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Ⅱ . 世界 再 保險 市 場의 成 長

1. 槪 況

최근 Swiss Re社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 전 세계에서의 원수

보험료는 손해보험 7,326억, 생명보험 1조4,791억 합계 2조 2,11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출재보험료는 1,242억 달러로 5.6%의 출재율을 나타내

었으며, 손·생보간 출재금액비율을 보면 손해보험이 1,026억 달러로 83%,

생명보험이 216억 달러로 17%를 점하고 있다. 원수보험료에 대한 평균출재

율은 손해보험이 14.0%, 생명보험이 1.5%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세계보험시장 의 재보험 현황 (199 7)

·손해보험

(단위 : 10억달러)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출재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북 미

서 유 럽

일 본

아시아/ 태평양

중 남 미

기 타

317.7

247.5

65.2

54.9

21.7

25.7

43.4

33.8

8.9

7.5

3.0

3.5

39.9

36.1

4.3

12.4

3.3

6.7

38.9

35.1

4.2

12.1

3.2

6.5

12.6

14.6

6.6

22.6

15.1

16.4
계 732.6 100.0 102.6 10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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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건 강보험

(단위 : 10억달러)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출재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북 미

서 유 럽

일 본

아시아/ 태평양

중 남 미

기 타

661.8

419.8

269.8

110.3

13.2

4.3

44.7

28.4

18.2

7.5

0.9

0.3

10.6

9.1

0.6

0.6

0.6

0.2

49.1

42.1

2.6

2.8

2.8

0.7

1.6

2.2

0.2

0.6

4.6

3.6
계 1,479.1 100.0 21.6 100.0 1.5

자료 : Swiss Re, Sigm a N o.9, 1998

<표 1>에서와 같이 출재보험료의 75% 이상이 북미와 서유럽에서 출재

된 것이고, 4%가 일본 나머지 20% 정도가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국가로

부터 출재된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세계보험시장에서 북미, 서유럽, 일본

은 세계시장 원수보험료 점유율에 비하여 출재율이 낮고 나머지 시장은 원

수보험료 점유율이 낮음에도 출재율은 높아 재보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1997년도중 총 출재보험료는 1,026억 달러로 원수보험

료 대비 평균출재율은 14.0%를 기록하고 있다. 북미(버뮤다 포함)에서의 출

재보험료는 399억 달러로 전세계 손해보험 출재보험료의 38.9%을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유럽이 35.1%을 점하고 있다.

서유럽의 출재율(14.6%)이 북미(12.6%)보다 높은 이유는 18개나 되는 보

험시장에 5,000여개의 손해보험사가 산재해 있는 시장구조, 비례재보험방식

의 선호경향(독일의 경우 80%가 비례재보험), 런던시장의 구조적 특성(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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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약한 다수의 재보험자가 해상·항공·중공업등 산업관련 대형위험 인

수)으로 높은 출재율(약 30%)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보험산업은 원보험료에 있어 8.9%의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

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또한 자연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세계 손해보험 재보험료의 4.2%만을 점유하고 있고 출재율도

6.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원보험시장의 높은 集中度와

資本力에다 지진위험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풀2)이 존재하고 있

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재보험출재율은 22%선으로 세계평균 14%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원보험자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

약한 데 비하여 인수하는 위험은 신흥국가 특유의 기업성 산업위험으로 위

험분산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생명·건강보험의 경우 1997년도중 총 출재보험료는 216억 달러로 수입

보험료(원수보험료)대비 평균출재율이 1.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0.2%

로 가장 낮은 출재율을 나타내고 있고, 중남미국가가 4.6%로 가장 높은 출

재율을 보이고 있다.

생명·건강보험에 대한 재보험수요는 북미와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이 두 지역에서의 출재보험료가 전체의 91%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보

험료에 있어 높은 세계시장점유율(18.2%)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서 낮은

출재보험료점유율(2.6%)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시장의 세계시장점유율은

8.7%이나, 출재보험점유율과 출재율은 각각 6.3%와, 4% 수준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2) 일본에서의 지진위험담보는 민영보험과 정부가 재보험시설을 이용하여 합작형태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특이함. 1999년 현재 지진담보금액은 총 4조 1,000억엔에 이

르고 있는 바, 이 중 민영보험이 6,108.7억엔, 정부가 3조 4,891.3억엔의 보상책임을

지고 있음. Japan N on-Life Insurance, Newsletter, N o.52, Apri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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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再保險市場의 成長과 最近動向

가 . 세 계 재 보험 시장 의 성 장율

90년부터 97년까지 세계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의 실질성장율(인프레 조

정후)은 2.6%로 원보험시장의 성장률 1.7%을 앞지르고 있다(<그림 1>참조).

지역별로 보면, 북미의 경우 원보험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요

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버뮤다 소재 캡티브시장에서 재보험 수요가 창출

되고 있고, 과거에 풀로 출재되던 것이 점차 일반 재보험시장으로 이전되

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림 1> 손해보험 재 보험수요 실질성 장율 (19 90∼ 199 7)

(단위 : %)

자료 : Swiss Re, Sigm a, N o.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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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경우 기업합병 등 빠른 구조조정으로 재보험출재의 감소요인

이 있음에도 원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이 비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재보험시장은 민영화 및 규제완화 조치 등으

로 원보험시장보다 더 높은 실질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신흥시장의 재보험점유율은 1997년에

18.8%로서 1990년의 11.7%보다 무려 60.6%(p) 성장을 보이고 있다.

생명·건강보험의 경우 1990년에 150억 달러이던 재보험료는 1997년에는

216억 달러로 약 2%의 실질성장(인플레 조정후)을 보이고 있다(<그림2>참

조).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서구에서 재보험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일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 동구권 국가는 원보험과 재보험 모두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남미 국가와 동구권 국가의

성장율은 출재율 자체가 모두 낮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 림 2 > 생명·건강보 험의 재보험수요 실 질성장율 (199 0∼ 199 7)

(단위 : %)

료 : Swiss Re, Sigma N o.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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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세 계 재 보험 시장 의 최 근동 향

80년대 중반 미국에서의 배상책임보험위기3)와 90년대 초반 자연재해 누

적손해4)로 인하여 세계재보험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다. 기존 재

보험자의 시장철수와 신규재보험자의 시장진출 등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

되고 있고, 세계유수의 대형전업재보험자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

화를 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5)

전통적으로 세계재보험시장은 전업재보험자가 지배하여 왔고, 지금도 독

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재보험공급자가 세계재보험시장의 상당분을 점유

하고 있다. 런던과 로이즈시장은 90년대 초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

만 그래도 항공, 해상, 자연재해 등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 있어 아직도

그 독보적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재보험시장은 풀과 원보험자의 재보험소화능력이 감소해가고 있

는 반면, 전업재보험자의 보험료수입과 자본력은 증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

3) 80년대 이후 미국은 석면 클레임과 환경오염 클레임으로 손해율이 급등함. 보험

자는 판결금액의 고액화로 엄청난 금액의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했고,
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극히 제한적인 담보만을 제공하거나 아예 담보제공 자체

를 중지함. 이러한 담보제공의 위기는 결국 종래 occurrence방식의 증권에서

claim s-m ade방식의 증권으로의 전환, 캡티브 설립의 성행, 금융재보험의 출현 등

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됨.
4) 90년 유럽에서의 겨울폭풍, 91년 일본에서의 태풍 Mireille, 미국에서의 허리케

인 앤두류 등 5대 자연재해는 연간 29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힘. 이러한 자연재해

는 배상책임보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시점에 집중되는 바람에 몇몇 원·재보

험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로이즈시장 역시 90년대 초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음.
이후 재보험업계는 보험 이외의 산업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버뮤다에 소위 CAT
(자연재해)전문재보험사를 설립하여 그간 로이즈와 기타 재보험시장이 메우지 못

했던 담보력 부족 분을 채움. 당초 버뮤다회사들은 자연재해를 전업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후에 다른 종목을 취급하는 보험자와 결합하여 사업범위를 넓혀

나감.
5) Munich Re, Swiss Re, General Re, Employers Re 등 소위 세계 4대 재보험자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의 22%에서 최근에는 35%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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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이는 그간 재보험자간 인수·합병6)으로 89년에 80개에 달하였

던 재보험자가 97년에는 40여개로 줄어들면서 그 체질을 강화한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까지 자국시장에서만 영업을 하던 미국

의 재보험자는 이제는 눈을 전세계지역으로 돌려 영업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과거 30년간 캡티브의 중심지였던 버뮤다시장이 크게 팽창하여 지

금은 세계재보험시장 점유율 5%로서 이미 로이즈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

배상책임위험과 자연재해위험 등에 아직도 부족한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장점 이외에 세제와 감독

체계의 신축성으로 요즈음은 finite risk 솔루션7)등 혁신적인 보험/ 재보험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보험의 출재경향과 패턴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간 원보험자의 구조조정으로 출재보험료가 감소되고 재보험 방식도 比例

再保險(proportional reinsurance)에서 非比例再保險(non-proportional reinsurance)

으로 바뀌고 있으며, 재보험공급에 있어서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소수의 대

형재보험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 방식에 있어서 비비례재보험방식인 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reinsurnace) 방식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은 재보험료를

절감하면서 자기보유를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으나, 위험분산의 측

면에서 비비례재보험이 비례재보험보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위험자

6) 미국재보험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은 1996년에 그 절정에 달해 거래금액이 84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누계 60억달러를 초과함. Heidi. E. Hutter, Convergency
and innovation : Development in the reinsurance m arketplace , Risk
M anagemen t, Volume 44, New York, 1997

7) finite risk 솔루션 :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산하고

위험인수주체의 책임한도액을 한정하고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등으로 위험부담

코스트의 안정화를 꾀하는 대체위험전가 방안의 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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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추가적 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술한 finite risk솔루션과 관련하여 시장의 성격에 있어서도 종래의 전

통적 재보험시장외에 위험전가기능과 금융기능이 결합된 소위 대체보험시

장의 형성이 새로이 시도되고 있고, 상품 면에 있어서도 금융재보험상품,

증권화 상품, contingent capital8)등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상품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아울러 과거 등한시 되오 던 생명·건강

보험의 재보험거래가 일부 대형전업재보험자를 중심으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이 특기할 사항이다.

다 . 국 내 재 보험 시장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출재율은 96년 12.4%, 97년 10.8%로서 세계평균출

재율 14%는 물론 북미 12.6%, 서유럽 1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표 2>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손해보험료의 약 40%을 점유하고

있고 재보험 수요가 약한 장기손해보험료를 제외하는 경우 출재율은 96년

18.9%, 97년 17.9%로서 세계평균출재율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출재

율 22.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험담보력상의 문제와 함

께 보유의 보수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표 3>참조).

8) contingent capital :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금액과 조건

으로 주식 또는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조건부 자본조달의

한 방식으로 매입자는 주로 보험회사이고 매입의 목적은 지급여력을 확보하거나

대형사고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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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우리나라 손해 보험 출재율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96 ' 97

원수보험료
장기보험 포함(A) 15,239 13,935

장기보험 제외(A ) 10,011 8,431

출재보험료

(B)

국 내 1,331 1,020

국 외 569 490

계 1,900 1,510

출

재

율

원수보험료에 장기보험

포함(B/ A)

국 내 8.7 7.3

국 외 3.7 3.5

계 12.4 10.8

원수보험료에 장기보험

제외(B/ A')

국 내 13.2 12.1

국 외 5.7 5.8

계 18.9 17.9

주 1) 출재율 산출에 있어 국내외 수재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음

2) Sigm a지 대미환율 원용(미화 1달러당 96년 837원, 97년 1,145원)

원수보험료 대비 종목별 출재율에 있어서 주로 비례적 재보험방식을 취

하고 있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은 60%선에서 80%선의 출재율을 보이고

있으나 비비례재보험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출재율이 1.5%선

으로 거의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출재율이 높은 종목은 해상, 특종보험으로 원수보험료 대비 30%선의

국외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화재보험으로 20%선의 국외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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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우리나 라 손해보험 종목별 출 재율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원 수

보 험 료

화 재 해 상 자 동 차 특 종 기 타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429 281 496 348 7,205 5,394 854 736 836 1,200

출

재

보

험

료

국

내
254 180 145 89 79 84 411 319 257 179

국

외
113 55 170 137 10 6 266 279 10 13

계 367 235 315 226 89 90 677 598 267 192

출

재

율

국

내
59.2 64.1 29.2 25.5 1.1 1.6 48.1 43.3 30.7 14.9

국

외
26.3 19.6 34.2 39.4 0.1 0.1 31.1 37.9 1.2 1.1

계 85.5 83.6 63.4 64 .9 1.2 1.7 79.2 81.2 31.9 16.0

주 1) 출재율 산출에 있어서 국내외 수재보험료는 감안되지 아니함.
2) Sigm a지 대미환율 원용 (미화 1달러당 96 837원, 97 1,145원)

한편,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출재율은 0.4%로서 <표 1>에서의 지역중 일

본(0.2%)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출재율은 상품의 분

류·성격 및 구성 등에 있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미(1.6%), 서

유럽(2.2%), 중남미(4.6%) 등과의 직접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저축성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일본과 우리 나라로서는 출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표 4 > 우리나라 생 명보험 출재율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96 97

수입보험 료 (A) 45,594 42,755

출재보험 료 (B) 166 176

출 재 율 (B/ A) 0.4 0.4

주 : Sigm a지 대미환율 원용(미화 1달러당 96 837원, 97 1,1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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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世界再保險市場의 規制監督水準

1996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9)(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제 3차 연례총회에서 네덜란드 보험감

독청은 각 회원국에 대해서 재보험에 대한 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장래 감독수준을 강화할 것인가 또는 완화할 것인가 를 설문지 방식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가 이듬해 시드니 총회에

서 공개되었는데, 要旨는 ① 앞으로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은 지금보다 소

폭이나마 더 엄격하게 될 것이며 ② 현행 국가간 감독수준·방법상의 차이

는 더 좁혀질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그 차이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

으로 요약되고 있다.

위 설문지에 의하면 재보험에 대한 감독수준을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다시 나누어서 세분류하고 있다10).

9)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 : 미국의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회의에 옵서버

로 참석하여 오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1994년에 창립(83개 회원국). 보험감독

기관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국제단체(사무국 스위스

바젤). 199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6차 총회 개최. 현안 이슈는 표준보험

감독기준의 제정.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창립회원자격으로 가입하고 있음.
10) 감독수준의 세분류 내용 : 1a 감독당국으로의 회계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1b 국

내재보험자만이 연차회계보고서 제출의무 있음. 1c 국내보험자와 거래관계가 있

는 모든 재보험자는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있음. 1d 재보험자가 설정한 담보금액

(collateral security)범위 내에서만 재보험크레디트 부여. 1e 해외재보험자의 경우

평가기관이 생산한 등급. 정보자료를 사용.
2a 재보험자 본·지점에서의 임점검사실시. 2b 조회권한이 외국재보험자에게

도 적용됨. 2c 원보험자가 재보험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있음. 2d 원보험자의

출재금액에 한도가 있음. 2e 국내재보험자에 한해서 사전승인이 요구됨(지급능력

요건이 아님). 2f 모든 재보험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지급능력요건이 아님).
2g 국내재보험자는 원보험자와 똑같은 경영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

음.
3a 사업면허제도는 국가별로 결정됨. 3b 전세계적 단일면허제도는 국제성이

가장 큰 분야에 국한. 3c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제한적 단일면허제도 적용.
3d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원칙이 원보험자의 경우와 동일. 3e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을 원보험회사의 출재분에 대해서만 감독하는 것으로 대체. 3f 재보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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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음 .

1. 출재보험에 대해서만 감독

2. 국내보험자에 대해서 비공개정보 (non- publ i c i nf or mat i on)의 제

공을 요청할 권한이 감독당국에 있음 .

3 . 국내 보험자와 거래를 하는 모든 재보험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4 . 추가요건을 적용하여 통일된 면허를 원보험자 또는 재보험자에게

부여 .

위 설문지에 대해 58개 국가가 응답을 하여온 바, 이의 집계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표 5 > IA IS 회원국 현재 /미래 재보 험 감독수준

국가수
감 독 수 준

계 평균 수준 *
0 1 2 3 4

현 재 3 9 25 21 - 58 2.1

미 래 0 5 29 17 7 58 2.5

* : 최소자승법(OLS) 적용

자료 : The Geneva Papers on Risk an d Insurance, No.89, Oct. 1998

대한 감독을 원보험회사의 출재분 이외의 것으로 확대. 3g 재보험자의 지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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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IAIS 회원국 재 보험 감독수준 변천 추이

1

2

3미
래
수
준

1 3

현재상황

미래상황

2
현 재

4

자료 :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 ce, N o.89, Oct. 1998

□ 다수국가는 이미 재보험자에 대하여 얼마간의 감독을 행하고 있다. 감

독을 전혀 안 하는 국가도 3개국이 된다.

□ 현재 규제·감독을 안 하거나 제한적으로 하는 국가도 앞으로는 그 수

준을 강화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따라서 앞으로의 감독수준은 현행 평균 2.1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이

전될 것으로 보인다.

□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수준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별화를 주장하는 국가

나 감독기준의 통일화를 통해서 국가간 정합화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국가 모두 공통된 현상은 자국의 현행 감독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

정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국가간 감독

기준의 통일·정합화를 선호하는 국가일수록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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