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장 사업의 인가

제 5 조

(1) 보험사업자는 감독당국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2) 인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보험

사업자의 목적과 조직, 사업활동의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보험사업자가 장래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영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을 보증하는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사업계획서의 일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통보험약관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 정관의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 보험담보범위의 명칭과 대

상을 포함한 담보하고자 하는 특정 보험종목의 위험에 관한 정보;

기업연금과 사망급부기금의 경우, 보통보험약관과 특히 산출기초와

사용된 수리적 공식을 포함한 보험료 및 기술적 준비금의 산출원칙

과 요율 등의 문서,

3. 주식법(Aktiengesetz)의 제291조 및 제292조에 규정된 계열관계 협

정,

4. 보험계약의 판매나 포트폴리오 관리, 클레임의 처리, 회계, 투자나

보험사업자 자산관리 등의 전부 또는 필요불가결한 일부를 다른 기

업에게 영구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협정(이하 업무분리(outsourcing )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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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는 자기기금(ow n fun ds )이 최소보증기금(minim um gu aran -

tee fun d , 제53c조)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기기금의 구성내역을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및

기타 경상사업비, 예상보험료수입, 예상손해액 및 豫想流動性 상태 등

에 관한 사업개시 후 3회계연도 동안의 추정치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財源(financial resource)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재무적인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5) 또한 다음 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 (1)항에서 말하는 건강보험과 강제보험의 경우, 보통보험약

관,

1a . 제12조 (1)항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산출기초 및 사용된 수

리적 공식을 포함한 보험료 및 기술적 준비금 산출원칙,

2. 재보험처리에 관한 정보,

3. 행정서비스와 사업확보를 위한 조직을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의 추정

치; 사업자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조직개설기금: organization

fund)을 사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부칙 A의 보험종목 18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

우, 약속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보유한 수단에 관한

정보,

5. 경영자와 이사의 경우, 그들의 신뢰성과 자격(제7a조 (1)항)을 판단

하는데 필요한 자료,

6. 보험사업자 내에 대규모 출자(major participation )가 있을 때(제7a조

(2)항의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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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출자자 및 출자액에 대한 공시,

b ) 제7a조 (2)항의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실에 관한 정보,

c) 출자자가 연간계정(annual accounts )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독

립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포함한 최근 3회계

년도의 연간계정,

d) 출자자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

구조, 그리고 연간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독립 감사인에 의

한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포함한 최근 3회계년도의 연

결계정,

7. 책임계리인에 관해서는 그 신뢰성과 자격(제11a조 (1)항, 제11e조, 제

12조 (2)항 제2문)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6) 연방재무장관은 시행령에 의해, 감독당국의 감독의무 수행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제5조 (5), (6)항과 제13d조 (1), (2), (4), (5)항에 따라 제공

되어야 할 정보의 성격, 범위, 제출일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은 시행령에 의해서 연방보험감독청에 위양될 수 있으

며 연방보험감독청은 州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제 6 조

(1) 인가는 사업계획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하여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인가신청상의 어떠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1993년 3월 17

일 조정조서(Anpassungsprotokoll)(BGBI(연방관보) 1993 II, P .1294)

에 규정된 유럽공동체(EC)의 전회원국과 기타 유럽경제영역(EEA )의

전회원국의 지역에 대해 인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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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는 각 보험종목별로 이루어진다. 보험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따

라 각 보험종목의 일부 위험만을 담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인가는

해당 보험종목의 전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가는 부칙 B에 규정된 명칭으로 몇가지 보험종목에 대해 한꺼번에

부여될 수도 있다.

(4) 특정 종목의 보험에 대해 부여된 인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보험

종목에 속하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담보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이

러한 위험이 영위 보험종목의 담보위험에 연관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것이며, 동일한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경우. 부칙 A의 보험종목

14, 15, 17에 열거된 위험은 추가적인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

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칙 A의 보험종목 17 상의 위험은 해상에

서 선박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과 클레임에 청구에 관련되거나

부칙 A의 보험종목 18의 영위에 대해 인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다른

보험종목의 인가에 의해서도 담보된다.

제 7 조

(1) 인가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공법상의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서만 부여된다.

(2)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이외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한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기존자산의 시장가격 및 이자율의 변동이나 유가증권

선물구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옵션,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 수수 약속이 실행될 때 규제자산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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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나타내주는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보유 유가증권으

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이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

제 7a 조

(1) 보험사업자의 이사와 경영자는 신뢰할 만하며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

다. 전문적인 자격의 필수요건은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과 경영경험이다. 비슷한 규모와 사업형태의 보험사업자

의 경영자로 적어도 3년 이상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할 경

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와 경영자라 함은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선임된 준하여 지명된 자연인이나, 다른 EC회원국 또는

EEA회원국에서 보험사업자를 대표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지점의 수

권대리인을 말한다.

(2) 보험사업의 적격참여(qualified participation )권자는 보험사업의 건전

하고 신중한 경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신뢰할

만한 자여야 한다. 그 참여권을 법인이나 조합이 보유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이 보험사업자를 대표하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자연인이나 책임있는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적

격참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즉 직접

혹은 특정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적어도 10% 이상 보험기업의

명목자본이나 투표권을 보유하거나 상호회사(제22절)의 사원기금을

10% 이상 납입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지분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경영에 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다. 투표권 지

분의 계산에 관해서는, 등록된 기업(OJ No. L348, p. 62)에로의 적격

참여권에 대한 매매를 위해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1988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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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일자 EC지침(88/ 627/ EEC) 제7조 제1문이 적용된다. 간접참여권

을 가진 기업을 위해 간접적인 참여도 전적으로 허가된다. 자회사란

법적인 형태나 본점에 관계없이 상법(Handelsgesetzbuch ) 제290조에

서 말하는 자회사인 기업으로 간주된다; 자회사의 자회사도 공동적

통제를 하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된다. 모회사는 법적인 형태나

본점에 관계없이 상법 제290조에서 말하는 모회사인 기업으로 간주

된다.

제 8 조

(1) 다음과 같은 경우 인가받을 수 없다;

1. 이사와 경영자가 제7a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결

론을 가져다 주는 사실들이 존재할 경우,

2. 제7a조 (2)항의 제1문 및 제2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져다 주는 사실들이 존재할 경우,

3. 제5조 (4)항의 제3문 및 제4문 (5)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과 문

서들로 보아 피보험자의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거나 혹은

보험계약상 의무가 영구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충분히 간주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적격참여권(제7a조 (2)항, 제3문)의 소유자와 계열관계를 가

질 경우 및 이 계열관계(주식법(Aktiengesetz) 제15조)로 인하여 혹은 적

격참여권의 소유자와 다른 기업과의 계열구조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에 대

한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인가는 거부될 수 있다. 제5

조 (5)항에 반하여 충분한 정보 혹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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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 생명보험(부칙 A의 보험종목 19 내지 24)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와

기타 보험종목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는 상호 배타적이다. 제12조

(1)항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와 기타 보험종목

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

(2) 인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킴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3) 감독당국은 생명보험이외의 원수보험사업(OJ No. L228, p . 3)의 개시

및 영위에 관련된 법, 규정, 행정조례의 조정에 관한 1973년 7월 24일

자 EC 손보 제1지침(73/ 239/ EEC) 제29b조 (4)항, 혹은 원수생명보험

사업(OJ No. L63, p . 1)의 개시 및 영위에 관련된 법, 규정, 행정조례

의 조정에 관한 1979년 3월 5일자 EC 생보 제1지침(79/ 267/ EEC) 제

32b조 (4)항을 따라 취해진 EC 집행위원회(Commition )나 각료이사회

(Council)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인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거나

인가를 제한한다. 그 연기나 제한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결정이 내려진 날 이후

에 제출된 인가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만일 EC 각료이

사회가 제2문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한다면 감독당국은 그러

한 연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인가는 위의 (1)항과 (1a)항에 언급한 것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거부

되어서는 안된다.

제 8a 조

(1) 소송비용보험과 기타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는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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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클레임의 처리를 제7조 (1)항에 규정된 법적 형태 또는

기타 자본회사(Kepitalgesellschaft )의 법적 형태를 취하는 다른 기업

(손해사정회사)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의 이전은 업무분

리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손해사정회사는 소송비용보험 이외의 어떠한 보험종목도 취급해서는

안되며 여타 보험종목의 어떠한 클레임도 처리해서는 안된다.

(3) 제7a조 (1)항은 손해사정회사의 이사 및 경영자에 적용된다. 그들은

소송비용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를 위해

활동해서는 안된다. 클레임 처리를 담당하는 피고용자는 그러한 보험

사업자를 위한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 위의 (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이사 및 피고용인은 개별 클레임의

처리에 관하여 손해사정회사에게 어떠한 지침도 주어서는 안된다. 손

해사정회사의 이사, 경영자, 피고용인은 이해의 충돌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보를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5) 위의 (1)항 내지 (4)항은 해상에서 선박의 사용에 기인하는 분쟁이나

클레임 관한 것이거나 그 사용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제 9 조

보험사업자의 정관에는 취급하는 개별 보험종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

에 대한 원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을 직접적으로만 운영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간접적(재보험에 의해서)으로도 운영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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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1) 보통보험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

다:

1.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 및 특별한 사유에 의

해 이러한 의무가 제외되거나 정지되는 사례;

2.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급부금의 성격, 규모, 만기일;

3. 보험료 납기일과 납입연기에 대한 법적 효과;

4.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청약자와 보험자의 권리 및 손해발생 전

후의 고지의무;

5. 규정된 기한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보험청구권의 상실;

6. 국내 재판권;

7. 보험계약자가 잉여금의 분배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2) 위의 (1)항의 규정은 보통보험약관 대신 상호회사 및 공법상의 보험

사업자의 정관에 통합될 수 있다.

(3) 위의 (1)항은 재보험 및 보험계약법의 시행법(Einfuhrungsgesetz zu

dem Gesetz Uger den Ver sicherungsvertrag ) 제10조 (1)항에 언급된

대형위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a 조

(1) 보험사업자는 계약자가 자연인일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및

부칙 D에 의한 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실 및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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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계

약법의 시행법의 제10조 (1)항에 따른 대형위험의 경우에 대해 적용

법규와 해당 감독당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소비자에 알리는 정보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이

해하기 쉬운 독일어 혹은 계약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신청서식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법적으로 독립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제안해야하는 사항은 명료성, 可讀性, 이해가능성을 해

치지 않아야 한다. 청약자는, 특히 관련된 보험조건을 포함하여 신청

한 계약의 법적 독립성과 신청자의 신청 및 계약조건에 의해 제한되

는 기간을 강조하는 서면상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1) 생명보험 보험료는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

가 그들의 모든 부채를 충족시키기에, 또한 특히 개별계약을 위한 적

정한 기술적 준비금을 설립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허용된 보험료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자본투

입이 없이 보험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2) 전제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동일

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 11a 조

(1) 모든 개별 생명보험사업자는 책임계리인(responsible actuary )을 고용

해야 한다. 그 계리인은 신뢰할 만하며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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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리인은 보험계리이론 및 전문경험의

분야에서 적절한 지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3년 동안 계리인으

로서 활동을 수행해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적절한 실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2) 내정된 책임계리인(responsible actuary )을 선임하기 전에 보험사업자

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그의 신뢰성과 위의 제1호에 준하는 전

문적인 요건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정된

책임계리인이 신뢰성 혹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다른 사람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

임한 후에도 만일 그의 선임을 거부하였을 만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혹은 책임계리인이 이 法에서 정한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

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다른 사람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2문 및 제3문에 따라 역시 내정된 혹은 새로 고용된 책임계리

인이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혹은 새로운 선임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직권으로 책임계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책임계리인에 대한 선임이 끝나게 될 때는 감독당국에 지체없

이 보고해야 한다.

(3) 책임계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계리인은 보험료와 기술적 준비금이 제11조의 원칙에 따라 산출

되었음과 시행령이 제65조 (1)항과 상법 제341f조에 준하여 공포되었

음을 보증해야 한다. 책임계리인은 특히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항상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지급여력의 액수에 있어서

적절한 재원을 충당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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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조합(kleinerer Verein : 제한된 활동을 하는 상호회사)의 경우(제53

조 (1)항 제1문)의 책임계리인은 대차대조표 맨 아래에 상법 제341f

조와 이 법 제65조 (10)항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계리확인서)에 따라

기술적 준비금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감사에 관련되는 상

법 제341k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산출기초의 근거와 그

확인을 위한 추가적 가정을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이사회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3. 책임계리인은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위의 2호에 따라 확인서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질적인 확인서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

우, 이를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만일 이사회에서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당국에 알려야 한다.

4. 이익배당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이익에 대한 적정배당률

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사업자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책임계리인이 위의 (3)항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위의 (3)항 2호에 따라 계리확인서에 관한 보고서를 감독당국에 기

탁할 의무.

(5) 제156a조 (3)항 제5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망급부기금 및 기

업연금은 위의 (3)항 1호 제1문, 2호 제2문, (4)항 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의 (3)항 1호 제2문에 따른 검사는 이들 경우에도 적용된

다. 위에서 언급된 확인서가 기술적 준비금이 인가된 사업계획서(계

리확인서)와 일치하도록 설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로 대체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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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따라 위의 (3)항 2호 제1문이 적용된다.

(6) 연방재무장관은 시행령에 의해서 계리확인서의 서식과 위의 (3)항 2

호와 5호와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과 범위 및 보고서 제출의 연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시행령에

의해 독일연방의회로 이전될 수 있으며, 독일연방의회는 州 감독당국

과 상의하여 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제 11b 조

1994년 7월 28일 이후에 체결된 생명보험의 보통보험약관상 보험료와 기

존 보험계약의 이익배당에 관한 조항의 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독립

수탁자(trustee)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은 효력을 발생하

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12b조 (3)항 및 (4)항, 제12d조 (2)항을 수탁자

에게 적용한다. 만일 제1문에 따른 변경이 감독당국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면 독립 수탁자에 의한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제 11c 조

1994년 7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그

날 이전에 감독당국이 인가한 사업계획서가 전적으로 적용된다. 제13조

(1)항은 제8조 (1)항 3호 제1문과 더불어 영업계획서 변경의 경우에 적용

된다. 따라서 제11a조 (1)항, (2)항, (4)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3)항은 해

당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적 준비금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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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d 조

상해보험 사업자가 보험료 환급이 있는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제11조 내

지 제11c조를 적용한다.

제 11e 조

보험료 환급이 없는 일반배상책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자동차상해

보험, 일반상해보험 등에서 연금에 대한 기술적 준비금의 산출에 관해서

는 제11a조를 적용한다.

제 12 조

(1) 건강보험이 강제건강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이하 이를

대체건강보험이라 한다) 있어 적합한 정도 만큼 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생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즉,

1. 보험료는 확률표 및 기타 관련 통계에 근거한 계리적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관련 통계의 산출에 있어서는 특히 폐질 및 질병

위험, 사망율, 연령 성별 해약율에 대한 위험의 의존도 및 해약율에

관한 해당 가정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안전할증(safty loading ) 및

기타 할증과 기술적 준비금의 최고 금리(3.5%)를 감안해야 한다;

2. 고령준비금은 상법 제341f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3. 입원일당보험에 있어서 늦어도 보험계약 후 4차년도부터는 계약종료

에 대한 계약상 또는 法定 통보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권리는 소멸하

고 또한 보험료 증가는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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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자는 유사한 담보내용과 더불어 다른 기초율(rates )을 선택

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를 가지는데 이 때 기존 계약에 의

해 획득된 제반 권한과 고령준비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2) 대체건강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사업자는 책임계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1a조 (1)항의 제2문 내지 제4문과 (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책임계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계리인은 보험료 및 기술적 준비금(특히 고령준비금)을 산출함

에 있어 계리적 방법과 제12c조 소정의 시행규칙이 준수되었는지를

보증해야 한다.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항상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정한 재원을 지급여력에 할당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보험사업자

의 재무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2. 고령준비금이 위의 1호에 따라 계산되었음을 대차대조표 하단에 확

인해야 한다(이하 계리확인서라 한다). 이것은 소조합(제53조 (1)항

제1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a조 (3)항 3호와 (4)항 1호를 여기에 준용한다.

(4) 대체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제11조 (2)항을 적용한다. 신계약의 보험료

는 고령준비금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 계약상의 동일 연령 피보험자

에 대한 보험료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5) 非대체건강보험이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면 (1)항 내지 (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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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a 조

(1) 의료비용보험과 임의개호보험(개호비용보험과 개호일당보험: nur sing

care daily allowance)에서 보험사업자는 해당 보험의 고령준비금에

의해 발생한 수익의 80%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금액과 전년도 말 고

령준비금의 2.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 이자율(technical

interest rate)을 적용한 수익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금액을 매년 고령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언급한 금액의 50%는 매년 피보험자의 계정으로 직접 이

전되어야 하고 장래 또는 현재의 보험료 감소, 특히 고령시의 보험료

인상을 피하거나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임의 일일개호

수당보험에서 보험약관은 보험료 감소 대신에 급부금 증가를 규정할

수도 있다.

(3) 위의 (1)항에 따른 금액 중 50%는 대차대조표 날짜로 65세에 도달한

피보험자를 위해 별도로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감소시키거나 또

는 보험료 증가를 회피 제한하기 위해 3년 이내에 이용되어야 한다.

단, 보험료가 계약개시시점의 보험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때 이용되지 못한 금액은

위의 (2)항의 내용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

(4) 위 (1)항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분배할 때 사용되는 방

법은 제12c조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5) (1)항 내지 (3)항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는 이전년도 말의 고령준비금의 1%가 피

보험자의 계정에 이전되어야 하며 위의 (2)항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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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직접이전(direct crediting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제 12b 조

(1)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강보험에 있어서 독립 수탁자의 승

인 없이는 보험료 조정조항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수탁자는 보험료가 기존 법적 요건에 합치되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탁자는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를 포함해 보

험료 조정을 증명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기술적 계산 근거를 제공받

는다. 기술적 계산근거는 산출기초 및 사용된 수리적 공식을 포함한

보험료 및 고령준비금 산출 원칙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2문의 요건

이 충족되면 인가가 주어진다.

(2)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모든 기초율에 대해

최소한 1년에 한번 보험급부금 요구수준과 계산치를 비교해야 한다.

만약 감독당국과 수탁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비교 결과가 특정 기

초율에 대해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보통보험약관이 더 낮

은 수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보험사업자는 동 비율을 사용한 모든

보험료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차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

단되면 수탁자의 승인하에 보험료를 수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규정되어 있다면 주어진 보유규모와 이에 따라 합의된 보험

료 할증도 조정되어야 한다. 수탁자의 의견상 보험료의 증감이 필요

하고 또한 보험사업자와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 수탁자는

지체없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3) 신뢰성있고, 적격하며, 보험사업자와 연관이 없으며, 특히 보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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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자회사와 고용계약이나 기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만이

수탁자로 선임될 수 있다. 적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탁자는 건

강보험의 보험료 계산 분야에서의 적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4) 지명된 수탁자를 선임하기 전에 감독당국이 위의 (3)항의 요건이 충

족되었는 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다른 사람을 선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선임 이후 위의 (3)항에 비추어 볼때

선임될 수 없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거나 수탁자가 법

에 정해진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보험료 조정을 승인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다른 수

탁자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문 및 제3문에서 언급한 경우에서

지명된 혹은 새로 선임된 수탁자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또

는 새로운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직권으로 수탁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 12c 조

(1) 연방재무장관은 생명보험과 같이 취급되는 건강보험에 대해 시행령으

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보험료 조정을 포함한 보험료의 계산 및 안전할증액 및 이자율과 다

른 할증 의 평가에 대한 원칙 뿐만 아니라 특히 폐질과 질병위험,

사망률,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위험의존도, 해약확률 등에 관한 적절

한 가정을 고려한 주로 고령준비금으로 구성되는 기술적 준비금에

대한 계리적 방법,

2. 제12조 (1)항 4호에 따른 보험료 변경의 경우 획득된 권리 및 고령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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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격에 대한 보험담보와 수당의 유사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

3. 제12a조 (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초과하는 수익을 결정하는 방법,

제12a조 (2)항과 (3)항에 따른 자격있는 피보험자 간에 금액을 분배

하는 방법, 계약 개시시점에서의 초기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

4. 제12b조 (2)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보험급부 요구수준과 계산치

를 비교하는 절차, 이러한 비교결과를 감독당국 및 수탁자에 제출함

에 있어서의 지연.

이러한 권한은 시행령에 의하여 연방보험감독청에 위양될 수 있으며, 보

험감독청은 州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 제1문 1호에 따른 시행령은 연방법무장관과 합의하여 공

표해야 한다. 위 (1)항 제1문 1호에 따라 공표권이 위양될 때도 같다.

제 12d 조

(1) 생명보험과 같이 취급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1994년 7월 29일 이전

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감독당국의 승인과 더불어 수정조항

하에서 조정된다면 감독당국에 의한 이러한 승인은 수탁자의 동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2) 만약 보험사업자가 생명보험과 같이 취급되는 건강보험에 대해 제

12b조 (3)항의 적격요건을 갖춘 수탁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감독당국

은 수탁자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보험사업자가 부

담한다. 단, 제12b조 (3)항의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충분히 많은 수

탁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1문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제2

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때는 연방의회의 승인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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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으며 연방재무장관이 시행령에 의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 13 조

(1) 사업계획서의 변경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효력을 갖지 못

한다. 이 경우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a ) 위의 (1)항은 업무분리계약(제5조 (3), (4)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이 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이러한 계약은

전부 감독당국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계약을 다른 기업과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은 제8조 (1)항에서

언급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감독당국에 기탁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 감독당국은 상황적으로 보아 정당할

때에는 동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동 기간은 감독당국이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조기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2문 내지 제4문은 보상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계열기업(주식법 제15조) 및 제53d조 (3)항에 따라 이와 동일하

게 취급되는 기업과의 계약상 보상의 변화는 수정된 계약이 감독당

국에 기탁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53d조는 영향을 받

지 않는다.

(2) 사업을 다른 보험종목으로 확장하려면, 제5조 (3)항 내지 (5)항에 따라 보

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제53c조 (1)

항 제1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소보증기금이 지급여력보다 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기금으로 보유함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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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영역을 EC회원국 및 EEA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확장 후에도 EC 및 EEA 회원국의 財源要件을 충족시

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EC 및 EEA 회원국 이외의 지역에 지점

을 설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영업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그 보험사업자는 영업하려

는 보험종목 및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제 13a 조

(1) 제13b조와 13c조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른 EC 및 EEA 회원국 내

에서 지점의 설치 및 서비스 방식(services basis )을 통하여 원수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 보험사업이 그러한 EC 또는 EEA 회원국에 있는

시설로부터 영속되어 이루어질지라도 그러한 사업을 맡은 독립인격

체에 의해 운영되다면, 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문 및

제2문은 기업연금과 사망급부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3)항은 외국에서 수행되는 영업활동에 대해 적용된다는 요건에 따라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법에서 말하는 서비스의 제공이란 본점이 EC 및 EEA 회원국내에

존재하는 보험사업자가 지점으로 이용되는 기업 없이 EC나 EEA 회

원국에 소재한 본점 및 지점을 통해 원수보험의 형태로 다른 회원국

에 소재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 소재하는 EC 및

EEA 회원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동일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부동산 특히 빌딩, 공장 및 부대 설비에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이 소재한

EC 또는 EEA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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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官用 또는 관용으로 인정되며 등록 및 차별화된 번호가 부여된 EC

또는 EEA회원국의 모든 종류의 차량에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

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EC 또는 EEA회원국;

3. 보험기간이 최대 4개월인 여행 및 휴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

해서는 청약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법적행위를 이행한 EC 또는

EEA회원국;

4. 기타 모든 경우에는,

a ) 보험계약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가 거주지로 삼고 있는 EC 또는

EEA 회원국;

b ) 보험계약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계약상 언급된 기업, 시설, 관

련 장치가 소재한 EC 또는 EEA회원국.

제 13b 조

(1) 보험사업자는 감독당국에 지점설치의사 및 관련 EC 또는 EEA회원국

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5조 (3)항의 2호, (4)항의 제3문 및 제4문, 5항의 3호, 4호에 따른

정보 및 추정치; 만약 건강보험이 EC지침 73/ 239/ EEC와 88/ 357/

EEC를 수정한 생명보험 이외의 원수보험에 관련된 법, 규정, 행정조

례의 조정에 관한 1992년 6월 18일자 EC 손보 제3지침 92/ 49/ EEC

제54조 (2)의 의미 내에서 인수된다면, 추가적으로 제5조 (5)항 1a호

에 따른 정보도 통보해야 한다;

2. 조직구조에 대한 정보;

3. 제3자과 관련하여 보험을 인수하고 다른 EC 또는 EEA회원국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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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당국 및 법원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지

정된 수권대리인(designated authorised agent )의 성명;

4. 지정된 수권대리인의 예상되는 사업상 주소;

5. 부칙의 A 10 a)에서 말한 위험이 지점을 통해 담보되는 경우, 보험

사업자가 다른 EC 또는 EEA회원국에서 무보험차량 및 보유불명차

량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 희생자를 위한 국가보상기금의 회원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2) 감독당국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1)항 제2문에서 규정한

문서를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적법성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자의

경영구조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수권대리인과 지점의 책임있는 관리

자 또는 임원이 제7a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조사해

야 한다. 만일 이의가 없으면 상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다음 문

서를 다른 EC 또는 EEC회원국의 감독당국으로 송부한다:

1. 위의 문서들:

2. 보험사업자가 자기기금을 영위 보험종목을 위해 필요한 지급여력 혹

은 최소보증기금 중 더 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유한다는 확

인서; 이 문서들이 송부된 후 이 사실은 보험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지점 설치를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인가하지 않는 이유를 상기 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3) 위의 (2)항 제2문의 경우, 다른 EC 또는 EEA의 감독당국이 더 이른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이 경과

하면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4) 보험사업자가 위의 (1)항 제2문의 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정보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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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있을 경우 이 변경이 효력을 가지기 1개월 이전에 감독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의 (2)항이 적용된다.

제 13c 조

(1) 보험사업자는 서비스 자유화 규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을 감

독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이때 관련 EC 또는 EEC회원국에도 통지하

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또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 보험

종목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을 통지해야 하며, 손해보험 제3지침

5조 (2)항의 건강보험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5)항의 1a호에

규정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칙 A의 보험종목

10 a)호에 규정된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 다른 EC 또는 EEA회원국

의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제13b조 (1)항 제1문 5호에 의거한 발표문,

2. 제7a조 (1)항 제1문의 적용을 받는 다른 EC 또는 EEA회원국에 거

주 또는 설립된 사업소의 대표자(손해정산업무의 대표자)로서, 이하

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a ) 손실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구비하는 자,

b )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에 관해 법원내·외에서 특히 당국과의 관계

에서 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당국과 협의할 권한을 행사하는 자,

c) 클레임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동 클레임과 관련하여 지급

해야 할 금액을 지급할 권한을 행사하는 자,

d) 다른 EC 또는 EEA회원국 당국과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존재여

부와 타당성에 관하여 사업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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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당국은 위의 (1)항 제2문과 제3문에 언급된 문서의 수령 후 1개

월 이내에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가 없으면 상기 기간 만료 이전에 이하의 문서를 다른 EC

또는 EEC회원국의 감독당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위의 문서들,

2. 영업이 허가된 보험종목 및 해당 보험종목에서 담보가 허가된 위험

에 관한 증명서,

3. 제13b조 (2)항 제2문의 2호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할 것에

관한 증명서. 반대로 사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원수보험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과 허가되지 않는 근거를 상기 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만일 상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독당국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의 (2)항 제2문의 경우, 사업자는 관련 통지를 받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4) 보험사업자가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영위하거나 추가위험을 담보하거

나 클레임처리를 위하여 다른 대표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도 위의

(1)항 내지 (3)항을 적용한다.

제 13d 조

보험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감독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경영자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의 신뢰성과 자격(제7a

조 (1)항)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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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자 또는 이사의 퇴임,

3. 증자를 위한 정관의 개정,

4. 보험사업자 주식지분의 대량 매입 또는 매각, 의결권주 또는 명목자

본금(nominal capital)의 20%, 33%, 50%의 지분한도에 이미 도달,

초과 또는 미달한 사건 및 이러한 지분의 변동에 관해 보험사업자가

통지받음으로써 보험사업자가 他사업자의 자회사(제7a조 (2)항의 제

6문)가 될 예정이거나 더 이상 他사업자의 자회사가 되지 않을 예정

이라는 사실,

5. 보험사업자가 매년 통지를 받은 시점의 보험사업자의 대주주의 성명

과 주소 및 출자금액,

6. 산출 기초 및 및 수리적 공식을 포함한 보험료 및 기술적 준비금 산

출원칙; 이는 생명보험사업 인가를 취득한 후에도 제출해야 하며, 신

규 또는 개정된 원칙을 사용할 때도 제출하여야 한다.

7. 신규 또는 변경된 보통보험약관의 사용; 제12조 (1)항의 건강보험 및

기타 강제보험에 관한 경우도 제출하여야 한다.

8. 제5조 (5)항 1a호 상의 기준의 신규 또는 변경 사용; 제12조 (1)항의

건강보험에 대하여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1) 사업자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의 관할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讓受받은 사업자는 契約移轉 이후 자기기금으로 지급여력을

충당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8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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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전의 목적상 양도사업자의 보험계약자와 관련한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 제41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a ) 국내 보험사업자가 제13a조에 따라 지점설치 또는 서비스방식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EC회원국 또

는 EEA회원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의 (1)항

제1문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사업자의 관할감독당국의 승인만이

요구된다. 위의 제1항 제3문에 따라 승인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면,

다음 사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인가가 주어진다:

1. 계약 이전 이후 양수사업자가 자기기금으로 지급여력을 충당할 것임

을 본점소재국 감독당국이 작성한 증명서로써 증명했을 때,

2.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소재한 EC 또는 EEA회원국의 감독

당국이 계약이전을 승인하였을 때,

3. 지점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이전의 경우, 그 지점에 대한 EC 또

는 EEA회원국의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쳤을 때.

위의 1호 제1문과 제2문은 본점소재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이전에도 적용된다. 위의 (1)항의 제1문과 제3문의 경우 제4문을 적용한다.

(2) 포트폴리오 이전에 관한 허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민법 제

3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포트폴리오 이전에 관한 허가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되어야 한다.

州정부의 감독당국만이 관련된 경우 그 州정부의 관련 관보에 의한

공표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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