 주지 않거나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에 대해 수수료나 요

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험의 판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규

범에 따라야 한다든지 대리인자격을 부여해야 하지는 않는다.

8 . 언더라이팅대 리점

8.1 언더라이팅대리점은 공인된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인으로 분류되며 회사대리점이나 독립중개인(통상적

으로 더 적절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9 . 자격증 (D e c laration of S t atu s )

9.1 중개인은 그 자격증을 각 사무소내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

시해야 한다.

9.2 뿐만 아니라 부동산담보대출 문서, 보험상품 구입상의 고객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주택금융조합, 은행의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

용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제작된 타 보조문서등과 같은 기타 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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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 요건은 보험회사의

정규문서(standard documentation )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발행한 보조문서에 적용된다.

9.3 보험회사는 회사대리점에게 표준양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9.4 독립중개인은 그가 거래하는 회사들 중 한 회사로부터 자격증 한부를

교부받는다. 중개인은 그 자격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자격증으로 한다.

10 . 비브로커 독립 중개인의 전문직 배 상책임보험

10.1 모든 비브로커 독립대리점은 규범의 부록에 설정된 영국보험자협회

규정에 따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0.2 영국보험자협회는 보험회사가 이 보험의 유무 및 유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담보를 컴퓨터에 등록·관리한다.

10.3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중개인의 사무실에 비치

할 증명서를 발급하며, 영국보험자협회에게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담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발급한다.

10.4 영국보험자협회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등록부에 추가 또는 삭제된

명단을 매달 발행한다.

10.5 우리는 영국법학회(the Law Societies of England and Wales ,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의 강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이 규범

상의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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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리자격의 취 소 / 사업의 중단

11.1 대리자격이 취소되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진다.

- 계약을 인계받아 직접 계약자와 거래한다.

- 계약을 타 대리점으로 이전시킨다.

- 중개인에게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기존계

약에 대해 지도(에를 들면 담보의 변경)를 할 수는 있다 할 지라

도 사실상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만을 수행하며 신계약은 체결하

지 못하는 유지관리 대리인"을 의미한다. 유지관리 대리점은 1년

간만 주어지며 과거 중개인이 독립중개인이었다 하더라도 보험회

사는 그 기간동안 중개인의 활동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12 . 영국보험자 협회의 안내장 손해보험의 구 입

12.1 영국보험자협회는 잠재적 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장을 발

행하고 있으며, 회사대리점과 독립중개인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

13 . 영국보험자 협회의 안내장 손해보험 행동 규범상의 지도서

13.1 또한 영국보험자협회의 안내장 손해보험의 구입 (제12항 참조)에

나타난 정보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규범지침의 요약본을 담은 안내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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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드 중 개인 의 행 동규 범

LLOY D 'S COD E OF P RA CT ICE F OR

LLOY D 'S B ROKE RS

1988년 7월 6일 로이드 협의회에 의 해 공포됨

로이드중 개인제도 부칙 ( 1988년 N o . 5 )의 20절 이하

이 시행 법은 1988년 1 1월 1일로 효력이 발 생한다 .

1988년 7월 6일

로이드중개인제도 시행법 서문

1. 로이드가 시행법을 공포하는 의도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령의 규정과 근본 정신 및 의도를 명시해야 하는 로이드 협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 전문적 수행의 공인된 기준을 수립함을 돕기

위함이다.

2. 로이드중개인제도 시행법은 로이드중개인의 행위에 적용되리라 기대

되는 원칙들의 설명적 기술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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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7년 보험중개인 등록법하에 개별적으로 등록된 로이드중개인과 그

들의 동업자 및 임원과 피용인들은 그 법령 하에서 작성된 수행준칙

을 따른다. 그 법령의 3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 보험중개인들은 항상 그들의 사업을 최고의 신의와 성실성을 가

지고 수행해야 한다.

B . 보험중개인들은 그들의 고객의 보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

능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며 그들 고객의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이익에 종속되기에 보험중

개인들은 타인들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광고시 보험중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보험중개인을 대표하

는 진술은 오해를 유발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4. 로이드중개인제도 부칙(1988년 No. 5)의 조건하에서 협의회는 로이드

중개인은 적절하고 적당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로이드중개인의 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부과를 함에 있어 협의회는 로이드

중개인의 어떠한 적절한 로이드 행동규범의 준수에 주의할 것이다.

5.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동규범의 규정들은 어떠하던 간에 그러한 일반법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6. 이 규범에 서술된 행동들은 영국과 웨일즈 이외의 어떠한 곳에서 적

용될 수 있는 법이나 법적으로 수립된 관습이나 관례와 모순될 수 있

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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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규범은 로이드중개인의 보험 활동에만 적용된다. 로이드중개인은

로이드에서 보험업을 중개하도록 허용된 조합이나 법인이다.

1988년 7월 6일

로이드중개인의 행동규범

만약 문맥이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행동규범의 목적을 위하여

로이드중개인 이라는 용어는 협의회에 의해 로이드에서 보험업을 중개

하도록 허용된 조합이나 법인은 물론 로이드중개인의 보험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개인들을 포함한다.

이탤리체로 삽입된 문단들은 IBRC 행동규범에 주어져 있는 그 규범의

세 가지 근본 원칙의 적용례이다. 영국에서 보험중개인으로 등록된 로이

드중개인과 동업자 및 임원과 피고용인들은 IBRC규범에 종속되기 때문

에 이러한 예들은 로이드의 규범에 있어서 적절하다.

1 . 고객의 관계

1.1 로이드중개인이 고객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그는 고객이 로이드

중개인의 역할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2 로이드중개인은 그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유형(고객의 사적인 개인

인지 사업상의 인물인지, 또다른 보험중개인인지 또는 재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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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고객의 위험과 보험의 인식에 대한 정도를 이해해야 하며

고객과의 거래에서 그러한 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이 현지법이 그의 보험 요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그들의 영업 행위에 있어서 보험중개인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4) 보험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요구에 응하여 보험중개인의 의견으

로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한다고 여겨지는 주요한 보험의 행태의

차이점과 상대적인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1.3 권한과 지도범위에 관한 오해는 그것들이 문서로 작성되었을 때 발생

할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담보에

관한 정확한 문서적 지시가 없을 경우 보험중개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곳에서 로이드중개인에 의해 추천되었으나 고객에 의해 거절

된 것들에 대한 적절한 참고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지시내용을

즉시 확실시해야 한다.

1.4 로이드중개인은 만약 그의 행위가 다른 고객에 대한 그의 의무와 이

행에 중요한 편견을 개입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 고객을 위

하여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2 . 보수

2.1 로이드중개인은 만약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개 수수료의 금액

과 성격 및 고객의 보험을 유효하게 한 대가로 그가 받는 수수료의

금액과 다른 보수가 어떤 곳에서 실용적인지를 공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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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이드중개인은 원보험을 재보험 처리함에 의하여 생기는 어떠한 중

개수수료를 그가 받을 것 같은 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형태의 보수는 원보험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능력에 있어서

로이드중개인들이 정상적으로는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원래의

고객이 요구한다면 정상적으로 공표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의 거래의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6) 보험중개인은 개인이며 영국보험증권의 계약자가 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는 어떠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도 어떤 적합한 보험증권

하에서 보험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의 금액을 공표해야 한다.

(!0) 청구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작업이 착수되기 전이나 사업수행을

위한 협정이 결정되기 전에 보험중개인은 보험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보험료에 부가적으로 고객이나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공표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11) 보험중개인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협정에 추가적인 어떠한 서비

스를 그 고객을 위하여 획득하여 준 결과로서 그들이 받는 어떠

한 보수라도 공표해야 한다.

2.3 로이드중개인은 관련된 보험의 형태에 대하여 그것이 공인된 관습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고객에게 모여진 청구 금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유해야 하며 만약 로이드중개인이 그러한 수수

료를 공제하고 보유하려 한다면 그 비율은 보험을 유효하게 하는 일

을 떠맡은 로이드중개인에 앞서서 고객에게 공표 되어야 한다.

2.4 원수보험료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수수료를 갚는 것이 정상적인 관행

인 곳에서, 위험을 보험계약 처리하라는 고객의 지시를 로이드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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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했을 때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로이드중개인측의 어떠

한 의도도 고객에게 알려져야 한다.

3 . 고객 정보의 기밀성

(13) 보험중개인에 의해 그의 교섭으로부터 얻어진 어떠한 정보도 그

고객의 보험계약을 교섭, 유지, 갱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고객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았거나 권한 있는 사법권의 법정에서

그 정보가 요구되지 않으면 사용되거나 공표 되어서는 안된다.

3.1 로이드중개인은 특정고객을 위하여 보험자에게 위험을 중개하기 위하

여 통계자료를 수집하려 하거나 다양한 고객의 계좌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를 사용하려 들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로이드

중개인은 그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려 들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

의 계좌에 관한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 고객이 그에 의해 부정적인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그의 일반적인 지식과 다른 고객들의 사건에 관한 경험을 요청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사전에 알고 동의

함이 없이 고객의 신원과 그들의 사건의 특별한 세부 사항을 드러내

는 로이드중개인에 의한 정보의 노출은 만약 그러한 정보가 시장에

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3.2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라는 임무는 어떤 제한되고 특별한 상황에서

무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이드의 정보와 기밀성에 관한 세칙

(1983년 No. 4)은 로이드 협의회(또는 그 권한하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에 로이드중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장과 고객들의 사건에 관

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 293 -



여한다. 그러한 규정은 IBRC 규범에 설정된 상황에서 로이드중개인

에 의하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합법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

는 셈이다.

3.3 로이드중개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밀서류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 보험자의 선택

(5) 보험중개인은 그들의 고객의 보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

한 수의 보험자를 사용할 것을 확실시해야 한다.

(7) 비록 보험자의 선택이 단지 판단의 문제일 수 있어도 보험중개인

은 그들 고객의 최고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1 로이드중개인은 어떠한 주식의 소유나 어떠한 보험회사, 비 로이드의

인수대리인 또는 로이드조합과의 연관 관계가 고객에 대한 그의 임무

를 수행하는데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맥

에 있어서 로이드조합과의 연관은 로이드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로이

드중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대리인에 의해 로이드 구성원

을 조합의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으로서 조합의 동업자와 임원 또는

로이드중개인의 피고용인의 참여를 포함할 것이다.

4.2 어떤 강제적인 종류의 보험을 제외하고는 영국법 하에서 영국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고객을 위한 보험이 영국 밖에서 EEC에 연관된 종류의

보험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보험자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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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로이드중개인이 그와 같은 고객에

게 그러한 보험은 그에 해당되는 보험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제안하

고 고객의 보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는 고객에게 문서로 다음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a) 보험자의 경영과 지급능력은 어떠한 EEC 회원국가의 올바른 권

한에 의해 감독되지 않는다.

(b) 고객이 1975년 보험계약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파산시 만약 보험자가 영국에서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 법에 의해서도 고객에게 어

떠한 보호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c) 고객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 또는 재판을 수행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객이 이러한 충고를 문서로 인정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

4.3 보험자의 선택에 관한 고객의 지시가 로이드중개인의 충고를 무시하

는 것일 때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에게 이러한 것이 로이드중개인의 충

고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통지하고 그것으로부터 고객의 문서화

된 승인을 얻을 것을 추구해야 한다.

5 . 보험자에게의 고 지

5.1 그들의 지식 이내에서 보험자에게 모든 중요한 상황들을 고지하고 위

험을 올바로 진술하는 것은 로이드중개인과 그의 고객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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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에게 신의성실의 의무와 그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위험에 대한 모든 중요한 상황을 고지할 의무 및 그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5.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청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만약 로이드중개인이 그와 같이 청약서를 작성했

다면 그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4) 청약서, 청구서, 또는 다른 중요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험중개

인은 모든 답변이나 진술이 고객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객에게 항상 세부사항을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의 포함은 청구에 대한 지급거절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5.4 보험자에게 제출되는 약관과 다른 정보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로이드중개인의 관련된 인원은 위험에 대한 보험자들의 합당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로이드중개인은 더 깊은

정보에 대한 보험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5.5 만약 고객에 의한 중요한 사실의 고지가 사실이 아니거나 공정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로이드중개인이 믿을 이유가 있다면 그는 고객에게

필요한 진실되고 공정하며 완전한 고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 중개인은 고객을 위하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거절할 지의 여부와 보험자와 어떠한 규제권을 가진 당국에 그

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5.6 두명의 로이드중개인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경우에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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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은 고객에 대한 그들 각자의 의무를 상호간에 명확하게 이해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로이드중개

인 양자는 모두 또한 고객과 보험자가 각각의 로이드중개인의 책임

을 아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 문서의 제출

(9) 보험중개인은 고객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보험자의 이름

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시초에 주어져야 하

며 이후의 어떠한 변경도 고객에게 제일 먼저 알려져야 한다.

6.1 로이드중개인에 의해 발행된 부보통지서와 다른 문서화된 부보증명서

는 적합한 선임인물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류가 보험계

약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 대신에 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처리에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보험계약이 적절히 유효

하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해 온 경력있는 누군가에 의해 서명된다는 것

은 좋은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일시적인 자동차보험증권에 관하여

는 일반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6.2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에게 보험의 어떠한 부분이 보험자에 의해 수용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유효화 되었음을 통지만 해야 한다.

6.3 로이드중개인은 그의 고객에게 보험이 유효화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조

건도 유효화 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즉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문서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로이드중

개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진척시켜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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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그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 어떤 유치권을 조건으로 하여 로이

드중개인은 즉시 고객에게 그를 위해 협정된 보험계약에 연관되어 고

객이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문서화된 증거나 서류를 전달해

야 한다. 로이드중개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문서의 제출을 보류한다

면, 따라서 그는 고객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8)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문서로 공표되는 적합하고 정당

화 할 수 있는 이유없이 그리고 계약자에게 지연됨이 없이 보험

계약에 관련된 어떠한 문서화된 증거나 서류를 보험계약자로부

터 보류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지불될 예정인 자금에 대한 유치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

터 서류를 보류한다면 위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이유를 제공해

야 한다.

7 . 회계

7.1 사업관계의 초기에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에게 로이드중개인과 보험자

에 대한 적시의 보험료 지불에 관련된 그의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7.2 보험중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어떠한 보험료도 보험중개계좌에 보관되

어야 한다. 이 계좌의 운영은 보험중개인의 책임이며 그는 그 계좌에

서 얻어지는 어떠한 이자나 투자수익을 수령하고 보유한다. 로이드중

개인은 모든 보험료의 수령과 지불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3 로이드중개인은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와 협의된 결제예정일을 적절

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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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로이드중개인은 수령한 금액을 즉시 고객에게 송달해야 한다. 위험

이 다수의 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 처리되고 보험금이 다른 시기에

로이드중개인에게 송달되는 때에, 로이드중개인은 수령한 금액과 균

형이 얻어지는 시기, 그리고 고객에 의해 로이드중개인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과 같은 여타의 관련되는 요인들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기다리고 지급을 충분히 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

리 그가 받은 수입을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 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8 . 강제권한

(주의 : 이 부분에서 강제권한 은 위험이 강제되기 이전에 하나 이상의

선도 보험사에 대해 참고사항이 만들어져야 하는 제한된 강제권한을 포

함하지 않는다.)

8.1 강제권한하에서 로이드중개인에게 인수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히 어

떤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자들의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의 주

요 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로이드중개인이 강제권한하에서 그 자신이 고객으로

부터 보험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중개인은 이익에

관계된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갖는 셈이다. 로이드중개인은 그에게 허

용된 강제 권한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의 최대 이익이 되지 않

는다면 고객으로부터 사업을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8.2 보험중개인이 그에게 허용된 강제권한하에서 보험자를 대표하는 그

자신의 고객의 위험을 받아들일 때 그는 이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고객이 그렇게 요청할 때 로이드중개인은 강제 권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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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로이드중개인이 얻게 되는 모든 재무적 이익을 그에게 알

려야 한다.

8.3 강제권한을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로이드중개인은 그러한 강제권한을

부여한 보험자에게 로이드중개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러한 권한

을 부여한 보험자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그의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

대한 것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9 . 손해

9.1 로이드중개인은 그의 고객에게 손해의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모든 중

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을 설명해야 한다.

9.2 만약 로이드중개인에게 고객에 의한 손해 사실의 통지가 사실이 아니

고 공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는 필요

한 진실되고 공정하며 완전한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

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 그는 고객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중지

해야 할 것인 지의 여부와 그리고 보험자나 어떤 규제 당국에 그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9.3 로이드중개인은 보험자에 의해 적절히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즉시 그

들에게 공급되는지를 주의하기 위하여 고객에 의해 통지된 손해와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4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에게 통지된 손해와 관련된 보험자의 요구 사항

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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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손해의 해결에 관한 보험자의 결정을 접하는 즉시 로이드중개인은 즉

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9.6 로이드중개인은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를 받은 양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만약 그의 행위가 일방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는 타자와는 일

관되지 않는 의무를 일방에 대해 떠맡는 것이 된다면 손해 조정 과정

동안 그의 고객과 보험자 양자 모두를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건 관련된 보험자를 대표하는 고객에 의해 이루어진

보험 손실의 청구와 관련된 손해사정인의 보고서나 유사한 문서를

받거나 보유하는 로이드중개인은 보고서에 담겨진 정보가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근거 하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

9.7 로이드중개인은 그가 손해 관련 청구를 조정할 보험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잠재적인 이익상의 충둘을 갖게 된다. 만약 관련

보험자에 대한 의무와 고객의 최대 이익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자

에게 손해의 청구를 회부해야 한다.

9.8 로이드중개인의 2인이나 그 이상의 고객의 이익이 충둘할 수 있는 상

황에서(예를 들면 어떤 사고에서 한사람이 당사자이고 또다른 사람이

제 삼자인 경우) 로이드중개인은 각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납득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 갱신

고객은 보험서류로부터 보험의 만기일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로이드중개인이 보험의 만기가 다가오는 고객으로부터 해당 보험의

갱신에 관련된 지시를 추구하며 고객에게 신의성실과 고지의무를 상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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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이 되어야 한다.

11 . 고객의 이전

(12) 보험중개인들은 사업 수행을 위해 그들과 맺은 어떤 협약을 종료

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나 고객의 바램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다른 로이드중개인에게로 고객을 이전함에 관하여 이전의 로이드중개인

은 만약 고객에 의해 그렇게 지시 받았거나 고객에 의해 이전의 로이드

중개인에게 지불되어져야 할 어떤 금액에 영향받는다면 고객에게 권리가

있으며 그 고객에 대한 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로이드중개인

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모든 문서들을 새로운 로이드중개인에게 이용 가

능하게 하여야 한다.

12 . 서비스의 제공

고객이 새로운 중개인에게 모든 의무를 떠맡도록 지시하였고 새로운 중

개인이 그러한 지시를 수용했다는 사실에 로이드중개인이 적절히 만족하

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의 만기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을 위하여 처리된 어

떠한 보험과 관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어떠한 적절한 서비스라도 제공

하여야 한다.

13 . 고 소

13.1 로이드중개인은 고객과 보험자들에 의한 고소가 다름 아닌 그러한

고소를 유발한 문제에 연관된 직원에 의하여 그리고 적합한 선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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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적절한 단계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소에 접하였을 때 로이드중개인은 고객에게 고소의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로이드의 협의회에 서신으로 알릴

수 있는 고객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9) 로이드중개인은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사무소에서건 요구시 행동규범의 사본이 사용 가능하고

만약 고객의 일원이 고소를 원하거나 논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협의회의 도웁을 받고자 한다면 15 St . Helen ' s Place, London

EC3A 6DS에 있는 보험중개인 등록협의회 사무소에 서신으로

연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표명해야 한다.

13.2 로이드중개회사나 조합은 IBRC 행동문언(No.2)에 의해 그 사무소에

서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다음의 문장을 통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사무소의 접견지역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이들 회사나 조합 그리고 위에서 로이드에서 라고 기술된 것들은

고소나 논쟁이 전달되는 로이드협의회의 법정 권한하에서 활동하는

보험중개인들이다.

14 . 직원의 감독

(3) 로이드중개인은 그들의 보험중개인 업무와 관련되는 수행된 모든

일들이 등록된 보험중개인의 통제와 매일매일의 감독하에 있음을

보증해야 하며 그들의 피고용인이 이러한 규범을 인식하고 있음

을 확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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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중개인은 그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로이드 교육센터와

공인보험기구(Lloyd ' s T raining Centre and the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와 같은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그러한 모임에의 참여는 로이드중개업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것이다.

14.2 로이드중개인은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대리인법 등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 등을 그둘의 직원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3 로이드중개인은 이 행동규범에 의하여 그들에게 기대되는 기준들을

그의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 권 한

로이드중개인은 그에게 적합한 권한이 없는 종류의 영업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16 . 로이드 명칭의 사 용

16.1 로이드중개인은 그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영업들이 로이드의 명칭을

오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16.2 로이드중개인은 어떠한 사법관할권에서 보험자의 규제적 지위에 선

입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도록 또는 허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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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중개인들은 (1977)법령의 11과 12항하에서 협의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정의 요구사항에 일치하여 해당영업이 수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영업과 연관된 보험중개인 이라는 기술을 사

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15) 보험중개인을 대표하여 또는 보험중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는

광고 기준 당국에 의해 발간된 광고행동규범의 적용 가능한 부분

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광고행동규범은 이 행동규

범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16) 보험중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또는 보험중개인을 대표하여 만

들어진 광고는 보험계약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 계약상의

이익과 보험자의 특별한 예측이 적중한 경우를 전제할 때 그 계

약이 제공할 수도 있는 이익의 금액인 비계약상의 이익을 구별해

야 한다. 그러한 광고가 비계약상의 이익의 예측을 포함하고 있

을 때 보험중개인은 그러한 예측을 관련된 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7) 보험중개인에 의해 또는 보험중개인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광고는

그러한 제한의 이유가 광고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거기에 보험

자가 명명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험자의 사전인가가 이루어진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한 보험자의 보험증권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18) 인적으로나 또는 서신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광고할 때에 보험중개인들은 정보를 추구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그들의 신원과 직업 및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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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 국 (뉴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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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신 보 험업 법 (1996 .4 . 1 시 행 )에 서 발췌

제１ 편 총 칙

(정 의 )

제 2 조

⑮ 이 법률에 있어서「보험중개인」이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로서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이외의 것을 행하는 자(법

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

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 3 편 보험 모 집

제 3 장 보 험중 개인

(등 록 )

제286조 보험중개인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장대신의 등

록을 받아야 한다.

(등 록의 신청 )

제287조 ①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

재한 등록신청서을 대장대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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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지

3. 취급할 보험계약의 종류

4. 타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5. 기타 대장성령에 정해진 사항

②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게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동항 제6호

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9호(동항 제6호에 관련된 부분은 제

제) 또는 제10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서류

2. 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는 그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한 서류

3. 전2항에 게재된 것 이외에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서류

(등 록의 실시 )

제288조 ① 대장대신은 제286조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할 경

우를 제외하고 즉시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대장성에 보관된

보험중개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1. 전조 제1항 각호에 게재된 사항

2.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②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대장대신은 보험중개인등록부을 공중의 공람을 제공하여야 한

다.

(등 록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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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① 대장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 어디에 해당할 때 또

는 등록신고서 혹은 그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

위의 기재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실 기재가 누락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1.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못했거나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것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여기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도 포

함)에 처해지며, 그 형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형집행을 받지 않

게 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3. 이 법률 또는 여기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여기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도 포함)에 처

해져 그 형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로부터 3년 경과 하지 않는 자

4. 제3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86조의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당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일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당

해 법인의 임원인 자로 당해 취소일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도 포함)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

에 따라 당해 외국에서 받고 있는 동 종류의 등록(당해 등록

과 비슷한 인가 기타 행정처분도 포함 이하 본 호에서는「등

록 등」이라고 함)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 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않는 자(당해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법인일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당해 취소일 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도 포함).

5. 금치산자 내지 준금치산자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것과 동등하

게 취급되는 자

6.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보험모집에 관해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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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자

7.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 등도 포함. 이하 본 편에서는 동일),

보험회사의 임원(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인 자는

제외),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모집인(손해보험대리점의

사용인에 대해서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자에 한함)

8. 개인으로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 중에 전 각호의 어디에

해당되는 자

9. 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

에서 제7호까지 어디에 해당되는 자

10. 보험모집에 관계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을 가진 자

②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등록신청자에 이를 알리거나 그 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출두를 요구하여 해명을 위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직원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③ 전항의 경우에서 대장대신은 의견을 청취하는 자가 적당한 이

유가 없는데도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 청취를 하

지 않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대장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했을 때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등록신청자에 통지하지 해야한다.

(변 경 등 의 신 고 등 )

제290조 ① 보험중개인이 다음의 각호 어디에 해당되게 될 때 당해

각호에서 정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87조 제1항 각호에서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 당해 변경에 관련 보험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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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모집의 업무를 폐지했을때 보험중개인인 개인 또는 보험

중개인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

3. 보험모집인인 개인이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4. 보험중개인인 법인이 파산했을 때 그 파산 관리재산인

5. 보험중개인인 법인이 합병(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

어서는 합병에 상당하는 행위 다음 각호에서도 동일)에 의해

소멸했을 때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인 자

6. 보험중개인인 법인이 합병 및 파산이외의 이유에 의해 해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는 해산에 상당하는 행

위)을 했을 때 그 청산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

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인 자).

② 대장대신은 전항 제1호에 관련한 동항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는 신고의 사항을 보험중개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③ 보험중개인이 제1항 2호에서 제6호까지 어디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 증금 )

제291조 ① 보험중개인은 보증금을 주된 사무소 근처의 供託所에 공

탁해야 한다.

② 전항의 보증금 금액은 보험중개인의 업무의 상황 및 보험계약

자 등의 보호를 고려하여 政令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험중개인은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보험중개인을 위

한 소정의 보증금이 대장대신의 명령에 따라 공탁되도록 하는 계

약을 체결하거나 또한 이를 대장대신에 신고했을 때는 당해 계약

의 효력이 있는 동안 당해 계약에서 공탁되었던 금액(이하 이 조

에서「계약금액」이라고 함)에서 제1항의 보증금 전부나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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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대장대신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인정된 때

에는 보험중개인과 전항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당해 보험중개

인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공

탁해야 하는 것을 명할 수가 있다.

⑤ 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하여 공탁(제3항의 계약 체

결도 포함)을 행거나 또는 이를 대장대신에 신고한 후가 아니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해서는 안된다.

⑥ 보험중개인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탁한 보험계약자,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보험계

약체결의 중개에 관해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에

관련된 보증금에 대하여 타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

리를 갖는다.

⑦ 전항의 권리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⑧ 보험중개인은 제6항의 권리실행 및 기타 이유에 의해 보증금

의 금액(계약금액을 포함. 제10항에서도 동일)이 제2항의 정령에

서 정한 금액으로 부족할 때는 대장성령에서 정한 날로부터 2주

간 이내에 그 부족액에 대한 공탁(제3항의 계약체결도 포함)을 행

해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이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하는 보증금은 국채, 기타

의 대장성령에서 정한 유가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4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한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쪽에 해당할 때는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1. 전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제6호까지 어느쪽에 해당 하게 될

때

2.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취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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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3. 업무의 상황변화 및 기타 이유에 의한 보증금 금액이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

⑪ 대장대신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보험계약체결 중개에 관

해 생긴 채권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서 변제할 수 있는 시기 및 변제할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을 지

정할 수 가 있다.

⑫ 전 각항에 정해진 것 이외 보증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

성령·대장성령로 정한다.

(보 험중 개인 배상 책임 보험 계약 )

제292조 ① 보험중개인은 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보험중개인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당해 계약

의 효력이 유효한 동안 당해 계약의 보험금액 만큼 전조 제1항

의 보증금 일부의 공탁(동조 제3항의 계약체결도 포함. 다음 항

에서도 동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대장대신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전항의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중개

인에 대해 전조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하여 공탁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도록 이를 명할 수가 있다.

③ 전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

해 필요한 사항은 대장성령에서 정한다.

(상 법준 용 )

제293조 상법 제543조, 제544조 및 제546조에서 제550조까지(중립영

업)의 규정은 보험중개인이 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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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외국상호회사도 포함)가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 되는 것

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4 장 업 무

(생 명보 험모 집인 및 손 해보 험모 집인 의 권 한 명 시 )

제294조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려고 할

때는 고객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써 보험계약

을 체결하는지 또는 보험계약을 중개로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자 기계 약의 금지 )

제295조 ① 손해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은 그 주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보험계약(보험중개인에 있어서는 대장성령에서 정한 것에 한함.

다음 항에서는 「자기계약」이라고 함)의 보험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인이 보험모집을 행한 자기계약에 관한 보험료의 합계액이 대장

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는 당해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자기계약

의 보험모집을 행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본다.

(보 험중 개인 의 성 명 등 의 표 시 )

제296조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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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다음에 게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 교부해야 한다.

1. 보험중개인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보험중개인의 권한에 관한 사항

3.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전3호에 게재하는 것 외에 대장성령에 정한 사항

(보 험중 개인 의 개 시사 항 )

제297조 보험중개인이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보험계약체결

의 중개에 관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이 받을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금액 기타 대장성령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한다.

(계 약서 기재 사항 )

제298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상법 제546조 제1항(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제293조에서 준용할 경우도 포함)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동항중 「其要領」이라는 것은 「대장성령에 정한 사항」으로

한다.

(보 험중 개인 의 성 실의 무 )

졔299조 보험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성실히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해

야한다.

(보 험계 약의 체결 또는 보험 모집 에 관 한 금 지행 위 )

제300조 ①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원(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

모집인자는 제외),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내지 보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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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혹은 그 임원이거나 사용인은 보험계약체결 또는 보험모집

에 관해서 다음에 게재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허위의 것을 알리거나

또는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에 있어 허위로 알리도록 권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알리지 않도록 권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될 사항

을 알리지 않고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환급, 기타

특별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6.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자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

계약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다른 보험계약의 계약내용과 비교

한 사항으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표시

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자에 대하여 장래의 계약

자배당 또는 사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 기타 장래의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대장성령에 정한 것에 대하여 단정적으

로 판단하거나 또는 확실한 것으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

을 알리거나 표시하는 행위

8. 전 각호에 정한것 외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결여시킬 우

려가 있 것으로 대장성령에서 정한 행위

② 전 각항 제5호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제4조 제2항 각호(외국보

험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87조 제3항 각호)에 게재된 서류에

근거로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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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손해보험자회사 등(제107조에 규정하는 손

해보험자회사 등을 말함,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194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이 행하는

보험계약체결 또는 손해보험자회사 등에 관계된 보험모집에 관

해 손해보험회사는 그 생명보험자회사 등(제107조에 규정하는 생

명보험자회사 등을 말함, 외국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194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이 행하는

보험계약체결 또는 생명보험자회사 등에 관계된 보험모집에 관

하여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1. 당해 손해보험자회사나 당해 생명보험자회사 등을 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특별

의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당해 손해보험자회사나 당해 생명보험자회사 등과의 사이 또

는 당해 손해보험자회사나 당해 생명보험자회사 등을 보험자

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의 사이에서 행

하는 행위 또는 거래 중 전호에 게재하는 것에 준하는 행위

나 거래로 보험모집의 공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장성령에서 정한 행위 또는 거래

제 5 장 감 독

(임 원 또 는 사 용인 의 신 고 )

제302조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보험모집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를 대장대신

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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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관련된 임원이나 사용인이 보험모집을 하지 않게 될

때 혹은 이들이 사망했을 때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장 부서 류의 준비 )

제303조 보험중개인은 대장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사무소마다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하여 보험계약자마다 보험계약체결

의 연월일 기타 대장성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을 보존

해야 한다.

(사 업보 고서 의 제 출 )

제304조 보험중개인은 사업연도마다 대장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이것을 대

장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立 店檢 査 등 )

제305조 대장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생명보

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에 대해 그 업무나 재

산에 관해 참고가 될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직원 또는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인의 사무소에 입점하여 그 업무 혹은 재산의 상황이나 장부서

류 기타 물건을 검증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

다.

(업 무개 선명 령 )

제306조 대장대신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 320 -



의 업무운영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에 대해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등 록의 취소 등 )

제307조 ① 대장대신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

개인이 다음의 각호 어디에 해당될 때는 제276조 내지 제286조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1. 생명보험모집인 혹은 손해보험대리점이 제27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제3호까지 제4호(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규정

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5호, 제7호, 제8호(동항 제6호에 관

한 부분은 제외), 제9호(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

10호 혹은 제11호 어디에 해당 될 때 또는 보험중개인이 제

2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4호(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9호(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혹은 제10호의 어디에 해당되게 될 때

2.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276조 또는 제286조의 등록을 받았을

때

3.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한 대장대신의 처분에 위반했을

때, 기타 보험모집에 관해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

정될 때

② 대장대신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의 사무소 소재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나 또는 생명보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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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소재(법인의 경우에서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대

장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부터 신고 가 없을 때에는 당해 생명보험

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서는 행정소송법(1993년 법률 제88

호) 제3장(불이익처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등 록의 말소 등 )

제308조 ① 대장대신은 다음의 경우에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

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전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276조 내지 제286조

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

2. 제2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276조의 등록이 그 효력을

상실했을 때 또는 제2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286조의

등록이 그 효력을 상실했을 때

②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

험대리점에 관한 등록을 말소했을 때는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또

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관련된 소속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

다. 이 경우에 있어 당해 소속보험회사는 제285조 제1항에 규정

하는 원부로 부터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기재를 말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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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 험중 개 인법 시 행 령

제 3 장 보험 모집

(보 험중 개인 등이 보험 모집 을 할 수 있는 외 국보 험회 사 등 이

외 의 외 국보 험업 자에 관계 되는 보험 계약 )

제38조 법 제27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은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게재하는 보험계약 기타 대장성령

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으로 한다.

(등 록수 수료 )

제39조 법 제281조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생명보험모

집인에 있어서는 1200엔, 손해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1800엔으로

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등록신청서에 수수료의 금액에 상당하는 액

수의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생 명보 험모 집인 에 관 한 제 한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 )

제40조 법 제28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다음

에 게재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및 그 사용인(당해 생명보험모집인이 법

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

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일 때는 그 임원(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중에서, 2개 이상의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

험모집에 관한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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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식 등을 습득하고, 또는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대장대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자가 있을 경우

2. 당해 생명보험모집인이 당해 생명보험모집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명보험회사(외국생명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

장대신이 정하는 자를 소속보험회사로 하는 것에 의해 2개 이

상의 소속보험회사를 가지게 될 경우로서, 또한 당해생명보험

모집인이 당해 2개 이상의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험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적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장대신이 정하는 경우

(보 증금 액 )

제41조 법 제2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은

4천만엔으로 한다. 단, 보험중개인의 최초 사업년도 종료일후 3개

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중개인의 각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3개월을 경과한 날(다음 조 및 제44조에 있어서 개

정일 이라 한다)로부터 당해 각사업년도 종료일후 3개월을 경과하

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액은, 당해 각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과거 3년간에 당해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체

결의 중개에 관하여 수령한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를 합계한 금

액(당해금액이 4천만엔에 미달할 경우는 4천만엔으로 하고 당해

금액이 8억엔을 초과할 경우는 8억엔으로 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보 증금 의 전 부 또 는 일 부에 대신 하는 계약 의 내 용 )

제42조 보험중개인은 법 제291조 제3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손

해보험회사(외국손해보험회사 등 및 법 제219조 제5항의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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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의 인수사원을 포함한다. 제44조에 있어서 동일) 기타 대

장성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하여, 그 내용을 다음에

게재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에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당해 보험중개

인을 위해 법 제2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대신의 명령

(이하 이 호에서 명령 이라 한다)에 관한 액수의 공탁금이 지

체없이 공탁되는 것일 것

가. 당해 보험중개인의 업무개시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이러한 날

후의 최초 개정일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명령을 받았을 경우

나. 당해 보험중개인이 1)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개정일에 관한 법

제291조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해 당해 개정일 이후에 있어서도 공

탁(동 조 제3항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명령을 받았을 때

2. 대장대신(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해 법 제291조 제3항에서 제5

항까지,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의 대장대신의 권한을 재무국

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행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재무국장 또

는 재무지국장. 다음 조에 있어서 동일)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일 것

(권 리실 행의 절차 )

제43조 법 제291조 제6항의 권리(이하 이 조에 있어서 「권리」라 한

다)를 가지는 자는 대장대신에 대하여 그 권리의 실행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대장대신은 전항의 주장이 있었을 경우에 당해 주장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291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8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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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공탁된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 60일

을 하회하지 않는 일정기간내에 권리의 신청을 해야할 것 및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배당절차에서 제척되어야 할 것

을 공시하고, 또한 그 내용을 전항의 주장을 한 자(다음 항 및 제

4항에 있어서 「주장인」이라 한다)와 당해공탁금에 관계되는 보

험중개인(당해보험중개인이 법 제291조 제3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있어서 동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있은 후에는 주장인이 그 주장을

취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실행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

할 수 없다.

④ 대장대신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권리를 조사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장대신은 사전에 기일 및 장소를

공시하고 또한 당해보험중개인에 통지하여, 주장인, 당해기간내에

권리를 신청한 자 및 당해보험중개인에 대하여 권리의 存否 및

그 권리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액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고, 또한 당해보험중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배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80일을 경과

한 후, 배당표에 따라 실시한다.

⑦ 대장대신은 보험중개인의 사무소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 수 없

을 때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에 대한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⑧ 대장대신은 법 제29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이 공탁

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권리실행에 필요가 있을 때는 당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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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환가비용은 환가대금에

서 공제한다.

(보 증금 의 일부 에 대 신하 는 보 험중 개인 배 상책 임보 험계 약의 내

용 등 )

제44조 보험중개인은 법 제292조 제1항의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

약(다음 항에 있어서 「배책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에는 손해보험회사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에 게재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손해중 일정한 사유

에 의한 것을 당해 보험중개인이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다음 호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한 손실」이라 한다)이

보상되는 것일 것

2. 일정한 사유에 의한 손실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 금액에 대해 손실이 보상되는 것일 경

우에는 당해 일정금액이 보험중개인의 업무상황 및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하여 대장대신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3. 당해 보험중개인의 업무개시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1년이상의

기간에 결쳐 유효한 계약일 것

4. 대장대신(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해 법 제292조 제1항과 제2항

의 대장대신의 권한을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행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을 것

5. 기타 대장대신이 정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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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배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중개인이 법 제291조 제1항

의 보증금중 공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으로써 대장대신이 승

인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증금액에서 4천만엔을 공제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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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 스 보험 브 로커 의 업 무관 행 에 관 한 지 침

1. 회사가 브로커로부터 신계약의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회사가 동일

한 보험에 대하여 다른 모집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없다. 단,

그 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지정을 받고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집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들을 완전히 평등하게 취급하

고, 어느 모집인에 대하여 그 밖의 모집인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없다. 이 원칙의 적용에 따라,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브

로커에게 어떤 협정요율(tariff)을 설정한 보험자는, 동일한 보험에

대해서는 그 대리점의 어느것이든 이것보다도 낮은 협정요율에 동

의할 수 없다. 이 규칙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회사는 언제라도 브로커와 교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브로커가 제출한 신청을 알게 된 후에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

사는 다른 브로커로부터의 동일한 신청을 받을 수 없다. 그 회사가

다른 브로커로부터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경

우는, 협정요율이나 위험의 구체적 상황 또는 보장의 종류에 관한,

이 밖의 브로커로부터의 신청의 제 조건이 매우 다르고, 동일한 신

청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어떤 계약의 모집인인 브로커는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수수료는 초회보험료뿐만 아니라, 당해 보험계약의 제 조항의

결과로써의 모든 보험료에 의거하여 청구된다.

수수료 청구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하다. 특히, 보험계약이 자동적

으로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직접

회사와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만기일 혹은 해약가능하게 되는 보험료 납입기일을 시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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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정규 해약신청을 수반하는 전환에 관하여, 계약자로부

터 독점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 새로운 브로커에게 전환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을 취급한 브로커는 보험계약이 정당하게

해약되는 기일까지 이 브로커에 의하여 초래된 보험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환해야 할 보험계약의 정규 해약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전환에

관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새로운 브로커에게 전환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을 취급한 브로커는 이 브로커가

초래한 보험료를 한도로 하여 새로운 계약의 모든 보험료에 대하

여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들 규칙은 브로커가 취급한 보험계약이 회사의 중앙관리조직의

보유계약에 들어있는 경우나 회사 대리점의 하나의 보유계약에 들

어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브로커에 의하여 취급된 보험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회사는 회사

자체, 또는 그 직원, 영업감독관 혹은 대리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 전환 또는 갱신하도록 계약자에게 권장할 수 없다. 보

험자가 계약자로부터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당

해계약을 취급한 브로커에게 그것을 통지하지 않고 변경할 수 없

다.

5.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또는 보험계약의 갱신시점에 그 각 사무소에

서, 계약을 취급한 브로커 또는 계약자의 문서에 의한 승낙서를 보

유하는 브로커에 대하여 보험계약서 또는 그 수정계약서를 열람시

켜야 한다. 단, 그 밖의 자에게는 열람시킬 수 없다.

6. 계약기간중에 보험요율의 인하를 청구받은 회사는, 그 조치를 취하

기 전에 계약을 취급한 브로커에게 그것을 통지해야 한다.

브로커가 회사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이익

을 가져다 주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기간중 및 보통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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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고유의 의

사에 따라 당해보험에 있어서의 인수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단,

회사는 회사가 면하게 된 제 위험의 일부를 브로커가 다른 보험자

에게 보장하게 하고 있다는 확증이 없는 한, 브로커가 취급한 보험

료총액에 대한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계속 지급해야 한다.

7. 회사는 계약자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자로부터 이

건에 관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독점적인 지시를 받은 브로커의

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유효기간중의 보험계약의 전환을 승낙

할 수 없다.

전환의 지시가 보험료 지급기일을 시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약

신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취급한 브로커에게

지체없이 이것을 통지한다. 이 통지는 신규보험계약의 교부이전에

행한다.

8. 회사는 보험계약을 취급한 브로커 이외의 브로커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행한 브로커에게 계약자의 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보험인수서를 교부할 수 있다.

9. 회사는 보험계약 만기일의 6개월전에 만기도래에 대해서 브로커에

게 통지한다.

10. 보험계약이 다음의 지급기일에 계약자에 의해 해약되는 경우에는

모두, 회사는 계약을 취급한 브로커에 지체없이 그것을 통지한다.

이유여하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또는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약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계약

을 취급한 브로커에게 그것을 통고한다.

11. 브로커가 어떤 회사의 총대리점에 보험계약을 가져 갈 경우, 이

브로커에 대한 대리점의 의무는, 대리점이 위험을 전체로서 인수

하였는가 또는 그 일부만을 인수하였는가에 구별없이 그 대리점이

대리하는 회사의 의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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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브로커가 그 보유계약을 양도할 경우, 회사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

도인에 대해서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행동 규 범 (Co de Mo ra l)

브로커는 브로커에게 위탁되는 제 이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습, 직업

적 전통, 독립성의 유지 및 조건에 의하여 요청되는 제 의무사항에 성실

히 따를 것이 요구된다.

브로커가 누리고 있는 독립성은 브로커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매우 엄격한 행동적 제책무를 강요하는 것이

다.

브로커의 직업적 행위는 다음의 3개조의 절대적 요청에 지배된다 :

· 고객에의 서비스

·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

· 동료업자에 대한 우의

고객 에 대 한 서 비스

1) 브로커의 활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행해져야 한

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브로커가 그 노동으로부터 적정하게 인출

해야 할 보수의 크기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브로커는 고객의 요망내용에 가장 적합한 계약을 제시할 의무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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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로커는 스스로가 신임을 부여한 보험자에 의하여 제 위험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권할 의무를 가진다. 고객이 브로커

가 찬성할 수 없는 선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브로커는 보험계약자

에 대하여 문서에 의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5) 브로커는 허위의 고지를 할 것을 권하거나, 고지를 동의한 후에 전

달하거나, 또는 위험의 질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오판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 요소를 제기하는 것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

6) 브로커는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직업상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가

진다.

7) 브로커는 고객의 명령을 엄밀히 실행할 의무를 가진다.

8) 브로커는 고객에 대하여 제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

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適宜勸告할 것에 유의해야 한다.

9) 브로커는 고객에게 보험의 규칙과 습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고객에게 명확하게 할 의무를 가진

다.

10) 브로커는, 고객에 대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하여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또한 그 피용자에 대하여 능력과 충성으로

부터 당연히 기대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함과 동시에 의무수행능

력을 높여 그것에 의하여 직업상의 지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확

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된다.

회 사에 대한 충성

11) 고객을 위하여 동등한 보장내용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추궁

하는 것은 브로커의 의무이다. 단, 이러한 추궁의 결과로서 보험료

의 계통적인 인하가 되어 보험회사가 고객전체에 대하여 제공하는

안전성의 제1조건인 회사의 지급능력이 손상되는 일이 결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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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

12) 브로커는 가능한 한 완전하고 자료가 정비된 명확하고 허위가 없

는 제안을 제시할 위무를 가진다.

13) 브로커는 간결한 제안이나 회람문서를 필요이상으로 제출함으로서

시장을 계통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으로, 「브로커의 관습」의 제1

조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취득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를 남용해

서는 안된다.

14) 브로커는 계약의 계획서나 계약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명확한 회사가 그것을 작성하는 것을 회피할 의무를 가진다.

15) 브로커는 계약체결시점 또는 계약기간중에 위험이나 기왕증에 대

하여 보험자에게 명시하기 위한 정보의 요청이 있으면, 모두 여기

에 성실히 응하여 보험자에게 있어서 유용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16) 확정적인 담보를 요청한 브로커는, 고객에 의한 그 보험계약에 대

한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중 실제로 위험을

담보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지급을 부담해야 한다.

17) 브로커는 고객의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지할 의무를 가진다. 일체의 사기적인 부정조작,

특히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조작을 행한

자는 다음에 규정되는 제 벌칙이 부과된다.

18) 브로커는 어떠한 때에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중재인으로서

행동할 의무를 가진다.

19) 브로커는 고객 또는 보험자로부터의 송금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브로커는 보험자로부터의 요구

가 있으면 즉시 미수령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료 업자 에 대 한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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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계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브로커는 어떠한 보험양식의

專有權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브로커는 이 건을 고객에 대하여 과

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21) 브로커는 당해업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요율인하

의 계통적 제공에 기초를 둔 고객개척을 행해서는 안된다.

22) 브로커는 동업자를 중상해서는 안된다. 동업자에 대한 비판은 은

근해야만 하고, 또한 기술적인 이유에 의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23) 브로커는 수수료반환제공(직접적 제공이나 간접적 제공에 관계없

이)에 의하여 고객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4) 브로커는 특별한 요금체계를 담보로 하여, 관습적인 수수료의 인

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5) 브로커의 행동의 자유와 독립성은 그 직업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브로커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26) 브로커는 공동의 어떤 사업의 개시 또는 경영에 있어서, 동업자간

의 약속사항을 성실하고 또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27) 브로커는 브로커의 관습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피해야 한다.

28) 브로커는 업계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자가 브로커의 관습에 위반

하고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 그것을 소속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29) 브로커는 업계의 이익을 위하여, 동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일체의 소송절차에 앞서 다른 한쪽의 당사자에 대하여 조합

에 의한 화해중재를 제안해야 한다.

일 반적 조항

- 336 -



30) 규약에의 찬동을 표명한 조합의 회원은 모두, 본 행동규범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한다.

31) 본 행동규범에서 정하는 제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은, 조합규약에

대한 모든 위반과 동등하게, 또한 후자의 경우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반은 조합의 懲戒部에 제소되어

규약에서 정하는 각종 처분에 맡겨질 수 있다.

S NCAR과 FFS A의 의정 서

1975년 11월 12일 의 정서

프 랑스 보험 회사 연합 과 S N CA R간 에 서 명

1977년 12월 5일에 일부 추가

(의정서 및 그 추가는 비 산업위험에만 관련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

다. 애매한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은 개인위험에 한한다.)

이하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 프랑스 보험회사연합. 본부는 파리 제9구 Chausseé d ' Antin가 3

번지에 소재. 대표자는 프랑스 보험회사연합회장 Michel Gaudet씨

와 보험회사 및 보험브로커의 관리관계의 개선에 관한 협정의 의

정서 제정을 담당하는 합동위원회의 보험회사측 회장 Guillaume

Legrand씨.

· 전국보험·재보험브로커조합. 본부는 파리 제8구 Am - sterda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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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지에 소재. 대표자는 보험·재보험브로커 전국조합위원장

Raymond Jutheau씨 및 상기의 합동위원회의 브로커측 회장

Philippe Quennouelle씨.

이하를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의 관리관계를 경감하기 위하여, FFSA라고 불

리는 프랑스 보험회사연합 및 SNCAR이라고 불리는 보험·재보험브로커

전국조합은, 제1단계로서 이하의 규정을 그 회원에 대하여 추천, 장려할

것을 확인하였다. 단, 이들 규정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적용은 당연히 브

로커와 각 회사간에 체결되는 사전계약에만 기인한다.

제 1장 판 매

1. 보장 의 효 력발 생의 파악

브로커에 대하여 보장제공의 승인이 부여될 경우, 이러한 승인은 명확하

게 정해진 양식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현재, 이러한 승인은 자동차부문(4륜- 2륜)에 있어서 존재하지만, 통일화된

양식을 받아들이는 기타 종류의 개인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의 방법은 승인된 양식으로 간주된다.

· 전화·텔렉스·전보

· t ime- stamp (l ' horodateur )

· carnet s식 증권

2. 신계 약의 신청

a) 보험신청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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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에 의한 확정적인 보증이 없는 신청

이러한 신청이 창구에서 행하여질 경우, 브로커가 보관할 사본에

수령인의 압인이 행하여진다. 이 수령통지는 회사의 승인 또는

거절결정의 잠정적 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 브로커에 의한 확정적인 보증부 신청

이러한 신청은 브로커에 의하여 서명되어, 보장교부 양식의 결정

시에 소정의 조건으로 회사에 통지된다.

b ) 각각 매우 다른 정보처리에 관한 각 회사에 고유의 요청 및 브로커

사무소 차원에서의 (신청에 관한) 구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장해에도

불구하고, 개인위험의 차원에서 신청서류를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보험신청은 필연적으로 3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즉, 발생한 과거경

력의 표시를 포함하는 위험의 기술, 보장의 성질 및 금액, 그리고

제시된 요율이다.

회사가 신청의 표준화, 특히 자동차보험에 있어서의 신청의 표준화

를 이룬 경우, 브로커는 우선 그것을 이용한다.

특별규정이 그 부문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단체화재보험을 제외하

고, 단체계약에 관한 모든 가입확인에는, 이것을 고려하여 간사회

사에 의하여 裏書된 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위험의

본질적 특징 및 과거의 경력, 보장의 간결한 성질 및 금액, 간사회

사의 명칭 및 지분, 그리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확인보고서에 포함

되는 사실인정을 포함한다.

3. 계약 변경 ·보 증 신 청

확정적인 보증을 포함하는 신청은, 상기 2의 a) 및 b)에 규정되어 있는

제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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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신청번호, 계약변경번호 또는 증권번

호)를 기재한 수령통지를 최단기간에 송부하는 방법을 취한다.

4. 서류 의 송 부· 계약 의 관 리

a) 브로커에 의하여 그 회사앞으로 서명된 계약의 변경이 보험료 및/

또는 보장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당해

변경은 브로커에 의한 고객앞의 「오른쪽과 같이 증명한다」는 문

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b ) 신청서에 기재된 보장 및/또는 보험료에 관하여 합의를 받을 수 없

을 경우, 또는 특정한 이의를 부여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서류작성

전에 회사의 책임자는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의 조정에

대하여 브로커와 연락을 취한다.

c) 브로커가 부속문서 또는 차입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위험에 한

정하고, 다른 위험 특히 개인위험에 대하여 보다 평이한 표현을 하

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5. 보험 료의 납입

브로커에 의한 상기 2 및 3에 관한 새로운 위험의 확정적인 보증부 신청

은, 상기 1에 관한 허가의 범위에서, 브로커에 대하여 상당하는 보험료지

급의 책임을 지게 한다.

모든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가증권의 교부시에 브로커에 의하여 자동적으

로 영수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브로커는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

연차지급기일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경우, 구기준에 의거하

여 발행한 기별령수증은 전과 다름없이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분의 비례분을 징수하거나 또는 반대로 보험료의 반환이 결정된다.

(전납에 의하여) 보험료의 거액의 할인이 예상되고, 또한 보험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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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요구할 경우는, 브로커는 징수해야 할 槪算 신보험료에 맞춘 전납

금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와 약정하고, 계약자에 대하여 재청구 또는 이행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상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회사에 즉각 이것을

우송한다.

제 2장 보험 사 고

1. 모든 보험 사고 (우박 ·가 축의 사망 ·비 행을 제외 )

a) 통지기한

1930년 7월 13일 법은, 보험계약자는 5일 이내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로커는, 그 통지를 수취하였을 때 회사와 개별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각 회사에 송부한다.

b ) 수령통지기한

보험금지급의 지시 및 관리의 조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령통지기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회사는 개별노력에 힘쓴

다.

이 취지하에, 장래 관리시스템의 변경시, 회사는 최초의 단계에서

수령통지발행의 준비에 노력한다.

2. 자동 차사 고

당사자간에 의한 공정증서가 앞뒤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계

약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추가고지는 없다. 회사의 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이 공정증서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경우, 부속관리서류를 간략하고 또한 표

준화할 것을 조건으로, 브로커가 여기에 기입한다.

회사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급에 대하여, 브로커가 지급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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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 경우에, 습관적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

」에 관해 직접 의뢰하는 것,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하여 「구상」에 관해

직접 의뢰하는 것에 따라, 두가지 경우를 구별하는 약정이 행하여졌다.

a) 손해보험

이들 보장은 신속한 지급을 필요로 한다. 단, 브로커가 완전한 일

건서류(고정의 예상 및 필요한 설명)의 2회째 제시(15일간의 간격

을 둔 제시)에 의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이 일건서류는

그 일건서류의 제시에 의거한 지급권한을 가지는 책임자에 의하여

수령된다.

b ) 구상의(습관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이외에 의뢰하는) 경우

이것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IRSA협정에서 규정된 것이다.

브로커는 보험금 지급부문의 조직도표의 보급을 희망한다. 회사는,

브로커가 제출하는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을 가진 책임자의

이름을 알리게 한다.

3. 자동 차 및 우박 이외 의 보 험사 고

3천프랑의 한도내에서, 브로커는 회사가 승인한 감정인을 브로커가 지명

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3천프랑 이하의 물질적 보험사고에 대하여(이 한도는 경제변동에 따라 1

년에 한번 수정된다),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수취의 지

급수표를 작성할 경우, 어떠한 지급영수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개별협정에 의하여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을 할 경우, 이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할 수 있다.

제 3장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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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기」 보험 료

회사가 브로커에 대한 지급통지의 연기를 승인하는 한, 이들 통지는 사전

에,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달의 1일보다 이전에 브로커에게 송부된다.

2. 수수 료

회사는 브로커에 대하여, 최저 월 1회 현행거래에 대하여 지급총계정의

제시를 요구한다. 보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유의 지급은 즉각 행

하여진다.

회사가 발행하는 보험료명세서에 관하여, 참고로 그 보험료와 대비하여

대응수수료를 표시한다. 회사는 영수보험료에 관한 수수료의 월차명세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브로커는 회사가 보험료를 수납하고부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들 수수

료를 인출할 수 있다.

3. 이행 최고

브로커는 적어도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기 15일 전에 이행최고를

통지하고, 이 통지는 불확정의 송부일을 기재한다.

회 사와 브로 커간 의 관 계에 관한

1975년 11월 12일 부 의 정서 의 추 가

1975년 11월 12일부 의정서에 이미 규정된 조치를 고려하여, FFSA와

SNCAR은 회사와 브로커간의 관리관계을 더욱 개선할 방법을 추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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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회계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자금의 징수를 촉진하기 위하

여

· 다른 한편으로, 수해 및 도난에 의한 손해사고영역에 있어서는 이

들 종목에 있어서 브로커와 회사의 협력에 의하여 만족스러운 보

험금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Ⅰ . 회계

A . 이행최고

1) 1975년 11월 12일 의정서는, 「브로커는 적어도 사본을 보험계약자

에게 송부하기 15일전에 이행최고를 통지하고, 이 통지는 불확정

송부일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브로커는 최고송부의 특정일을 알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회

사가 브로커에 대하여 송부하는 독촉의 사전통지에 등기우편의 송

부일을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서, 브로커

에 대한 사전통지의 송부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등기우편간의 확정

된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을 브로커에게 통지한다.

2) 서서히 이행최고는 해약통지에 필적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독립서

간에 의한 해약이 있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약통지의 사본을

브로커에게 제시한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환기된

다.

3) 해약시에 신임이 포기된다면, 브로커는 가능하면 포인트가 명확한

서간에 의하여 통지받는 것이 중요하다.

4) 브로커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수납에 관한 사

항에 대해서도 또한 고객에 대하여 개재한다. 최고의 사전통지는

양쪽의 경우에 대하여 유효하게 브로커에게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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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회사로부터 브로커에 대한 회람문서에 있어서 환기된다

(여기에 첨부한 회람문서의 모델을 참조).

B. 브로커에 의한 회사에 대한 지급

의정서에 의하면, 「회사는 브로커에 대하여 최저 월 1회 현행거래

에 대하여 지급총계정의 제시를 요구한다. 보험자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사유의 지급은 즉각 행하여 진다」(제3장, 제2절 제1항).

이 지급에 관한 段落은 이것이 준수될 경우, 충분하게는 간결하지

않다. 이 신속한 처리는 다수의 최고와, 회사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브로커에 대하여,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브로커가 명세표에 의하여 일반사례인 지급을 할 경우, 명세서는 2

주간 간격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도, 만일 월차명세서가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그들 명세서는 매월 15일 전에 회사에 송부되어

야 한다.

명세서의 송부빈도가 어떻든 간에, 최고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모든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브로커는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의 지급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점은, 회사로 부터 브로커에 대한 회람문서에 있어서 환기된다

(여기에 첨부된 회람문서의 모델을 참조).

C. 정기보험료리스트

의정서는 「회사가 발행하는 보험료명세서에 관하여, 참고로서 그

보험료와 대비하여 대응수수료를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장 제2절 제2항 참조).

수수료의 기재는, 회사가 그 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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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지표를 브로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D. 미지급금과 월차보고서

월차보고서가 브로커에게 발행될 경우, 그 보고서는 브로커가 고객

에 대하여 개재하는데 유용해야 한다.

E . 보험금의 지급

브로커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승인되어 있을 경우, 브

로커에 대한 반환기한은 회사에 의한 회계서류 수령일로부터 10일

을 초과할 수 없다.

Ⅱ . 보험 사고

A . 수해

1. 사고발생통지 및 협의에 의한 공정증명

협의에 의한 공정증명은 「수해」에 관해서는 아직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브로커는 CIDRE협정(Convention d ' indemnisation direct

et de renonciation à recour s dégâts de eaux , 수해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과 구상의 포기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는지 또는 의거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예를들어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협의에 의한 공

정증명에 의거하여 보험사고의 통지가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회사와 브로커는 협의에 의한 공정증명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인

정한다. 회사에 대하여 또는 SNCAR에 대하여 브로커가 증명에 필

요한 견본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이용된다. 회

사는 보험증권에 공정증명을 첨부하는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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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

· 감정인의 임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몇몇 회사는 그들의 회사가 습

관적으로 이용하는 감정인의 활동을 「부문화」하였다. 이 조직에

의하여 감정인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동일 부동산의 복수지역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감정인의 다수화를 피할 수 있게 한다.

API의 범주내에서 그 「부문화」정책을 발전시키고, 또한 동일부

문에 있어서의 공통의 감정인을 파견하기 위해 회사간의 협의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행하여졌다.

· 1975년 의정서는 3천프랑의 한도내에서, 브로커는 회사의 리스트에

의거하여 감정인 지명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

3.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지급은 책임자에 대한 불확정적인 구상권을 이유로 하여 지

나치게 자주 지연되고, CIDRE협정에 의해 규정된 단일 감정인의 원

칙은 충분하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 원칙에 따라 보험자에 의한 직접지급이 구상의 행사에 종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회사에 의해 감정인에 대하여 환기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CIDRE협정을 제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회합에 따라서 회사가 손

실액을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전보고를 감정인에게 요구하도록

회사는 권고되었다.

CIDRE협정의 결과, 가령 위험이 담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보가

없는 한 수령통지서에 서명하게 하는 일 없이, 감정인은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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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난

정확하고 진정한 통지를 받기 위하여, 보험사고통지의 도난에 대한

브로커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것을 위해 다음의 방법을 권고한다.

a) 체결시에, 브로커는 한편으로 예방조치방법의 개선을, 다른 한편으

로 사전감정이 없는 경우에 최대한의 사전증거(사진, 사양서 등)를

구성하도록 촉진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예방에 관한 계약상의 요청

과 사고발생후에 도난된 물품의 존재 및 가액을 입증할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b ) 통지는 종종 (도난의) 고소신청수령증에 한정된다. 브로커는 그 고

객에 대하여 별도로 자필통지를 송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c) 통지형식으로 브로커에게는 인쇄물보다 하기와 같은 표준화된 질문

표를 사용할 것이 요청된다.

· 보험계약자의 이름

· 도난이 행하여진 장소의 주소

· 도난의 일시

· 소송이 제기되었는지의 여부. 어느 당국에 대해선지.

· 조사는 행해졌는지. 누구에 의해선지.

· 누가 도난을 발견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발견하였는지.

· 도난이 구체화된 명확한 상황.

· 도난이 행해진 장소는 폐쇄되었는지, 어떠한 폐쇄방법에 의해선

지(자물쇠의 수 및 종류).

· 가택침입이 없는 경우, 어떻게 도둑이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있었

는지.

· 보험계약자의 혐의는 어떠한지.

d) 손실보고서에는 적어도 도난품 또는 분실물의 성질 및 가액에 관한

기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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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는 또한 그 재산의 출처(구매, 증여, 상속) 및 그 취득

일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는 진정하고 실제로 증명된 손실보고서를, 보통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 브로커는 감정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5년 11월 12일 의 정서 에의 추가 부속

회사 의 B ROKER에 대 한 회 람문 서 M ODEL

우리들의 관리 및 회계관계에 있어서, 또한 우리들 각각의 직무의 개선

및 경감의 배려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일 기초로 생각되는 다음

의 2가지 점에 대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허락된다.

1. 현행거래에 관한 지급명세표의 빈도

2. 최고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사항의 지급

<지급명세표>

여러분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월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되는 현

행거래에 관한 명세서가 문제로 되어 있다.

서서히 월중 1회만의 납입은 타당한 기간중의 보험료 미지급금을 분명

하게 하는데는 불충분하다고 우리는 확인한다. 따라서 최고의 사전통지의

송부는 이러한 관리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장해에 대해서는 무익하

다.

가속되는 경향을 가지는 이러한 상황전에 유일하게 타당한 해결책은

여러분의 사무소에 의한 15일마다의 결재명세서의 발행이라고 우리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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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15일마다의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이 명세서가 각월의 15일전

에 우리들에게 도달되도록 월차명세서의 발행일을 앞당길 것을 여러분에

게 요구한다.

<최고의 사전통지대상이 사항의 지급>

여러분에게 규칙적으로 송부하는 습관을 위하여, 여러분의 고객에 대한

개재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 수납을 보증한 사항 및 여러분의 회사가 직

접 요구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우리는 최고의 사전통지를 행한다.

관계보험계약자가 여러분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우리는 종래의 명세서

와는 별도로 보다 단기간내에 그 자금의 충당을 우리에게 허용하기 위하

여 우리들에게 송금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에 의하여 반대의견이 없

으면 우리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들의 정보부문에 의하여 자

동적으로 개시되는 최고의 송부를 회피한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금액은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요구가 여러분의 회계제도에 대하여, 구조의 변경을 또는 기

계화 되어 있을 경우는 프로그램의 수정을 야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일하게, 만약 우리들이 회계작업을 간략화하고도

또한 신속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결집하는 것을 성공하게 된다면, 다수의

관리상의 장해, 실수 또는 부적합이 제거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

다.

우리들은 이들 발생할 조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한다.

추신 - 여러분이 직접수납에 있어서의 거래에 대하여 인수하고 또한 우

리들 회사를 수취인으로 裏書한 수표가 결제명세서에 부가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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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 것은 또한 명백하지만, 이들 수표는 그 수취할 때마다 우리들의

「수납」부문에 송부되어야 한다.

S NCAR과 GAC I의 직무 규 정서 에 관 한 지 침

보험·재보험브로커전국조합(SNCAR) 회장인 Partick Lucas씨와 상공

업보험계약자단체(GACI) 회장인 Francine Lugagne씨는 3월중순에 열린

공동집회에서 대기업보험에 대하여 브로커와 위험관리자간의 새로운 계

약원칙을 공표하였다. 이하의 문서는 15년전의 前回지침인 ① 보험브로커

가 고객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참고목록 및, 금회의 ② 새

로운 지침이다. 《목록》은 그 당시의 전국보험·재보험브로커조합 회장

인 Philippe Quennouelle씨와 상공업보험계약자단체 회장인 Francois

Jaeger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① 보 험브 로커 가 고 객에 게 제 공할 가능 성이 있는 서비 스의

참고 목록

산업의 발달 및 우리 업계의 경제적 역할에서 인정되는 큰 변화를 고

려하여, 대규모 산업그룹에 대한 브로커의 위임내용이 엄밀하게 규정되어

명확하게 될 것을 바라는 상공업보험계약자단체의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

거하여, 수개월전에 보험·재보험브로커전국조합과 상공업보험계약자단체

의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금번 동위원회는 《보험브로커가 고객에

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참고목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

성하였다.

아래에 이 문서의 전문을 게재한다.

이들 원문의 결과로서의 명확화와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는 협의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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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소비담당국무장관인 Scrivener여사가 희망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평

가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특별히 협의하기 위하여 상공업보험계약자단체에 의해서 그

회원을 위해 조직된 회합이 원칙적으로 오는 3월의 최초 5일동안에 개최

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 회합에는 Quennouelle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전국보험·재보험브로커조합의 대표단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 이

회합의 개최기간중에 우리 대표자들은 현실주의, 개방 및 우리 시대의 동

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신중성에 입각하여 결성된 프랑스 브로

커업의 조합조직으로서의 입장을 다시 명확히 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

다.

<보험브로커가 고객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참고목록>

보험·재보험브로커전국조합과 상공업보험계약자단체가 승인을 한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본 목록이 계약합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업무상

의 약속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목록은 단순히 고객과 그 브로커의 관계를 명확히하여, 고객이 브로

커로부터 요청할 수 있거나,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前者

에게 알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Ⅰ. 예비적 직무와 고객에게 제공되는 항상적인 정보

한편 고객이 표명하는 요망, 다른 한편으로는 브로커에게 제공되는 보

험의 분야, 이 양자의 한도내에서 브로커는 이하의 각 사항을 위하여 가

능한 모든 것을 행한다 :

1. 고객이 정하는 제 위험의 보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공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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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상적인 거절항목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

2. 시장의 상태 및 해당 위험에 대한 시장의 보장능력에 대하여 조사

하는 것

3. 위험을 담보하는 양식(전면적 담보, 계약에 의한 담보의 제한, 일부

부담보, 부분적 자기보험, 조정 내지 수정가능한 보험 등)을 논의하

는 것

4. 프랑스 및 외국의 주요한 보험시장과 담보의 새로운 가능성의 일반

적 동향(과거의 동향 및 사전에 합의한 간격별 동향)에 관한 모든

문서를 고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Ⅱ. 조사와 위험의 판매

1. 필요성이 인정되면,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거한, 주요 사업

소의 조사에 의한, 각종 위험의 상세한 분석 및 이들 위험의 담보

양식의 결정

2. 실제로 관계되는 위험에 적합한 《보험신청》의 설정 및 고객이 희

망할 경우에는, 보험자와의 협의에 앞서 그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

신청을 제시하는 것

3. 고객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 지시의 한도내에서 고객의 요망에

대응하는 시장조사

4. 보험자 및 필요가 있으면 간사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조언. 고객에

가장 광범위한 보장을 확보하고, 보험료에 대한 보장의 비율이 최

대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위험의 구체성과 합치하는 보험계획안을 수립할 것. 이 계획은 요

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보험의 인수, 판매. 시장가능성의 한도내에서의 이후의 부담보부분

의 재판매. 담보가인수증을 검사하여 고객에 송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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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계약과 그 부속문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

8. 보험계약자에 의한 서명과 지급에 앞서 보험증서 및/ 또는 계약변경

증과 보험료정산서의 검사

9. 문서의 정비와 수령한 보험료의 보험자에 대한 지급

Ⅲ. 보험계약의 관리와 위험의 감시

1. 보험계약의 기한 :

· 기한부 보험계약에 대한 유효기한의 인정

·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요청되어, 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식화되는

조사(조건의 수정을 수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의 대상을 이루

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해약의 사전통고 환기

· 보험자의 보험료지급 요구의 확인

· 물가슬라이드방식 조항의 효과 감독

2. 합의를 얻은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보장의 유효성 유지를 목적으

로 한 보험계약자의 의무조항 확인. 보험대상이 되어 있는 가액의

최신화. 보험자에 대해서 행하는 고지. 위험의 구체성에 관하여 발

생하는 변경

3. 정기적인 고지의 청구

· 보험대상물의 가액, 재고품

· 총매출액·임금 등의 고지

4. 보험계약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a ) 예상되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 알고 있는

요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다.

b ) 현재 유효한 보장의 범위에 관하여 유용한 모든 지표를 나타낸

다. 당연한 것이지만, 브로커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 보장의 형

태에 대하여 관계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해석의 보증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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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c) 제3자와의 계약에 기입되는 책임과 보험의 제 조항을 정함에 있

어서의 단순한 조언자격에서의 원조

d) 보험계약에 부속되는 제 조항의 해석을 원조할 것. 보험회사로부

터 관계사항에 대하여 유용한 모든 설명 및 확인을 받을 것. 보

험계약자가 적당한 시기에 브로커에게 통지하게 되는 새로운 상

황에 보험의 제 조건을 가능한한 적합하게 할 것.

e) 단순한 조언자의 자격으로 보험에 관련하여 예방과 보호면에서

고객을 원조할 것. 이 원조는 공동합의하에서의 주요 위험의 정

기적 검사에 의하여 현재 보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위험에 대

해서, 그리고 신규업무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Ⅳ.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절차에 따를 것 :

1. 신청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업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

험사고의 신고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고객을 원조할 것. 이 업무는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실시한다.

2. 보장내용의 확인

3.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장 양호한 지급을 받기 위해 고객을 원조

할 것 :

·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또는 파견하게 할 것

· 보험자 또는 제3자와의 필요한 회합을 설정할 것

· 보상금의 지급안을 제출할 것

· 보험자 및 기타 관계당사자에게 빈번하게 지급청구를 행할 것

4. 《손해》보험분야에서 - 민사책임보험을 제외하고- 고객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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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계약형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별 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비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것

5. 《민사책임》보험의 분야에서 관계보험자로부터 보험료와 지급보험

금의 비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가능한한 얻을 것

② 직 무규 정서 에 관 한 새 로운 지침 (1991년 3월 )

(전문)

1. 이 직무규정서는 (위험명)에 관한 (종류명) 보험에 대해서 적용한

다.

2. 이 직무규정서는,

a ) 보험신청의 조사를 위한 브로커의 임무범위와 내용을 규정한다.

b ) 보험계획서가 채용된 경우, 신청을 받은 보험의 판매관리에 관한

위임장에 의하여 완성된다.

3. 브로커의 직무에 대한 반대급부는 신청을 받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취되는 순보험료액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수수료의 형식을

취하는 보수이다.

4. 브로커가 부담해야 할 직무상의 책임은 이 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

에 의하여 규정된다.

5. 이 직무규정서는 보험계획서의 입안단계부터 신청을 받은 보험계약

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 소멸할 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본문)

제 1 조 (조 언과 원조 : 브 로커 업무 의 성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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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격에서 그 위임자의 이익을 위하

여 요청을 받는 조언과 원조를 실시할 의무를 수행한다. 이 의무

는 특히 규칙과 직업윤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보험이라는 수

단에 의한 제 위험의 보장에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a ) 관리

· 사무적 관리

· 기술적 관리

· 예방

b ) 정보

· 계약보장사항 또는 위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률

· 규칙 또는 법률의 동향에 대하여 위임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것

· 시장의 동향과 제안가능한 보장의 제 가능성의 동향에 대하

여 위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 브로커는 위임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정당하게 평가하

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확하고 또한 실수없이 고지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 브로커는 위임자에 대하여, 계약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사전통고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자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

· 당해년도중에 변경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어떠

한 것인가에 대해서, 위임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게다가 보험

계약의 발효후 즉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브로커의 의무

이다.

· 브로커는 위임자에 대하여, 위임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에 대하여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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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보 험계 획의 조사 )

사전조사 및 보험계획의 입안에 관련되는 브로커의 직무범위은

가망고객(prospect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 것으로 한다.

가정 1 : 브로커는 시장조사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의 작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 요소(질문표,

감사, 위험조사)의 수집을 담당한다.

가정 2 : 브로커는 가망고객이 준비한 입찰모집에 의하여 시장조

사를 실시한다.

제 3 조 (보 험의 판매 와 보 험계 약의 체결 )

1. 판매

위임자가 승낙한 보험의 판매는 브로커 또는 위임자가 선정한 보

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하에서 브로커가 실시한다.

2. 계약의 체결

브로커는 위임자에 대하여 위임자에게 보장과 거절의 범위를 이

해시킬 수 있는 모든 설명을 행한다.

제 4 조 (보 험계 약의 사무 적· 기술 적 관 리 )

1. 목적

보험계약의 사무적·기술적 관리의 취지는 보장사항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장사항을 기업, 그 필요성 및 위험 성격의 동향에 적

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관리는 보험계약의 인수와 불가분한 연장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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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합의를 얻은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보

장대상으로 되어 있는 위험의 성질과 범위와 관계되는 일상적인

정보의 내용을 정하여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

브로커는 관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위험조사의 조정을 도모하고

여기에 참가한다.

2. 보험료의 지급

브로커는 기한별로 위임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청구한다.

브로커는 보험료가 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가 있으면 유용한 재촉을 실시한다.

특별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브로커는 보험자와 계약한 기

한내에 위임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후자에게 전송할 의무를 진

다.

위임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는 상용사업년도말 이전에 다

음 사업년도에 관한 지급기한의 期日一覽을 위임자에게 송부한다.

이 일람에는 보험계약의 번호, 그 기일 및 각각의 경우에 응하여

실질 또는 예상되는 각 회 보험료액이 포함된다.

3. 양식의 변경

보험계약을 현재상태에 맞추기 위한 변경에 관련되는 관리의 양

식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 단,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a ) 정기적 수정

보험계약을 현재상태에 맞추기 위한 변경은, 브로커 주도하에

그 책임에 있어서 적어도 각년도별의 기한에 실시한다. 브로커

는 위임자에 대하여 보장사항의 유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요소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실시절차는 위임

자의 선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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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 : 브로커가 제안하는 방법론에 따른다. 이는 다음 사항에

적응한다.

· 위임자(독립회사, 그룹의 자회사 - 그룹자체가 내국적 성격

인지 국제적 성격인지 관계없다 - )

· 보장사항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계약 제 조항

가정2 : 위임자가 설정하여 브로커가 수락한 프로그램에 따른다.

b ) 연도도중의 수정

연도중에 변경이 행하여진 경우, 이 변경은 위임자가 제공한 정

보를 기초로 하여 브로커가 실시한다.

4. 계약문서

브로커는 위임자에게 교부되는 계약문서의 내용, 특히 그 내용이

수취한 이하의 제 지시와 합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즉 :

· 담보가인수증과 보험증권의 내용

· 보험계약서

· 보험료의 청구

제 5 조 (지 급보 험금 의 사 정 )

가정1 : 브로커는 아래에 기술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사

무관리를 인수한다 ;

1. 신고

브로커는 위임자가 보험금지급의 확실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 요소를 모두 갖추는 것을 보조한다.

브로커는 신고를 보험자에 지체없이 전송한다.

2. 지급업무의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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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보험자로부터 인수하게 될 위임내용에 따라 자신의 책

임으로 귀속되는 모든 관리행위를 성심성의로 실시한다.

브로커는 보험자의 하에서 지급업무의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지급이 신속하게 행하여지도록 노력한다.

브로커는 보장의 완전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

3. 위임자에 대한 정보제공

지급案의 정당성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인 위임자는 보험금지급

사고에 관한 업무의 추적조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 위임자가

행하게 되는 제 결정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브로커로부터 받는다.

책임보험에 관해서는 위임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브로커는 위임자

가 그 거래관계상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제3자에 관한 서류에 보험

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4. 지급

브로커는 지급案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위임자

에 송달한다.

브로커는 보험자에 의한 지급의 신속한 실시를 감독하고, 위임자

또는 위임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지급금을 송금한다.

가정2 : 위임자는 브로커의 협력에 의해서 정해진 제 기준에 따

라 보험금지급사고에 관한 지시와 그 지급에 개입할 권

리를 유보한다.

제 6 조 (통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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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그 위임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

· 보험자와의 교섭

· 위임자가 관리하려고 하는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또한, 특히 브로커가 보유하거나 또는 브로커가 보험자로부터 받

은 통계자료(보험계약별 또는 사고종류별 보험금지급사고와 보험

료와의 비율 등)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추 가급 부 또 는 신 규급 부 )

브로커는 그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제공과 수수료간의 균

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그 서비스제공 범위의 확대에 암묵적으

로 동의한다.

위임자는 보수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추가서비스의 제공을

브로커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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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다 등 록 보험 브 로커 법

제 1 조 (해 석 )

본 법에 있어서

(a) 신청자 (applicant )라 함은 본 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신청한 개인,

합자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b) 조사위원회 (board of inquiry )라 함은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조

사위원회를 말한다.

(c) 등록증 (certificate)이라 함은 본 법에 의거하여 발행된 동록증을

말한다.

(ca) 보험감독관 (commissioner )이라 함은 보험법에 의거한 보험감독

관을 의미한다.

(d) 고충처리위원회 (complaint s committee)라 함은 본 법에 의거하

여 설치된 이사회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e) 이사회 (council)라 함은 온타리오주 등록보험브로커 기관의 이사

회를 말한다.

(f) 계약 (contract )이라 함은 보험법에 있어서의 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동 법에 정의 된 생명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g ) 법인 (corporation)이라 함은 온타리오주 등록보험브로커 기관으

로 알려져 있는 법인을 말한다.

(h) 제재위원회 (Discipline Committee)라 함은 본 법에 의거하여 설

치된 이사회의 제재위원회를 말한다.

(i) 부적격자 (incapacitated 회원)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불안

정 또는 심신의 이상으로 공중 또는 회원의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등록보험브로커로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원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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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 ) 보험 (insurance)이라 함은 보험법에 있어서의 보험과 같은 의미

를 갖지만, 동 법에 정의된 생명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k) 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t )이라 함은 보험법에서 말하는 대리

점을 의미한다.

(l) 보험브로커 라 함은 온타리오주의 사람 또는 재산에 관하여 공중

과 직접거래를 행하며, 이하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보수, 수수료 또

는 기타의 유가물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ⅰ) 보험자와의 사이에서 당해보험자를 대리하여 당해 보험을 가인

수하고, 보험계약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협정의 교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권유, 교섭 또는

획득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ⅱ)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업무의 협조를 포함한 위험관리

서비스(risk management service)의 제공

(ⅲ) 보험 또는 재보험에 관한 상담 또는 조언의 제공

(ⅳ) 보험상담직에 종사하거나 보험증권, 보험설계에 대한 검사, 감

정, 재심사, 평가를 행하거나, 상기에 관하여 권고 또는 조언을

행하는 일.

(m ) 관리자"라 함은 온타리오주 등록보험브로커 기관의 관리자를 말

한다.

(n ) 회원"이라 함은 보험브로커로서의 업무를 영위하는 본 법에 의거

하여 등록된 개인, 합자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o) 장관 이라 함은 소비자·상업담당장관(minister of consumer and

commercial relations)을 말한다.

(p) "위법행위 (misconduct )라 함은 규칙에 정의된 위법행위를 말한다.

(q) 인 (per son )에는 합자회사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포함된다.

(r ) 공중 (public)이라 함은 보험자, 보험브로커, 손해사정인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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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대리점 이외의 자를 말한다.

(s ) 자격·등록위원회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committee)라 함

은 본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이사회의 자격·등록위원회를 말한

다.

(t ) 등록보험브로커 (registered insurance 브로커)라 함은 보험브로커

로서의 업무를 영위하는 고로, 본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

다.

(u ) 감독국장 (superintendent )이라 함은 보험감독국장을 의미한다.

제 2 조

제(1)항 (금지)

본 법에 의거한 등록보험브로커가 아닌 경우, 어떠한 자도 보험브로커로

서 활동할 수 없다.

제(2)항 (예외)

이하의 자에게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 직업상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인

(b) 면허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보험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c) 면허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보험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부여받은 손해사정인

(d) 재보험브로커만으로서 활동하는 개인, 합자회사, 법인

(e) 여행업법에 의거 등록되어 여행상해·질병, 수화물 또는 여행취소

보험에 관하여 활동하는 자

(f) 본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의 피고용자로 고용자를 위하여 또는

고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소에서 사무 또는 관리상의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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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종사하는 자

(g ) 당해자가 대리점, 브로커 또는 보험자로부터 보수, 수수료 또는 기

타의 유가물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고용자의 재산 또는 위험에

관한 보험의 획득, 유지에 관하여 당해 고용자를 대신하여 보험의

교섭, 획득,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 그 자

회사, 관련 회사의 정규 봉급 종업원

(h ) 본 법에 의거하여 임명된(신탁기금의) 수탁자(trustee)

(i) 당해자가 보험계약의 권유, 교섭 또는 획득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자, 그 자회사, 관련회사 또는 그들의 종업원, 고급 간

부 또는 이사

(j ) 규칙에 의해 제외되는 기타의 자

제 3 조

제(1)항 (금지)

본 법에 의거하여 증명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를 보험브로커 또

는 본 법에 의거한 증명서의 보유자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제(2)항 (명칭의 사용)

본 법에 의거한 등록보험브로커로서의 증명서가 없는 한, 어떠한 자도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R.I.B .(Ont .) 의 명칭 또는 그들을 표시하거나 그

들과 유사한 기타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조

제(1)항 (법인의 존속)

온타리오주 등록보험브로커 기관은 주식자본 없이 본 법의 목적을 위하

여 물적·인적 재산을 취득·보유·처분 및 거래할 권한을 가지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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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존속한다.

제(2)항 (목적)

법인은 본 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한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다.

제 5 조

제(1)항 (회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는 법인회원이다.

제(2)항 (회원가입 탈퇴)

개개의 회원은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신청하므로써 탈퇴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등록은 취소된다. 단, 당해 회원이 그 회원인 기간에 행

한 행동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법인에게 위임된다.

제(3)항 (수수료의 미지급에 의한 등록의 취소)

관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미지급의 사실

및 법인의 권한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통지

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의 권한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제(1)항 (이사회)

이사회는 기관의 관리기구인 동시에 업무 집행기관으로 기관의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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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구성)

이사회는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a ) 소정의 방법으로 회원에 의해 선임된 법인의 개인 회원 8명.

(b) 법인회원 이외에 주정부(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에 의

해 임명된 3명.

제(3)항 (이사의 수 변경)

주정부는 규칙에 의해 이사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회원 중

적어도 4분의 1은 법인회원 이외에서 주정부가 임명한 자이어야 한다.

제(4)항 (경과조치)

제(2)항 (a)에 관계없이 본 법의 시행시점에서 주정부는 법인의 개인회원

중에서 3년의 임기를 가진 자 4명, 5년임기의 자 4명, 합계 8명을 이사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항 (임명)

제(2)항 (b )에 의거하여 임명된 모든 자는 4년 이내의 임기로 임명되며,

동시에 임기만료시에 일회에 한하여 재임될 수 있다.

제 7 조 (투 표자 격 )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개인회원은 이사회의 회원 선거의 투표

자격을 가진다.

(a ) 본 법에 의거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

(b ) 소정의 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 불이행이 없는 자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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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 부회장)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 및 한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

을 선임한다.

제(2)항 (관리자 및 고급간부)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 및 기타의 고급간부 또는

사용인을 필요에 따라 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임명할 수

있다.

제(3)항 (정족수)

적어도 법인의 회원이 아닌 자 1명을 포함한 이사회의 회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제 9 조

제(1)항

보험감독관은 법인을 등록보험브로커의 서비스를 받는 모든 자의 대표로

서 인정하며, 아울러 법인에 대해 감독권한을 가진다.

제(2)항

법인은 보험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정보 및 재무제표를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1)항 (법인의 연차보고)

법인은 각 회계년도의 종료후 4개월 이내에 회원 및 장관에 대하여 이하

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년도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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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된다.

(a )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에 관한 감사역의 보고서

(b ) 원인, 유형 및 처분 내용에 의해 분류된 회원에 대한 고충의 개요

(c) 원인, 유형 및 처분 내용에 의해 분류된 회원에 대해 취해진 제재

조치의 개요

(d) 등록신청 및 그 처리의 개요

(e) 회원의 규모 및 형태에 의해 분류된 회원에 관한 통계

(f) 이사회가 심의중인 운영방침 및 운영방침 또는 계획에 의하여 제

안된 변경내용

(g ) 법인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또는 장관이 요구한 기타의 정보

제(2)항 (감독국장의 연차보고)

감독국장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검사에 관

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 및 감독국장의 보고

서를 의회의 개회 중에 또는 개회 중이 아니라면 차기 개회 중에 심의하

지 않으면 안된다.

제 11 조

제(1)항 (부속정관)

이사회는 본 법 및 규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

여 이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 법인의 인장

(b ) 법인에 의한 문서의 작성

(c) 법인의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 및 업무의 감사

(d) 법인의 회장, 부회장 및 기타의 고급간부의 선출수속, 그들 임원의

결원보충 및 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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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사회의 소집, 개최, 운영 및 이사회 회원의 의무

(f) 법인의 총회 소집, 개최 및 운영

(g ) 이사회 및 위원회 회원의 보수,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상의

필요경비

(h) 결원의 보충 및 정족수의 결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이사회의 위원

회의 임명, 구성, 권한 및 직책

(i) 서식 및 그 사용

(j ) 부속정관의 작성, 수정 및 폐지의 수속

(k ) 법인의 재산 관리

(l) 회원의 연회비 및 특별한 부과지불, 증명 및 검사수수료의 지불

(m ) 법인의 신용대출로써 금전의 차입 및 법인의 차입금, 기타 부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법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

양도저당권, 저당권, 질권의 설정

(n ) 법인의 자금의 사용 및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보험법에 의거

하여 보험주식회사 및 상호보험회사에 수시 인정되는 투자대상에

투자 또는 재투자하는 것.

(o) 회원자격의 분류 및 각각의 분류명칭 및 그에 부대하는 조건

(p) 법인, 이사회, 위원회 및 회원에 의한 기록의 보관

(q) 관리자의 책무와 권한

(r ) 법인의 목적달성 및 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

되는 기타 모든 사항

제(2)항 (上同)

제(1)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부속정관의 부본 및 수정은

(a ) 감독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b ) 법인의 정식 실무검사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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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서명된 부속정관 및 결의)

이사회의 모든 회원에 의해 서명된 부속정관 또는 결의는 그 목적을 위

해 정식으로 소집, 구성, 개최된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

효하다.

제 12 조

제(1)항 (위원회의 설립)

이사회는 이하의 위원회를 설립한다.

(a ) 자격·등록위원회

(b ) 하나 또는 복수의 고충처리위원회

(c) 제재위원회

이사회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또는 추가적 위원회를

수시 설립할 수 있다.

제(2)항 (일반위원)

주정부는 법인 또는 이사회의 회원 이외의 자로서 고충처리위원회 및 제

재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에 적합한 자를 일반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

다.

제(3)항 (임기)

제(2)항에 의거한 모든 자의 임명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또한 임기만료시에 일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제(1)항 (등록증의 발행)

본 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관리자는 이사회가 실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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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가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청자에 대하여 등록증명서 또는

갱신증명서를 발행하고, 자격·등록위원회에서 등록 또는 갱신이 거절된

모든 신청자에 대하여 조회한다.

제(2)항 (자격·등록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자격·등록위원회는 등록 또는 갱신을 신청한 자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이사회가 실시 또는 인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험에 합격할

것 및 자격·등록위원회가 결정한 수수료를 지불 또는 자격·등록위원회

가 정한 추가적인 연수를 받게할 수 있다.

제(3)항 (증명서의 발행·거절)

자격·등록위원회는 관리자에 대하여 등록증명서 또는 갱신증명서의 발

행 또는 거절을 지도할 수 있다.

제(4)항 (자격의 재평가)

자격·등록위원회는 회원 자격을 재평가하고, 위원회가 정한 실무교육과

정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소정의 적격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회

원의 등록증의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5)항 (등록부)

관리자는 등록증을 받은 모든 자의 등록의 조건, 취소, 정지, 말소, 완료

또는 기타의 소멸, 갱신 및 자격·등록위원회 또는 제재위원회가 지시하

는 기타의 정보를 기록한 등록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1)항 (등록거절의 제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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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위원회가 신청자에 대하여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거절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위원회의 제안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항 (면제)

제(1)항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또한 그 등록이 제재위원회의 결정

에 의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된 자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거절할 때에

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 (청문 또는 재심 요구의 통지)

제(1)항에 의거한 통지 가운데 신청자가 당해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에 위원회에 대하여 청문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자격·등록위원회

의 청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제(4)항 (청문 또는 재심에 관한 자격·등록위원회의 권한)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청문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5)항 (사실 인정)

청문에 따른 위원회의 사실 인정은 소송수속법(statutory power s

procedure act )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통지된 증거 또는 주요 사

실에 전적으로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항 (청문의 수속)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본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수속에 필요한 수정을 가한 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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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청문 또는 심사 후의 위원회의 권한)

청문 또는 심사 후 위원회는 이하의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a )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여 확정시킬 것

(b) 신청자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등록조건으로서의 자격시험 혹은 추

가적 연수 또는 그 양방을 모두 받을 것을 요구할 것

(c) 신청자가 등록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

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에 따라 적당한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관리자에게 지시할 것.

제 15 조 고 충처 리위 원회

제(1)항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인원수로 구성되며, 적어도

위원회의 위원1명은 법인회원이 아닌 자이고 또한 주정부에 의하여 이사

회 또는 일반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아니면 안된다.

제(2)항 (임명)

이사회는 법인의 어떠한 개인회원이라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에 임명

할 수 있다.

제(3)항 (타위원회에서의 위원 자격)

제재위원회의 위원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위원장)

이사회는 각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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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정족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제 16 조

제(1)항 (의무)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인의 어떠한 회원의 행위 또는 행동에 관한 고충에

대해서도 이것을 고려하여 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위원회는 이하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a)에 의거하여 활동할 수 없다.

(a) 서면에 의한 고충이 관리자에게 제출됨과 동시에 조사되고 있는

회원에게 그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고충이 통지되고, 당해 회원

이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 또는 진술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어도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진 경우

(b) 위원회가 그 고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행한 경우

제(2)항 (上同)

위원회는 입수한 정보를 이하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a) 당해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지시하

는 것

(b) 당해 사안을 (a )에 의거 위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

(c) 당해 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본 법 혹은 규칙, 부

속정관에 모순되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것

제 17 조

제(1)항 (제재위원회)

제재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소정의 인원수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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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4명은 법인의 회원이 아닌 자이고, 주정부에 의하여 이

사 또는 일반위원에 임명된 자가 아니면 안된다.

제(2)항 (임명)

이사회는 법인의 어떠한 개인회원이라도 제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항 (위원장)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원인 제재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

한다.

제(4)항 (패널의 구성)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문을 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회원으로서 임명된

자 또는 주정부에 의해 일반위원에 임명된 자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

원으로 구성된 패널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해 제재위원회의 패널은 정족

수의 출석이 있으면 제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정족수 및 결의)

이사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된 자 또는 주정부에 의해 일반위원으로 임명

된 자 1명을 포함하여, 제(4)항에 의거 선임된 패널의 3명의 회원이 청문

을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고, 모든 제재 결정에는 청문을 총괄하는 제재위

원회 회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요구된다.

제(6)항 (일반위원의 무능력)

제재위원회의 패널이 청문을 개시한 후 이사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된 자

또는 주정부에 의해 일반위원에 임명된 자가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나머지 회원은 그 자의 부재에 관계없이 청문을 종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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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7)항 (이사회에 의한 위탁)

이사회는 제재위원회에 청문의 개최를 지도하고 회원의 위법행위 또는

능력의 결여에 관한 특정의 주장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8 조 (제 재위 원회 의 의 무 )

제(1)항

제재위원회는 이하의 사항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a) 이사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해 지시된 경우, 회원의 위법행

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에 관한 주장에 대해 청문을 행하여 심의하

여 결정을 내리는 일

(b) 제 16 조 및 22조에 의거 위탁된 사안에 대해 청문을 행하여 심의

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c) 이사회에 의해 위탁된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일

제(2)항 (上同)

위법행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에 관한 주장에 대한 청문의 경우, 제재위원

회는 이하의 사항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a)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심사하여 당해 사안의 사실을 확인

할 것

(b) 증거자료 및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주장의 증명여부를 판정할 것

(c) 증명된 주장에 관하여 당해 회원이 위법행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

여부를 판정할 것

(d) 당해 회원이 위법행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되는 벌칙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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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위법행위)

이하의 경우, 회원은 위원회로부터 위법행위에 의하여 유죄의 결정을 받

는다.

(a) 유죄판결에 의하여, 등록보험브로커로서 행한 회원의 행위에 대하

여 유죄의 심의결정을 받은 경우

(b) 회원이 규칙 가운데 정의된 위법행위에 의하여 제재위원회에 의해

유죄의 심의결정을 받은 경우

제(4)항 (적격성의 결여)

제재위원회는 회원이 보험브로커로서 활동하는 기간에 지식, 기량 혹은

판단의 중대한 결여를 보이거나 또는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견 가운데 당해 회원에 대해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5)항 (제재위원회의 권한)

제재위원회가 회원을 위법행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에 의해 유죄라고 인

정하는 경우, 이하의 사항을(하나 또는 그 이상) 명할 수 있다.

(a ) 회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

(b )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

(c) 회원의 자격에 소정의 기간, 위원회가 지시하는 조건에 따라 제한

을 가하는 것

(d) 회원을 징계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징계의 사실을 등록부에 기

재하도록 명하는 것

(e) 규칙으로 규정된 최고액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

각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 당해 벌금은 統合歲入基金(the

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회원이 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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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주의 출납국장에게 지불된다.

(f)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기간, 소정의 조건으로 벌칙 적용의

정지 또는 연장을 명하는 것

(g ) 고충을 주장한 자가 심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도록 회원에게

요구하는 것.

제(6)항 (비용)

심판 수속의 개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재위원회는 법인에 대하

여 회원에게 그 비용 또는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제(7)항 (유예)

제재위원회가 위법행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를 근거로 회원의 자격의 취

소, 정지 또는 제한을 행한 경우, 상소를 받은 재판소가 별도의 사항을

명하지 않는 한, 판결에 대해 상소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결정은 즉시 효

력을 발한다.

제(8)항 (제재위원회의 결정 내용의 통보)

제재위원회는 회원의 위법행위 또는 적격성의 결여에 의해 유죄라고 결

정한 경우, 당해 결정 내용을 회원의 행위 또는 행동에 관하여 고충을 주

장한 자에게 통보한다.

제(9)항 (위원자격의 계속)

제재위원회에서의 심판수속이 개시 된 경우에 청문을 담당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원의 임기가 증언이 청취된 후, 당해 수속이 종료되기 전

에 만료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그 임기가 만료 또는 소멸하

지 않은 것으로서 당해 수속을 종결시키기 위해 계속 제재위원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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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한다.

제 19 조

제(1)항 (심판수속의 당사자)

제재위원회의 심판수속에 있어서는 법인 및 당해 수속에 있어서 행위를

조사받는 법인의 회원이 당사자로 된다.

제(2)항 (증거서류의 조사)

제재위원회의 심판수속의 단계에서 그 행위가 조사되고 있는 회원은 청

문에 제출될 문서 혹은 증거서류 또는 청문에 있어서 그 내용이 증거로

될 보고서를 심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3)항 (청문을 행하는 위원에 의한 조사 등의 제한)

청문을 행하는 제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그 문제를 제재위원회에

위탁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예비청문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이 행해지기 이전에 청문의 주요 사항의 조사에 참가해서

는 안되며 또한 청문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 또는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

제(4)항 (비공개)

소송수속법에 관계없이 제재위원회의 청문은 비공개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그 행위를 조사받고 있는 자가 청문이 개최되는 날 이전에 관

리자에게 통지에 의해 별도의 요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청문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a ) 공안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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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상세한 재무상 또는 개인적인 사항의 공표가 공개적으로 청문을 행하

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

제(5)항 (증거의 기록)

제재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은 기록되어야 하며 또한 요구된 경우, 그것에

대한 등본 또는 기록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항 (증거)

소송수속법에 관계없이 민사재판으로 인정되지 않은 증거는 제재위원회

에서도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제재위원회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모두 제

재위원회에서 인정된 증거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항 (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위원의 한정)

청문에 따라 제재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한 위원은 청문을 통하여 출석하

고 증거 및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 자가 아니면 안된다.

제(8)항 (증거서류의 반환)

제재위원회의 청문에 제출된 증거서류, 증거물은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

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결정이 내려진 후, 일정기간 내에

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20 조 (조 사위 원회 로의 위탁 )

제(1)항

관리자는 어떤 회원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

를 행하고 당해 회원에게 통지를 한 후, 적어도 2명의 법인 회원 및 당해

사안을 조사할 의무를 가진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1명의 이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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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에 그 취지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항 (검사)

조사위원회는 적절한 조사를 행한 후, 당해 회원에게 위원회가 지정한 자

격있는 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해

회원이 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

회는 당해자가 검사에서 적격으로 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제(3)항 (자격·등록위원회에 의한 청문)

조사위원회는 그 인정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사본과 제(2)

항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사본을 당해 회원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는 그 증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청문을 행

하도록 자격·등록위원회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이사회는 적

격성에 관한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당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제(4)항 (당사자)

법인, 적격성을 조사받고 있는 자 및 자격·등록위원회에 의해 특정된 기

타의 자가 본 조에 의거한 수속의 당사자이다.

제(5)항 (의학적 증거)

법적 자격을 가진 의사는 청문에 있어서 의학적 증거를 구성하는 환자의

병력, 각서 또는 기타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의학적 사실, 소견 및 치료법을 포함한 보고

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고서는 의사에 의해 서명되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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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당해 수속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a) 기관에서 증거를 요구받은 경우, 적어도 청문이 개최되기 5일 전

까지

(b)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로부터 증거를 요구받은 경우, 적어도

증거로 제출되기 5일 전까지

보고서는 내용에 관한 증명 또는 당해 보고서를 작성한 법적 자격을 가

진 의사의 서명에 관한 증명 없이 증거로서 채택되지만, 증거로서 보고서

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당사자는 의사를 출두시켜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심문할 권리를 가진다.

제(6)항 (자격·등록위원회의 권한)

자격·등록위원회는 청문 후,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a ) 그 회원이 부적격자인지 아닌 지의 심의결정을 내릴 것.

(b ) 그 회원이 부적격자라는 심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명령에 의해

(ⅰ) 그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것

(ⅱ)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정지시킬

것

(ⅲ)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자격에 첨부할 것

제 21 조

제(1)항 (재판소로의 상소)

제재위원회 또는 자격·등록위원회의 심리에 있어서 어떠한 당사자도 그

심의결정 또는 명령을 관할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2)항 (상소에 관한 재판소의 권한)

본 조에 의거한 상소는 법률 혹은 사실 또는 그 양방에 관한 쟁점에 대

- 385 -



해 행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상소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지지하거나 파

기하고, 위원회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생

각한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게다가 상정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대신하여 판단을 내리고 또한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절차에 따

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청문하도록 그 사안을 위원회에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 22 조

제(1)항 (등록 또는 등록증의 회복)

본 법에 의거한 이유에 의해 등록증의 취소 또는 정지를 받고 있는 자는

언제라도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등록증의 발행 또는 정지의 해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제(2)항 (제재위원회로의 조회)

관리자는 그 신청을 제재위원회에 조회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취소 또는

정지가 적격성의 결여에 의한 경우, 자격·등록위원회에 조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회가 행해진 경우, 자격·등록위원회는 신청에 관하여 청문을

행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며, 관리자는 그 결정과 이유를 이사회

및 그 신청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23 조

제(1)항 (강제명령)

어떤 자가 본 법 또는 규칙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법인에 의하

여 판명된 경우, 그러한 불복종에 대한 벌칙의 부과 및 행사 가능한 법인

의 기타 권한에 관계없이 법인은 당해자에 대해 규칙에 따를 것을 지시

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최고재판소의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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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판사는 적당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 (상소)

전항에 근거하여 발해진 명령에 대한 상소는 관할법원에 행할 수 있다.

제 24 조

제(1)항 (명령의 정지)

어떤 회원이 자기의 점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관련하여 위법 행

위를 행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최

고재판소의 판사는 법인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명령의 수신인이 된 자

가 최고재판소의 판사의 허가없이 명령 기재 중의 재산의 지불 또는 처

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의 임명)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업무의 소홀로 어떤 자에 대한 침해가 되고

있든지 아니면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고객이 보호되고 있지 않던가

혹은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가 신탁기금을 횡령했다던가 하는 증거를

기관이 제출한 경우, 최고재판소의 판사는 법인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명령에 의해,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업무를 보호하고, 실행 또는 청

산하기 위해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점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

또는 사업을 그 관리하에 두기 위해 어떤 자를 서면으로 또는 서면에 의

하지 않고 수탁자에 임명할 수 있다.

제(3)항 (上同)

전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자는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신탁재산에 관

하여 수탁자가 되고 당해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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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리점, 의무수행수임자(committee)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되는 것

으로 한다.

제(4)항 (명령의 변경·취소)

어떠한 자도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발해진 명령의 변경 또는 취

소를 최고재판소의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보수)

본 조 제(2)항에 의거 발해진 명령 중에서 판사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

는 금전 또는 기타의 것과는 별도로 수탁자의 보수, 비용 및 보상에 대해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제(1)항 (회원의 조사)

어떤 회원이 위법 또는 적격성을 결여한 행동을 하였다고 믿어야 할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부재의 경우는 관리자에

의해 임명된 자는 그러한 행위가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 위해, 명령에 의해 하나 또는 복수의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된 자는 조사결과를 관리자 또는 그 임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 (上同)

관리자 또는 그 임명자가 어떤 회원이 신탁기금에 관하여 위반행동 또는

적격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행하기 위

해 복수의 자를 임명하는 경우, 당해 임명된 자 중에는 기금의 관리·운

용을 행하고 있거나 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보험자를 대표하는 2명의 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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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조사원의 권한)

동 조에 의거 조사사항에 관한 목적을 위하여 조사를 행하기 위해 임명

된 자는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회원의 행동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고,

또한 예약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시간에 그 자의 사업소에 들어가 장부,

기록, 문서 및 기타 조사사항에 관련된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게다가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원은 공적 조사법(public inquiries act ) 제Ⅱ부

에 의거 부여된 권한을 가지며, 본 법에 의거한 조사에 대해서도 동 법

제Ⅱ부가 적용된다.

제(4)항 (조사원에 대한 방해)

어떠한 자도 본 조에 의거 조사를 행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방해 혹은

억압 또는 장부, 기록, 문서 혹은 기타 조사사항에 관련한 물건을 은폐

혹은 파괴해서는 안된다.

제(5)조 (수색영장)

동 조에 의거 조사를 행할 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조사가 명령되고 그

것을 행할 자가 임명되며, 게다가 어떠한 건물, 주거, 창고 기타의 장소에

그 업무가 조사되고 있는 자 및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에

관련한 장부, 기록,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합리

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안판사는 본 조 제(3)항에 의거 검사

가 행해졌다거나 혹은 시험되었다든지 아니든지에 상관없이 조사를 행할

자에 대해 협력을 의뢰한 한명 또는 복수의 경찰관과 함께 필요하다면

강제력을 행사하여 당해 건물, 주거, 창고 기타의 장소에 들어가 수색하

고 장부, 기록,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단, 모든 출입 및 수색은 치안판사가 명령에 의해 야간

수사의 권한을 조사할 자에게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출부터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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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시간에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항 (장부의 이동 등)

본 조에 의거 조사를 행할 자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사항에 관련한 본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거 검사 받을 장부, 기록, 문서, 기타의 물건을

수령증을 교부하고, 사본을 취할 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복사는 민

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후 당해 장부, 기록 또는 문서는 조사를

받고 있는 회원에게 속히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항 (등본의 증거능력)

전항에 의거하여 복사되고 조사를 행한 자에 의해 진실의 사본이라고 증

명된 등본은 정규의 장부, 기록 또는 문서 및 그 내용물의 증거로서 소

송, 심판수속 또는 범죄소추수속에 있어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제(8)항 (관리자의 보고)

관리자는 조사결과를 이사회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26 조

제(1)항 (비밀사항)

제25조에 기인하여 조사를 행한 자 및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

함하여 본법의 집행을 위하여 고용된 모든 자는 그 직무, 고용, 제25조에

기인하여 조사 또는 검사의 과정에 있어서 얻은 모든 사항에 관한 비밀

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사항에 관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서는 안된다.

(a) 본 법 및 본 법 또는 규칙에 기인한 규칙 및 부속정관 또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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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경우

(b ) 상대가 조사를 받게 된 자의 변호사인 경우, 또는

(c) 정보에 관계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2)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언)

전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본 법 혹은 규칙 또는 부속정관에 기인한 법적

수속을 제외하고 그 직무, 활동, 조사 또는 검사의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민사소송 또는 심판(재판)수속에 있어서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

제(3)항 (비밀유지조건부 정보)

회원 또는 본 법에 기초하여 등록을 신청을 한 자에 관하여 관리자 또는

이사회 및 이사회의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거나 밝혀진 정보,

문서, 기록, 진술, 그 외의 사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회원 또는 등

록신청자에 의해 또는 그러한 자를 위한 법정에서의 민사소송 또는 심판

(재판)수속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7 조

제(1)항 (비거주자에 관련한 금지)

주주에 의결권을 부과하여 발행된 사외주식의 과반수가 수익적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보험법 제357조 (4)항(현재 400조 (4)항)에 정의된 캐나다

의 비거주자에게 소유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한 회사에 대하여도 보험 브

로커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즉, 1972년 4월 27일

의 시점의 보험법에 기인하여 브로커로서의 자격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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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비거주자와의 합병의 금지)

1972년 4월 27일 또는 그 이전에 보험브로커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주주

에 의결권을 부과하여 발행된 사외주식의 50%이상이 해당 일에 하나 또

는 복수의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수익적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에 소유되

어 있던 회사가 다른 브로커 또는 자격이 있는 대리점 혹은 손해사정인

과 합병해서 자산 혹은 사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 법인은 계속하

여 본법에 기초한 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

제 28 조

제(1)항 (우편수신인)

어떠한 회원도 서류 우편의 송부에 적당하게 온타리오 주에 우편수신인

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 (직접 배달)

관리자에게 보낸 우편수신인으로 직접 또는 서류우편으로 송부된 모든

소송장(legal process ) 및 통지 또는 문서는 해당 회원에게 직접 보낸 것

으로 간주된다.

제(3)항 (간주된 거주자)

어떤 관리자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 있어서 해당 회원은 그 우편수

신인이 소재하는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제 29 조

제(1)항(통지의 송부)

제28조에 따라 본 법에 의해 송부할 것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문서는 그

사람에 통지된 최신의 주소지, 직접 배달 또는 선불 제1종 우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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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통지가 우송되는 경우 투함 후 5일째에 송달된 것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다만 통지된 자가 신의에 반하지 않고 부재·사고·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늦게 받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항(上同)

회원이 회원으로서 다한 날부터 1년간은 제28조에 기인하여 관리자에 도

달한 우편의 주소를 해당자의 최신 주소로서 간주하기도 한다. 다만 해당

자가 새로운 우편의 주소를 관리자에 보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항(선서)

자격·등록위원회, 제제위원회, 각 고충처리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법적수

속의 목적을 위해 선서 및 확약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제 30 조 (증 거로 서의 등록 사무 관의 증명 )

본 법에 기인하여 관리자가 보유해야 하는 기록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

진술서에 있고 관리자의 서명과 법인의 날인이 있는 것은 관리자의 임명

또는 서명에 관계하는 증명 및 인장에 관한 증명이 없이도 주장된 사실

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로서 모든 재판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가진

다.

제 31 조 (법 인 , 이 사회 및 위 원회 )

본 법, 규칙 또는 부속정관에 기인한 의무의 이행 혹은 이에 따른 성실한

행위 또는 본법, 규칙 또는 부속정관에 기초한 권한의 행사 혹은 이에 따

른 성실한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의무 혹은 권한을 성실히 이행 혹은 행

사한 경우의 부작용 혹은 불이행의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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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재판수속은 법인, 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회원, 법인의 고급간부, 사용인, 대리인, 피임명자에 대하여 일으킬 수 없

다.

제 32 조

제(1)항 (신탁기금)

어떤 회원이 의무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보험자를 대신하여 공중으로부

터 또는 공중을 대신하여 보험자로부터 수취했거나 또는 수취될 수 있는

기금은 신탁기금으로 간주한다.

제(2)항 (上同)

전항에 언급된 기금에 관해서는 수취되어 있거나, 수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어떠한 회원도 그 기금을 양도하고, 질권, 저

당권 혹은 양도저당권을 설정하고 또는 그 외의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된

다.

제(3)항 (上同)

제(1)항에 언급된 기금의 양도, 그것에 대한 질권, 저당권, 양도저당권 또

는 그 이외의 담보의 설정은 기금의 소유자에 대한 침해로서 무효가 된

다.

제 33 조

제(1)항 (증명서의 위조)

어떠한 사람도 등록에 관계 사항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사람을 시켜 위조

해서는 안되고 또는 등록에 관하여 잘못된 증명서 혹은 문서를 발행해서

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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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허위의 주장 등)

어떠한 사람도 구두 또는 문서에 고의로 허위의 주장 혹은 선언을 위해

또는 사기적인 주장 혹은 선언을 하는 것에 의해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을

본법에 기인하여 등록되는 듯이 하거나 또는 그것을 계획해서는 안된다.

제 34 조

제(1)항 (위반)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이러한 위반을 고의로 행한 법인, 법인체

가 아닌 사단의 이사 혹은 고급간부 및 합자회사의 회원은 유죄이고, 유

죄판결에 의하여 10만 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제(2)항 (법인)

전항에 기인하여 어떤 법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에게는 최

고 20만달러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3)항 (시효)

본 조에 의한 어떠한 재판수속도 문제가 된 행위를 한 후 5년이상이 경

과한 경우에는 그것을 개시할 수 있다.

제 35 조 (규 칙 )

주정부는 다음에 정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사로 선출된 회원의 지명, 선출 및 재임기간, 이사의 결원이 생

긴 경우의 보충 및 이사의 파면

(b ) 이사회의 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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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록증의 발행, 갱신,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본법의 규정의 부칙

(d) 등록증의 유효기간 혹은 등록증의 발행 및 갱신을 위한 요건·자

질

(e) 등록부의 유지 및 검사

(f) 등록보험브로커의 실무기준(standards of practice)

(g ) 본 법에 대한 위반 행위 및 행동규범

(h) 회원의 적격성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과정 및 회원의

계속적 교육을 받을 의무

(i) 재제요건에 있어서의 결정 내용의 보고 및 공고

(j ) 회원의 증가, 분포 및 사업에 관한 통계적 정보의 편집 및 회원에

관계된 통계의 편집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의무

(k) 법인, 감독국장, 공중,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회원의 신고, 보

고, 정보 또는 개시

(l) 위법행위에 의해 회원에 과세된 벌금의 상한

(m ) 본 법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청문의 개최 및 수속

(n ) 신탁기금 및 회원에 의한 신탁계정의 보관

(o) 회원의 감정의 보고 및 감사, 혹은 그 종류 및 양식

(p) 법인의 회원에 의한 재무적보증의 제출 혹은 그 조건, 제약 및 형

태에 의한 담보

(q) 회원을 위한 최저보상보험제도의 창설 및 운영 혹은 배상책임보험

의 요청

(r ) 회원을 위한 최저자기자본요건의 창설 및 운영

(s ) 판매 혹은 보험브로커의 소유 및 보험브로커의 업무에 관한 제한

(t ) 양식의 설정 및 사용

(u )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서 본 법 및 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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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제(1)항 (경과조치)

본 법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본 조의 시행 전에 교부된 보험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 면허를 갖고, 본법에 따라 보험브로커가 된

자는 본 법에 의한 등록보험브로커로 간주되고 관리자에 의해 회원으로

등록한다.

제(2)항 (명칭의 변경)

보험브로커인 회사가, 그 명칭에 「대리점」이라 하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본 조의 시행일에서 6개월 이내에 「대리점」이

라 하는 문언을 삭제하고 「브로커」라 부르는 문언을 대신하여 사용하

는 것에 의해 정관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수정한다.

제(3)항 (명칭의 변경)

주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회사는 정해진 양식으로 장관에게 문서를 제출

하는 것에서 전항에 기초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제출일로 회사

명이 변경되어 정관도 수정된다.

제(4)항 (上同)

본 법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본법의 시행 전에 5년간 보험 상담자로서

업무를 행한 자이고 본 법 및 규칙에 따른 자는 본 법의 시행일 이후 2

개월 이내에 신청하므로써 등록보험브로커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는 관

리자에 의해서 회원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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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등 록보 험 브로 커 일 반규 칙

제 1 조

본 법에 있어서「신탁계정」에는 그것에서 증명된 원본액이 수시로 인출

가능할 때 특허은행, 신탁회사, 대부회사, 신용조합 혹은 온타리오 주 저

금국 또는 캐나다 연방 혹은 정부에서 발행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을 대상으로 회원에 따른 신탁계정이 된 저금을 증명하는 영수서·증명

서 또는 기타의 증명서가 포함된다.

제 2 조

삭제

제 3 조

제(1)항

보험 브로커자격 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서식 2A , 2B 또는 2C에 따라 신

청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그것을(등록 보험브로커기관의) 관리자에게 신고

해야 한다.

제(2)항

본 법 제36조에 기인한 보험브로커로 등록된 모든 자는 서식 3A, 3B 또

는 3C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1981년 10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신

고해야 한다.

제 4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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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 보험 브로커자격의 등록신청서는 매년 9월30일에 효력이 상실

한다.

제(2)항

보험브로커 등록신청서의 갱신 신청서는 서식 4A 또는 4B에 따라서 신

청서를 작성하여 적어도 효력상실 30일전까지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직접 제출된 신청서, 보고서 또는 갱신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된 경우, 회

원은 변경이 발생한 날에서 30일이내에 해당 내용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

다.

제 6 조

제(1)항

어떤 개인은 이하의 경우에 보험브로커 등록증이 발행되고, 그것을 유지

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a ) 해당자가

(ⅰ) 성년에 도달한 자

(ⅱ) 적격성을 갖고 동시에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고 합리적인 배경, 성실함을 증명한 자

(ⅲ) 과거에 보험브로커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자

(ⅳ) 과거에 보험법에 기인하여 면허의 부여가 거부되고 또는 보험

브로커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의해 면허가 정지

되고 또는 취소된 적이 없는 자

(ⅴ) 자격·등록위원회가 정한 교육 및 경험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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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

(ⅵ) 규칙에 정해 있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자

(b ) 업무를 다음의 사항에 한정하는 것

(ⅰ) 보험브로커의 업무

(ⅱ) 보험브로커 및 생명보험 대리점의 업무

(ⅲ) 자격·등록위원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업무를 행한 때는 동 위

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외의 업무

제(2)항

제(1)항 (b )는 다음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 본 법 제36조에 기인하여 등록된 자

(b)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업무로서 보험 브로커업무를 영

위 또는 고용되어 있는 자, 혹은

(c)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업무에 보험법 또는 그것에 기

인한 규칙에 위반하지 않은 자

제(3)항

제(1)항 (a ) (ⅲ) 및 (ⅳ)는 자격·등록위원회가 다음의 점을 감안한 후

법률에 따라 성실 혹은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 위반하고 또는 면허가 거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황

(b) 위반하고 또는 면허가 거부, 정지 혹은 취소되고 부터의 시간의

경과

제 7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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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이하의 경우에 보험브로커 등록증이 발행되고 동시에 그것을 유

지하는 자격을 부과 받는다.

(a ) 업무를 다음에 한정하는 것

(ⅰ) 보험브로커의 업무

(ⅱ) 보험브로커 및 생명보험 대리점의 업무

(ⅲ) 자격·등록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업무를 행할 때는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외의 업무

(b) 해당 법인이 등록 보험 및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상근종업원 혹

은 본 법, 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에 기인한 등록보험 브로커기관

또는 그 관리자에 대신하여 낸 신청 또는 보고에 관해서 해당 법

인의 이름 및 법인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 따

라서 지휘 및 감독되고 있는 것

(c) 법인이 발행한 사외주식의 과반수가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그 사람

이 거주하는 다른 주의 법률에 기인하여 생명보험 이외의 모집인

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허가 받고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으로 소유되

어 있는 것

(d) 그 외의 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른 것

제(2)항

제(1)항 (a)는 다음의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 본 법 제36조에 기인하여 등록된 법인

(b)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업무로서 보험 브로커업무를 영

위하고 있던 법인 혹은

(c)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업무로 보험법 또는 그것에 기

인한 규칙에 위반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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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1)항 (c)는 다음의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 본 법 제36조에 기인하여 등록된 법인이며

(b) 그 하나 또는 복수의 종류로 발행된 주식이 당해 조항의 과반수

소유의 요건에 따르지 않고 소유되어 있는 것

단, 등록보험브로커가 아니면서 거주하지 않는 주의 법률에 따라 생명보

험 이외의 보험모집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

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주식들의 비율이 1981년 10월 1일 이

후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4)항

제(1)항 (c)는 그 주식이 1981년 10월 1일 시점에 캐나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제(1)항

합자회사는 이하의 경우에 보험브로커 등록증이 발행되고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는 자격을 부과 받는다.

(a ) 업무를 다음의 것에 한정하는 것

(ⅰ) 보험브로커의 업무

(ⅱ) 보험브로커 및 생명보험 대리점의 업무

(ⅲ) 자격·등록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업무를 행할 때는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외의 업무

(b) 해당 합자회사가 등록보험브로커이며, 임명된 개인 및 해당 합자

회사의 동업자 혹은 본 법, 규칙 또는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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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험브로커기관 또는 그 관리자에 대해서 낸 신청 또는 보고에

관하여 해당 합자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권한을 가진 자의 지휘 및

감독에 기인한 보험브로커로서 활동하는 것

(c) 지분권 및 투표권의 과반수가 그 사람이 거주하는 다른 주의 법률

에 기초하여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의 모집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d) 그 밖의 규칙에 정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

제(2)항

제(1)항 (a)는 다음의 합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 본 법 제36조에 기인하여 등록된 합자회사

(b)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업무로서 보험 브로커업무를 영

위하고 있던 합자회사에, 혹은(동시에)

(c)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업무로 보험법 또는 그것에 기

인한 규칙에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

제(3)항

제(1)항 (c)는 다음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 본 법 제36조에 기초하여 등록된 합자회사에

(b ) 해당 조항이 정한 과반수 소유·지배요건에 따르고 있지 않은 것

단, 등록보험브로커에 없고 또한 그러한 자가 거주하는 다른 주의 법률에

기인하고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의 모집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허가되거

나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에 의해 보유된 특별권 및 투표권의 비율이

1981년 10월 1일 이후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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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위원회가

(a ) 신청자, 또는

(b ) 신청자와 동일의 사업소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보험사업을 지배, 지도 또는 획득하기 위하여 권유를 하고 또는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에도 보험브로커로서의 등록은 발행되지 않는다.

제 10 조

제(1)항

하나 또는 복수의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의 교섭 또는 할당에 있어서 공중

에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회원은 보험의 할당 후 21일 이내에 보험증

권 또는 보험계약서를 공중에 교부하고 동시에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

서의 사본을 그것의 명칭이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보험자에게 송부한다.

제(2)항

보험계약서에는 이하의 것을 정하고 있다.

(a ) 피보험자의 성명 및 우편수신인

(b ) 제공된 보장의 종류

(c) 각 보험자 또는 계약의 인수를 인정한 자의 명칭

(d) 각 보험자에 할당된 보험금액

제 11 조

제(1)항

회원은 이하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할당하기 위하여 활동하거나 보조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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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a) 해당 회원이 고객에게 보험법에 기초한 면허를 부여받지 않은 보

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발생한 다음의 위험에 대해서

통지한 것

1. 해당 보험자가 보험법에 기인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것

2. 청구에 대한 확실한 보험금의 지급이 보험법에 기초한 면허를 부

여받고 있는 보험자에서도 곤란하다.

3. 해당 보험자에 관하여 보험감독관은 보험법에 기초한 권한을 가

지지 않는다.

4. 주세 및 연방세는 징수된다.

(b ) 회원이 고객에게서 서면에 의해 동의를 얻는 것

(c) 고객이 요구한 합리적인 요율 또는 계약형태에는 보험법에 따라서

면허를 부여받고 있는 보험자에서는 충분한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

는 것

제(2)항

회원은 보험법에서 요구된 최저의 배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면허를 가지지 않는 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을 할당하기 위하여

활동하거나 보조해서는 안된다..

제(3)항

면허를 가지지 않는 보험자에 보험을 할당하는 회원은 매년 3월, 6월, 9

월, 12월의 말일에서 30일 이내에

(a) 감독국장관은 선서에 기초한 감독국장에 의해 요구되는 형식 및

방법으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서 보장기간중에 본 조에 의한 회

원에게 할당된 모든 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

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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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시에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보험료에 관하여 해당 보험료

가 면허를 부여받고 있는 보험자에 의해 수령된 경우에 지불하지

않는 보험료세를 온타리오 주의 출납국장에 납입한다.

제 12 조

제(1)항

회원은

(a ) 해당 회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b ) 해당 회원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c) 해당 회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보험자를 위해 어떠한 보험계약의 모집, 교섭 또는 획득에 있어서 의식적

으로 활동하고 또는 그것을 보조해서는 안된다. 단,

(d) 회원과 보험자간의 관계가 제10조에서 요구된 보험계약서 및 피보

험자에게 교부된 보험증권의 서면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제(2)항

제(1)항은 당해 보유된 주식의 비율이 해당 보험자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모든 증권에 부대하여 의결권의 10%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

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제(1)항

회원이 부과보험료의 일정 비율의 수령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를 징수하는 것을 제의할 경우 해당 회원은 해당 보험계약을 할당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 대하여 수령된 수수료의 보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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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당해 인수에 관한 보수총액을 개시한다.

제(2)항

미지급된 감정 또는 분할불 방식에 관하여 지급된 감정에 관한 이자부과

는 제(1)항의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 14 조

제(1)항

어느 회원도 부동산 브로커법(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 s Act )에

기초하여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없는 부동산 브로커를 위하여 부동산 판

매인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제(2)항

부동산 브로커법에 기초하여 부동산 브로커로서도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해당 회원의 종업원으로 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회원이 아닌 어떤 판

매인 또는 다른 자에게 보험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된다.

제 15 조

모든 회원은 다음의 행동규범에 따라 보험브로커로서 활동한다.

1. 회원은 그의 고객, 공중, 다른 회원 및 보험자에 대하여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한다.

2. 회원은 고객에 대해 인수한 서비스를 적절한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성껏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고객에

봉사하고 동시에 이러한 회원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

대된 그것과 적어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회원은 그의 고객에 조언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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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은 그 업무 및 고객의 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관계의 과정에서

입수한 모든 정보를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허가되어 있는가, 또는 그러한 것이 법률에서 요구되고 있는

가, 또는 고객에 대신한 인수인 또는 보험자와 교섭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된 재산의 보호에 관하여 관련된 모든 규

칙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된 규칙 또는 법률이 없는가

또는 그 존재가 불명한 때는 이러한 재산에 관하여 주의 깊고 신중

한 자가 같은 종류의 자기의 재산에 관련하여 같은 양상의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7. 보험 브로커업무와 동시에 다른 업무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은 그의 성실함, 독립성, 적격성을 위태롭게 할 것 같은 외부

이익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8. 회원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선행된 그것의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비하여 법외에

불상응한 수수료를 약정, 청구, 수령하여서는 안된다.

9. 회원은 그 업무의 공공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동시에 업무의 개선을

시도한다.

10. 회원은 회원에 대한 존경 및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의무의

성실함, 독립성 및 효율성과 병립하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

로 그 서비스가 공중에게 유익하여야 한다.

11. 회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성실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한다.

12. 회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면허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13. 다른 회원, 공중, 보험자 및 법인에 대한 회원의 행위는 친절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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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제(1)항

본 법에 있어서 「위법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1. 앞에 말한 일반원칙을 제한하는 것에서 내용을 잘못 전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생략으로부터 발행되거나 혹은 발행된 보험계약의 조건,

급부 또는 계약의 효용성을 잘못 전한 예시상황(illustration

circular ) 또는 메모(memo)의 사용 및 발행되었던 혹은 발행된 보

험계약의 조건, 급부 또는 유리성에 관하여 잘못한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무의 명성 및 존엄과 병립되지 않는

모집 및 광고방법을 사용하는 것.

2. 피보험자에 보험계약을 실효, 몰수, 해약하는 것을 권하기 위하여

또는 권하기를 의도하여 다른 보험자의 보험계약과 불완전하게 비

교하는 것

3. 유망한(기대되는) 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불,

보험료의 할인, 혹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 혹은 유가물의 지불의 산출, 부여, 제공하는 것

4.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험증권에 정해진 이외의 보험료에 관하여 합

의를 행하거나 또는 합의를 시도한 것, 또는 보험증권에 정해진 보

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 또는 온타리오 州에 있어서 사람 또

는 재산에 관한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신청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

인의 성격을 띤 다른 보수 또는 유가물의 지불, 부여, 제공 또는 지

불, 부여, 제공할 것을 합의하는 것. 단, 본 호는 보험증권에 정해진

배당, 특별배당, 이익 또는 이익유보의 성격을 띤 이러한 지불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5. 업무상 혹은 업무상의 영향력에서 보험유망 고객을 강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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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체결에 이르지 않는 보험계

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강제를 사용하여 혹은 이것

을 계획하는 것 또는 보험사업에 대한 지배, 명령을 하기 위해, 혹

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유도하고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

6. 등록되어 있는 자기의 명칭 또는 자기가 임명된 대표자로서의 등록

되어 있는 법인 또는 합자회사 이외의 명칭을 광고, 카드, 회장, 안

내장, 서명 또는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 또는 사

업을 하는 것

7. 청구에 대한 공정한 검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또는 그것을 방해

하는 어떠한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것

8. 행위기준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9. 법률 및 본 규칙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

10. 보험 대리점으로서 활동하는 것. 또는 스스로를 보험 대리점으로

서 표시한 것. 통상인으로 하여금 보험 대리점이라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또는 행위하는 것

11. 해당 위법행위가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되었는가 어떤가에 관계

없이 1981년 10월 1일 이후에 형법 또는 보험법에 위반했던 것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

12. 등록보험브로커가 아닌 자 또는 관할 법률에 기인한 생명보험 이

외의 보험중개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등록 또는 허가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13. 회원인 법인의 이사, 고급간부 또는 그렇게 임명된 개인 또는 회

원인 합자회사의 동업자 또는 동업자에 임명된 개인이 경우에 따

라서 당해 법인 또는 합자회사의 위법행위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

는 것

14. 법인으로 오인된 또는 오도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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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0조 제(1)항은 1982년 3월 31일까지에 등록보험브로커법 제301조에 기

인하여 등록된 자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

본 조는 회원이 보험법에 근거한 생명보험 대리점으로서 면허를 부여받

고, 생명보험 대리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17 조

제(1)항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합자회사 또는 법인인 각

회원은 인수된 모든 신탁기금을 위해 아래의 금융기관의 온타리오주 지

점에 신탁계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각각의 감정은 회원의 명의로 또한

신탁계정으로 명기되어 유지된 것으로 한다.

(a ) 특허은행

(b ) 신탁회사

(c) 대부회사

(d) 법률에 의해 예금의 수입을 허가 받은 신용조합

(e) 온타리오주 저금국

제(2)항

청구에 대응하는 이사회는 캐나다의 4개주 이상의 주에 보험브로커 또는

대리점으로서 허가를 부여받거나 등록을 하고 또한 각 주에 사무소가 있

는 회원이 온타리오주 이외의 주의 어딘가에 있는 아래 금융기관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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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탁계정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a ) 특허은행

(b ) 신탁회사

(c) 대부회사

(d) 법률에 따라서 예금의 수입을 허가 받은 신용조합

단, 이사회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다음을 행할 수 있다.

(e)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

(f) 어느 때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것

제(4)항

회원이 인수한 모든 신탁기금은 그것이 현금, 수표(어음) 또는 그 밖의

것, 회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신탁계정에 지체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령

일로부터 3은행 영업일 이내에 예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회원에 속한

금전은 회원의 일반계정에 즉각 예입할 수 있게 되면 신탁계정에서 인출

할 수 있다.

제(5)항

회원은 금전이 그러한 조건부로 예입된 경우, 또는 본 조에 별도로 정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정에 있는 금전을 지출하거나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제(6)항

회원은 신탁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충분한 금액을 인수해야 할

신탁기금과 함께 신탁계정에 항상 유지해 두어야 한다.

제(7)항

관리자, 이사회 혹은 위원회 또는 대리인의 서면에 의하여 청구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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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회원은 청구 후 30일 이내에 자기가 수탁한 모든 신탁기금에 대하

여 설명해야 한다.

제(8)항

개인사업주, 합자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신탁기금

을 관리하고 또는 신탁계정을 유지하여서는 안된다.

제(9)항

신탁계정에서 지급한 모든 수표에는 「신탁계정」의 문언 및 신탁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 18 조

제(1)항

신탁계정을 보지하는 것을 요구받은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

업에 관련한 장부, 기록 및 계정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a ) 보험회사 또는 공중을 위해 신탁계정에 수입된 금전

(b ) 신탁계정으로 유지하는 금전에서의 모든 지출

(c) 사업에 관련하여 수입된 또는 지출된 그 외의 모든 금전

(d) 시장성의 어떤 유가증권, 주권, 채권, 무담보채권, 예금증권, 국채

또는 그 밖의 유통증권 및 브로커에 의해 매매된 다른 유가물 또

는 수단을 포함한 신탁계정으로 유지하는 금전 이외의 모든 특정

재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소한의 전제로 하여 신탁계정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된

각 회원은 이하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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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 (ⅰ), (ⅱ)를 구별하여 모든 금전의 수입 및 지출을 표시한

장부 또는 다른 영속적인 회계기록

(ⅰ) 보험회사 및 공중 때문에 신탁계정에 인수한 금전 및 신탁계정

으로 부터의 금전의 지출

(ⅱ) 회원 자신의 계정으로 받고 지불된 금전

(b) 공중에 청구된 모든 보수 또는 수수료를 표시한 수입장, 청구서의

사본 또는 청구서의 형식을 취급한 기록

(c) 신탁, 일반계정에 관한 은행의 보고서 또는 예금통장, 수표, 예금명

세

(d) 회원의 장부 및 기록에 기재된 신탁재산의 매월의 자산·부채총액

을 표시한 기록

(e) 보험회사 또는 공중 때문에 신탁계정으로 유지한 특정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일람 또는 그 외의 기록

제(3)항

관리자, 이사회 혹은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조에 의하여 보관을 요

구할 수 있는 장부 및 기록을 어느 때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4)항

신탁계정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받은 각각의 회원은 관리자,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서면에 따라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직접 감사재무제표를 관리자

에 제출해야 한다.

제(5)항

신탁계정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받은 각각의 회원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에 따라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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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항

본 규칙이 회원에 기록의 유지를 요구한 경우, 그 보관 방법은 제본,

Loose- leaf 또는 기계적, 전자적,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한다.

제(7)항

기록이 제본의 형태로 보관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다음을 행하여야만 한

다.

(a) 기록된 정보가 잘못 인용되는가에 주의하고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

는 것

(b) 법률상 기록을 열람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합리적으로 시간 내에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는 것

제(8)항

제본, Loose- leaf book 또는 기록이 그것의 형태되로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7)항 (b)에 기인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정보는 그것에

진술되어 있는 모든 사실의 일괄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제(9)항

본 규칙이 회원에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록은 회원이 최근 회계연도

말에서 적어도 6년전까지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제 19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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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요구에 대응하여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대신하여 신청자

가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이사회는 제(1)항에 정하여진 조건이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와 같은

수준의 계약자 보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일반성을 제한하는 것 없이 이사회는 제(1)항에 기인한 신청자

는 RIBO에 대해서 보증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할 수 있

다.

제 20 조

개인사업주, 합자회사 또는 법인으로 하는 각 회원은 항상 자기의 과실·

태만, 성실보증보험의 최대자기부담액에 동등한 금액으로 다음 금액의 어

떤 큰 쪽의 금액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a ) 개인사업주인 회원의 경우는 2,500달러

(b ) 법인 또는 합자회사인 회원의 경우는 5,000달러

제 21 조

제(1)항

개인사업주, 합자회사 또는 법인인 각 회원은 다음을 유지하고 또는 유지

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것은 1보험사고당 50만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관

리자에 의해 인정된 형식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a ) 사기적 행위에 기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b ) 다른 형식에 의한 재정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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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항에 언급된 회원은 종업원, 사업주 또는 동업인, 이사, 고급간부 및

주주의 불성실적인 행위에 기인한 손실에 대하여 성실보증보험을 부보하

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하나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관리자에 의해 인정된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0)항에 언급된 보험증권에는 「관리자는 보험의 해약 또

는 불갱신에 대해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의

해약 또는 갱신은 관리자가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에서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명기된 이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4)항

회원의 보험브로커로서의 등록증은 상기 보험의 해약 또는 불갱신이 유

효로 된 날짜에 실효한다. 단, 그 날짜 이전에 보험이 대체되어 또는 해

당 회원이 제 (1)항 및 제(2)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납득시킨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 22 조

제(1)항

개인사업주, 관리자 또는 법인인 회원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식 1의 형식으로 기말의 제정 및 신탁의 상황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보

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더욱이 요구가 있으면

자기의 재정적 보증 및 해당자가 보험의 할당을 하고 있는 시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기타의 요구된 정보를 소정의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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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제(2)항

제(1)항의 적용을 받은 회원은 최근의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서

식 1의 형식으로 최근의 회계연도 말에서 6개월 째의 시점에서의 상황보

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적용을 받은 회원은 제(2)항에 기초하여 최근의 보고서를 제출

한 후, 9개월 이내에 서식 1의 형식으로 최종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6개

월 째의 시점에서의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본 조에 기인한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최근에 제출된 상황보고서에 기

재한 비재정적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항

제(1)항의 적용을 받은 회원은 서식 1의 형식으로 1981년 3월 30일 이후

의 시점에서의 재정 및 신탁의 상황을 공정히 표시한 상황보고서를 1981

년 10월 1일까지 작성하여 관리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 23 조

회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의 상한은 회원이 개인인 경우는

5,000달러, 그 이외의 경우는 2만 5,000달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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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본 법 제36조 제(3)항에 기인하여 장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통지는 서식 5

의 형식에 의한다.

제 25 조

모든 자격·등록위원회 및 제재위원회의 답신, 판결은 각 위원회가 그것

에 반하는 명령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구하면, 어떠한 사람도 열람 가능

하고 회보(RIBO Bulletin )에 게재되어 있다.

- 419 -



6 . 독 일 (보 험브로 커협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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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보험 브 로커 협 회의 개 요

F ederal A s s ociation of Germ an Ins urance B rokers e . V .

(B D V M )

왜 200이상 의 독 일 보 험브 로커 는 BDVM에 소속 되어 있는 가 ?

독일헌법하에서 통상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보험브로커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브로커의 수는 적다라고 말하는 것

은 이 일에는 특수한 지식과 고도의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없이 누구라도 브로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

려 일찌기 현행의 브로커가 결속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원양어업에 관한 업무가 주가 되고, 1918년에 함브르크보험협

회(Association of Hamburg Insurance)이 설립되었다. 이는 후에 독일보

험브로커협회(A ssociation of German Insurance Broker s )가 되었으며,

1989년에는 200개의 브로커회사, 고용자수 5,000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독

일보헙브로커협회가 발족하였다.

BDVM은 브로커가 그의 적성, 전문지식과 경험을 표명하고 있는 통상

조합이다. 조합이 우선하여 행하고 있는 것은 자격브로커의 전문성에 대

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다.

BDVM의 회 원이 되기 위해 서는

BDVM의 조합조항에는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고(내용에 대해서는 첨

부자료를 참조), 그 조항에서는 보험브로커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에 대

해 법적으로나 상업상으로나 독립되어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당신은 보험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서 고객을 돌보고 고객을 대표한

다. 당신은 보험계약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획하고, 국내 및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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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계약을 주선한다. 당신은 보험계약의 관리책임자이다. 사고시에는

고객의 이익을 대표한다.

BDVM의 회원지망자는 승인위원회에 의해 주관·객관적으로 회원모집

요강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받는다.

더욱이 승인위원회에 의한 면접시, 그의 경험과 브로커로서의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보험프로그램작성, 계약관리,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

정능력에 두고 있다.

지원자는 보험업, 기술적인 면, 관계법규 및 세금에 관한 충분한 지식

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필요조건으로서는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최저

3백만 DM의 개인배상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BDVM 브로 커의 고객 서비 스와 그 보 수

보험브로커의 원래 업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이지만, BDVM브로커로서

보다 중요한 업무는 그것만이 아니다. 주요한 직무는 아래와 같다.

리스크분석

보험계약설계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보장에 관한 통상의 서비스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전문성(시장변화에 대응한 최신의 보장내용 제공)

BDVM회원 의 특 전

BDVM회원의 이익을 위해서

1. 피보험자에 관해서 타 브로커협회와의 연합을 도모한다.

2. 타 협회, 예를들면 피보험자보호를 위한 독일협회(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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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sureds, D.V.S .), 독일통상평의회

(German T rades Council)와 의견교환을 한다.

3. FRG(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의 대통령이 임명한 보험감독관

청의 보험자문위원회(Insurance Advisory Council of the Federal

Supervisory Authority for the Insurance Industry )에 대표자를 파

견하고 있다.

4. 보험계약, 조건, 담보내용의 변경업무에 관계한다.

5. 보험회사의 대표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양자간의 이해를 심화시킨

다.

6. 1년에 1번 유수한 신문, 잡지의 전문기자를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한다. 이에 의해 보험업계에서 최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

공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7. 보험브로커의 서비스업으로서의 전문성 수준이 높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홍보에 노력한다.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BDVM은 국내 및 국외의 다수의 연구소, 조

직과 연락을 한다. 예로서

① 브로커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을 토의, 교섭하

는 독일보험협회 보험판매원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Insurance Salesmen in the German Insurance A ssociation ), ② 독

일해상보험협회 손해방지위원회(Loss Prevention Commission of

the German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BDVM은 EC법의 초안작성에 관해서 Bureau

International des Producteurs d 'A ssurances & De Reassuraces

(BIPAR) 내에서의 업무에 관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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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 험브 로 커협 회 규 정에 서 발췌

§ 1. 협 회명 과 본 사소 재지

명칭: Federal Association of German Insurance Brokers e. V.

소재지: County Court , Hamburg

§2. 협 회의 목적

회원을 대표하고 그 이익의 증진에 노력한다. 전문브로커로서의 지위향상

에 노력하고 또한 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3. 보 험브 로커 의 전 문성 정의

1. 보험브로커는 계약당사자와는 독립하여 계약내용의 교섭에 관계하

는 중개자이다.

고객에 모든 보험을 소개하고, 고객을 대표한다.

보험계약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입안하고, 국내·국외의 시장에 보

험을 주선한다.

보험계약을 관리하고, 손해발생시에는 고객의 이익을 대표한다.

보험브로커는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지지하고자 노력한다. 공정한 경쟁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독립성없는 브로커는 있을 수 없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 대리점과 유사한 법적지위에 있는 경우

- 공동출자자와 주주가 보험회사이거나, 고객인 경우

이는 그곳에 의존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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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장과 임원의 부재시에도 브로커로서 고객을 대표하여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회 원자 격

1. 모든 브로커회사는 다음요건을 만족시킴으로서 회원이 된다.

(1) 그 본점소재지가 FRG에 있다.

(2) 본점소재지에 보험브로커로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5. 회 원규 정

1. 객관적 조건

a) 회원자격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1) 그 회사의 주요 업무가 브로커업일 것

(2) 브로커로서 최저 3년이상의 영업경험이 있을 것.

보험브로커로서 3년이상의 영업경험이 없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 또는 공동출자자가 보험브로커회사의 상급지위로 3년이

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b ) 모든 회원은 Federal Supervisory Authority에 의해서 공포된 기

본방침을 준수한다.

c) 회원은 AGM (A ssemblagee General de Members = general

A ssembly of Member s )에 의해 지정된 배상책임보험을 부대하

고, 회원인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관적 조건

a ) 회사의 공동출자자, 임원 등은 보험업에 관한 지식과 보험의 지

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보험법률과 보험에 관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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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1) 보험프로그램 설계능력

(2) 보험계약에 관한 상세한 지식

(3)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수속능력

(4) 사고처리의 수속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2. a)에서 서술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1명이상이면 주

관적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한다.

§ 6. 회 원신 청

1. 회원신청서는 문서로 제출한다. 3명의 추천을 필요로 하고, 그중의

1명은 당협회의 회원인 브로커회사의 주주, 공동출자자, 이사 또는

독일 보험회사의 이사이어야 한다.

2. 입회허가는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신청자에는 1개월이내에 허가여

부와 수속방법이 문서로 보내진다.

3. 신청자는 상기 §3에서 서술되어 있는 브로커의 정의를 충족시키

고, §4와 §5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회원이 될 권리가 있다.

§7. 예 외규 정

입회허가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있다.

§ 8. 입 회승 인위 원회

입회승인을 위한 인터뷰는 승인소위원회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숭인소위원회 는 3∼5명의 위원과 1명의 사무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4

년마다 임명된다. 재선은 12년간을 한도로 하여 가능하다. 사무관은 당위

원회에 의해서 임명되며, 소위원회의 영구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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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도중에 물러나는 경우, 대리인을 채용한다.

§9. 불 승인 수속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신청자는 이에 대해서 4주이내에 주장을 제출 또는 법

정에 소장을 제출한다. 조정수속은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10. 회 비

1. 회원 AGM에 의해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2. 신규회원의 승인은 위원회에서 정해진 입회금의 지불을 수반한다.

3. 전년도 협회운영의 제경비가 회원이 조달하지 않는 경우, AGM에

의해서 추가의 지불액을 결정한다.

§ 11. 회 원의 의무 와 권 리

1. 회원은 협회규칙에 따른다.

2. 회원은 전문분야에서 협회의 활동에 협력한다.

3. 회원자신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회와 위원

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4. 회원은 상기의 §3, 4와 5에 서술되어 있는 정의와 규칙에 관해서

그 법적 입장이 변경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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