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責任 限 定 再 保 險

전술한 바와 같이 ART 솔루션에는 Finite Risk, MMP, MTP, Contingent

Capital등이 있는 바, 이 중 Finite Risk Reinsurance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市場槪況 및 生成背景

가 . 시 장개 황

책임한정재보험(Finite Risk Reinsurance ; 이하「Finite 재보험」또는「Finite

Risk재보험」이라 함)25)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

다. 그러나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이 방식은 위험전가기능과 리스크파이

낸싱26)(위험재무)기능을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대체적 재보험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Finite 재보험의 생성은 지난 20년간 시장진입장벽 완화와 시장규제완

화로 인한 경쟁환경의 변화, 측정이 어려운 언더라이팅 위험의 출현 그리

고 감독측면에서 건전성 감독과 공시제도의 강화 등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

해서 비용 효과적인 재보험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운용·배분으로 영업

25) Financial Re.와 Finite Risk Re.라는 용어는 상당부분 같은 의미로 교차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 실상 이 두 개의 재보험방식은 재보험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보

험료 결정에 현금의 시간적 가치가 반영되는 등 금융적 요소가 강하여 금융(재)
보험으로 번역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는 Finite Risk Re.를 금융재보험으로 번

역치 아니하고 원어를 그냥 사용해서「Finite 재보험」또는 「Finite Risk 재보

험」으로 표시하여 순수 금융재보험과 구분 하고자 함. 90년대 초까지 금융재보

험은 언더라이팅 위험 담보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동 위험담보가 Finite
재보험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임.

26) 리스크파이낸싱(risk financing)은 보험금지급 財源의 利用을 의미하며, 내부기

금 재원을 이용하는 자가보험 프로그램과 외부기금 재원을 이용하는 위험전가

프로그램이 있음. 현금의 시간적 가치이용을 중시하는 위험통제의 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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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는 재보험방안을 추구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

다.

이 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보험자가 위험을 제한(limited / finite)

해서 인수한다는 점이다. 즉, 재보험자는 손해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누계책임액 한도내에서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재보험 수익 마진

도 아주 낮다. 또한 출재사는 동일 위험물건에서 두가지 위험을 전가하는

데, 하나는 실제보험금이 예정보험금보다 클지도 모르는 언더라이팅위험이

고, 다른 하나는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됨으로서 투자수익의 감소를 가져오

는 보험금조기지급위험이다. 이는 재보험자의 책임을 한정함이 없이 언더

라이팅위험만을 전가하는 일반재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Finite 재보험 솔루션의 또 다른 특징은 ① 계약기간이 3∼10년이기 때문

에 재보험 가격 및 조건 등의 결정을 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고 보험금

을 기간적으로 배분 및 분산 가능하며, ②「재보험책임의 제한적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격으로 계약기간중 이익시현시 이익의 상당부분을 출재사에

반환(적자시현시에는 손해액만큼 출재사가 수재사를 보전)하고, ③ 재보험

가격결정에 장래의 투자수익을 반영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 또는 Finite 시설을 ⅰ)재보험기능 ⅱ)예탁기능 ⅲ)파이낸싱

기능의 3대 기능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27) 재보험기능에서의

특성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한 보험료 책정, 보험사고시 약정보험금의 지

급 약속, 재보험자의 위험인수 제한가능, 통상 1년의 계약 그리고 지급한

보험금을 사후에 보전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일이 없을 것 등이 있다.

예탁기능의 특성으로는 위험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를 사전에

27)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RT-Financial Reinsurace : The
Australian Regu lator' s Perspective, Australian Forum A sia Insurance Review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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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자는 클레임 발생시 또는 계약 종료시 동 금

액을 출재사에 환급,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직·간접), 사고발생시 보험

금 지급, 재보험자의 위험인수 제한가능 그리고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파이낸싱기능의 특성으로는 사고발생시 재보험자에 의한 선지급, 사후

동 지급액의 회수, 저렴한 시설비용, 재보험자의 극히 제한적인 위험인수

(자금대출의 성격), 이자부과, 필요시 근저당 설정 등이 있다. 대부분의 금

융·Finite시설은 이 세 가지 기능이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 진 것이

다. 그러나 일부 솔루션은 세금 또는 감독기준의 회피 목적으로 재보험기

능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첨가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Finite 재보험의 이점으로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기간적 분산으로 언더라

이팅실적의 안정화와 재무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원보험자의 보유증

대 그리고 이익의 환급으로 재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여하에 따라 담보범위의 확대가 상당부분 가능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자본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재보험자와의 장기적 유대관계로 차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재

보험과 finite 재보험과의 내용 비교를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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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일반재보험과 Fin ite재 보험 비교표

구 분 일 반 재 보 험 Fin ite 재 보험

책 임한도액

일반적으로 건당 책임한

도액은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동안 총책임한

도액은 무한대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총누

계 책임액을 사전에 미리

합의, 제한

담 보위험 ·언더라이팅 위험

·언더라이팅 위험

·타이밍 위험(보험금 조기

지급 위험)

·금리/ 환위험 등

소 급담보

가 능여부
불가 가능

계 약기간 1년계약 장기계약 (3∼10년)

재 보 험

계 약조건

종목별로 특약조건 및 합

의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음.

계약조건이 정형화 되어있

지 않고, 계약 당사자 상호

합의 하에 탄력적으로 결정

됨

영 업수지

·수지불균등

(영업손실 보전 또는

이익 환원이 없음)

·수지균등

재보험

목 적

장래 불확실 위험에 대한

위험분산으로 영업안정

도모

·영업실적 안정화

·담보력 / 보유증대

·재무구조개선

·비용절감효과

재 보험자

이익의 원천

재보험 언더라이팅 성패

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시현

재보험 계약인수 및 관리에

따른 경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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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생 성배 경

Finite 재보험의 생성배경은 ART시장의 발전배경과 맥을 같이한다. 여기

서는 주요한 사실만을 다시 기술하고 재보험담보에 특별히 관계되는 사항

을 추가하고자 한다. Finite 재보험의 생성은 80년대 중반 이후 배상책임보

험의 위기와 자연재해위험과 관련된 보험커버 구득 불가에서 비롯된다. 특

히 거액의 배상책임클레임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보험커버의 구

득 불능으로 대체커버의 개발이 요구되고 여기서 배상책임클레임의 장기성

과 거액의 보험금에 착안해서 현금의 시간적 가치와 재보험자의 책임한정

을 반영하는 Finite 솔루션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 솔루션에서 재보험자

의 책임 한정은 곧 재보험자의 이익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

는 경우 이를 출재사에 환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Finite 솔루션의 구매 동기는 대차대조표상 재무구조의 개선에 있

었고,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실적 악화로 재무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손해보험사에게 더욱 절실하였다. 그 이후 감독당국이 (재)보험자에게

부과하는 지급능력기준의 충족 등을 위해 보험금포트폴리오전가(LPT:Loss

Portfolio Transfer)솔루션과 逆進展保險金擔保(ADC:Adverse Developm ent

Cover)솔루션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솔루션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부터

배상책임보험의 장기 미결클레임을 제거하는 등으로 계약자 잉여금 증대를

가져오도록 고안된 상품이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재무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금융재보험(Pure Financial Re)상품은 위험전가를 상

당부분 수반하는 Finite 재보험과는 구분된다.28)

28) 이기형·김평원,『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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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有用性 및 可用範圍

가 . 유 용성

Finite 재보험의 가장 유용한 기능은 어느 특정 년도의 급격한 손해율의

변동을 장기간의 계약기간에 흡수하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써 출재사는 일반 재보험시장에서 순환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요율파동, 담

보력파동 그리고 손해율 파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Finite 재보험은 책임준

비금과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실제지급 재보험료간의 차액을 이익

으로 확정하는 등으로 출재사의 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고, 각종 레버리

지 비율(보유보험료/ 자기자본, 지급준비금/ 자기자본 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일반재보험과 마찬가지로 Finite 재보험은 원보험자에게 담보력 증대를

제공한다. 담보력 증대는 보험료 정산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준비금

의 이전 등으로도 이룰 수 있다. 또한,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재보험 가격

파동과 위험인수 능력의 한계 등으로 재보험 소화가 덜된 부분을 Finite 솔

루션을 통하여 추가로 자가 보유하여 보유증대를 기할 수 있다. 끝으로, 대

형화 추구를 위한 원보사간(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있어 배상책임보험

등에서의 장기 미결클레임을 Finite 재보험자에 이전하므로서 구조조정 작

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나 . 가 용범 위

Finite 재보험의 계약형태는 일반 재보험에서와 같이 比例型과 非比例型

으로 나뉜다. 또한 손해액(지급책임)이 어느 연도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

가에 따라 소급형과 비소급형으로 나뉘는데, 소급형은 과거년도 증권상의

위험담보이고 비소급형은 현재 또는 미래년도 증권상의 위험담보이다.

소급형 재보험 솔루션은 클레임 종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금의 시간

- 43 -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유용하고 비소급형 재보험 솔루

션은 자연재해 담보를 위한 기금형성이나 향후 실적 안정화가 필요한 종목

에 적합하다. 따라서 소급형 솔루션에서 원보사는 장기 미결클레임(손해사

정비용 포함)을 출재할 수 있고, 수재사는 동 클레임의 run-off29)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재

<그림 6 > 보험 (Fin ite )을 통한 위험전가 범 위

* : stop loss cover : 특정 종목 또는 위험군의 경과누적손해율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수준 (예 : 70%)을 초과할 때부터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이 개시되는 비비

례적 재보험의 한 형태. 김기현, 『재보험 실무』, 보험연수원, 1998

자료 : Swiss Re, Sigma No.5, 1997

29) run-off위험 : 재보험 특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유효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

해서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은 계속해서 잔존한다는 것으로서, 재보험계약기간 만

료와 동시에 재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clean-cu t과는 대칭되는 개념임.

재보험 방식

비례적
·비례재보험
·초과액재보험

비비례적
·개별위험 XOL
·위험군 (누적)대

재해 XOL
·stop loss*

위험유형

·언더라이팅
위험

·타이밍 위험
·신용위험
·금리/ 환위험
·손해사정비용

등

언더라이팅연도

·과거년도 증권
(소급형)

·현재·미래년도
증권(비소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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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主要契約形態

원래 Finite 솔루션은 고객주문형 상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형화된 방식

은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Finite 재보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있는 대

표적인 네 가지 형태, 즉, Loss portfolio transfers(LPT), Adverse

developm ent covers(ADC), Finite qu ota shares(FQS) 및 Spread loss

treaties(SLT)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30) 이 중 LPT와 ADC는 과거년도

증권에서의 보험사고 담보이기 때문에 소급형 담보이고, FQS와 SLT는 장

래형 담보이다. LPT가 원보사의 미지급보험금포트폴리오를 Finite 재보험자

에 출재하는 것임에 비하여 ADC는 이미 적립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준비

금이 예기치 않게 증가하는 경우 그 지급준비금의 초과분 위험을 재보험

담보하는데 쓰인다. FQS는 일반 재보험에서의 비례재보험과 흡사하나 금

융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끝으로 SLT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기간적으로 분산해서 영업실적을 안정시키는데 유용하며, 기금형

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Funded Cover라고도 부른다.

가 . 보 험금 포트 폴리 오전 가 (LPT:Loss Portfolio Transfers)

LPT는 과거년도 증권상에 잔존해 있는 보험금 지급채무(미지급보험금 및

미지급손해사정비)를 Finite 재보험자에 전가할 때 쓰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소급형 담보가 된다. 재보험료는 출재사가 적립하고 있는 지급

준비금에서 장래의 투자수익을 미리 공제한 금액이 되며, 여기에 언더라이

팅 관련 위험보험료와 재보험자의 사업비용과 이윤을 추가한다. 여기서 위

30) Swiss Re, Sigma N o. 5, 1997. 또 다른 분류로는 비례재보험 형태로서

Financial Q/ S agreement, 비비례적 재보험 형태로서 Loss portfolio transfer,
Retroa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Prospe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및

Time & distance 등이 있음. George Monti & Andrew Barile, A Practical Guide
to Finite Risk Insurance and Reinsurance, John Wiley & Sons, Inc, 1995,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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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보험료는 보험금 조기지급과 준비금위험 등 언더라이팅 위험에 수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금 조기지급위험은 클레임 발생에서 종결시까지의

기간을 추세법으로 측정하고, 준비금 위험은 발생보험금 기준 補外法

(extrap olation) 등 통계적 기법31)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출재사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지급준비금을

재보험료로 현금 할인한 금액만큼 계약자잉여금이 늘어나 지급능력의 증대

는 물론 각종 경영효율이 개선된다.

또한 장기 미결클레임을 전부 재보험자에게로 전가하거나 계산 가능한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특정종목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 사업철수 또는 인수

합병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결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촉매제 역

할도 담당한다. 이 방식은 또한 비용과 시간상 run-off에서 오는 번거로움

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31) 발생보험금 기준 보외법은 연도별, 진전기간별로 발생보험금 규모에 대한 과거

경험치에 기초하여, 평가일 현재 회사의 종국적 지급 책임액을 추산한 후 기지

급 보험금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법임.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추산보험금 산출

은 기준금액 설정에 있어 지급보험금/ 발생손해액이 있고, 통계기간 설정에 있어

서는 사고년도/ 통지년도/ 증권년도가 있으며, 전개방법에 있어서는 누계방식/ 증

가분방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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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LPT 사용例 (1)

손 익계산서

LPT 이용전 LPT 이용 후

경과보험료 1000 800

지급보험금 -100 -100

미지급준비금 증가 -600 -300

경 비 -350 -350

언더라이팅 실적 -50 50

투자실적 50 50

영업실적 0 100

대 차대조표

LPT 이용 전 LPT 이용후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2000 지급준비금 600 1800 300
기타부채 1100 1100
잉 여 금 300 400

경 영효율

LPT 이용전 LPT 이용후

손해율 70% 50%

사업비율 35% 43.75%

합산비율 105% 93.75%

지급능력 (잉여금/ 경과
보험료)

30% 50%

자료 : 이기형/ 김평원,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11.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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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LPT 사용例 (2)

대 상 회사채 보증보험 지급준비금

방 법

·과거년도 증권상 보험금 지급채무 일체를 해외 Finite
재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출재사의
직접 책임을 종료

·지급준비금을 현금할인(장래투자수익)하여 재보험료
지급

효 과
·현금할인액 만큼 계약년도 회기 당기손익 일시개선

·지급준비금 소멸

LPT의 변형으로 Tim e & Distance(TD) 계약형태가 있다. 이 방식은 LPT

와 마찬가지로 출재사에게는 지급준비금의 할인효과가 있어 잉여금 증대와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재보사에게는 LPT에서와

같은 언더라이팅 위험과 보험금 조기지급 위험이 없고, 다만 사전에 약정

한 기일에 정기적으로 약정보험금을 반환 지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

험료에 대한 투자위험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TD는 저축계약과 유사하다.

과거 로이즈 신디케이트가 오래된 계약의 잔존책임을 대차대조표로부터 제

거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이 TD방식은 위험전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

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 . 逆 進展 準備 金擔 保 (AD C:Adverse D evelopment Covers)

ADC계약은 과거년도 계약에서의 손해담보라는 점에서 LPT와 같으나

LPT와 같이 미지급보험금 포트폴리오가 출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분

을 담보하는 계약이다. 즉, 재보험자는 이 계약을 통해서 원보험자의 IBN R

준비금과 준비금과소계상(IBN ER)위험을 인수하는 셈이다. 인수방식은 Stop

Loss나 XOL 형태를 취한다. 재보험료는 언더라이팅 위험의 성격, 규모 그

리고 계약기간 중 지급처리된 추산보험금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이용한다는 점은 LPT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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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ADC와 LPT

보험금(준비금)

ADC

LPT

실제보험금

예정보험금

기간

자료 : Swiss Re, Sigm a N o.5, 1997

이 방식은 장기 미결클레임을 Finite 재보험 카바로 가두어 놓기 때문에

언더리이팅 실적의 급등락을 막아주고, 그 결과로 출재사( 또는 자가보험자

/ 캡티브 등)는 필요시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XOL 카바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방식을 통해서 출재사는 일반 재보험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전가할 수가 있으며, 또한 LPT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다 . 금 융비 례재 보험 (FQS:Finite Quota Shares)

일반적으로 보험회계에서 원수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하고 미경과보험료는 전액 부채로 처리한다. 반면, 신계약비 등의 사업비는

수익의 대응이 없이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전액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감소된다. 따라서 신계약이 많은 연도에는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의 감소가 특히 심하다. 이러한 회계처리상의 일시적 잉여금 감소를

피하는 수단으로서 FQS가 사용된다. 즉, 원보험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미경과보험료 부분을 Finite 재보험자에 출재하고 장래의 미실현 이익을 재

보험 수수료 형태로 미리 지급받아 이러한 잉여금 감소를 메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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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보험수수료를 잉여금 구제에 사용함은 일반 비례재보험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Finite 비례재보험이 일반 비례재보험과 다른 점은 Finite

재보험자의 책임이 절대금액 또는 손해율(예 : 60%) 형태로 한정되고, 재보

험 수수료가 실적에 연동되어 차등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재보험 책

임이 상당 수준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 Finite 재보험자가 손실

을 입는 경우는 드물다.

이 재보험 방식으로 원보험자는 위험인수 능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감독당국이 정하는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언

더라이팅 실적의 안정화를 기할 수가 있다. 이 FQS는 또한 Finite담보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당년도·차년도 계약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

문에 비소급형 담보에 속한다.

<표 12> FQS응용 (例 )

대상 :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출재

목적 : 장래이익을 재보험 수수료 조로 수수하여 수지 안정화 도모

방법 :

국내보험사

미경과 보험료 일괄출재

재보험 수수료 수취

·사차익 40%상당(장래이익)

·10년 계약분 일괄수취

재보험금 수시, 정기정산

해외Finite재보험자

효과 : ·계약기간(10년)의 재보험수수료를 일시에 지급받아 전액 수익처리

·출재위험보험료와 수재보험금은 1년 기준으로 수지 안정화

자료 : 우리나라 생명보험 관련 공청회 제시안('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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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보험 수수료율의 슬라이딩스케일에서 손해율이 높으면 수수료율

은 낮아지고 손해율이 낮으면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Anticyclical FQS라 불리는 재보험솔루션에서는 그 반대이다. 즉,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수료를 더 지급하고 손해율이 내려가면 수수료를 덜 지급한다.

원보험자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논리다. 이 방식의

개발은 담보력을 보다 증대시키고 실적을 보다 안정시키고자 하는데서 비

롯한다. 그러나 이 反슬라이딩 스케일은 보험료를 싸게 하고 보험금지급을

후하게 하는 출재사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라 . 보 험금 분산 특약 (SLT:Spread Loss Treaties)

대체적으로 원보험자는 장래 발생되는 손해액 추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

게 추산하고 있으나, 이들 손해를 개별 년도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에 대해

서는 의외로 약하다. 이에 착안하여 SLT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전 특약기간

에 걸쳐 미리 배분하여 위험을 기간적으로 분산토록 고안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언더라이팅 실적의 안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위험전가가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도 유용하다. 운용방식을 보면, 원보험자는 전 특약기

간(5∼10년)에 걸쳐 사전에 정한 연간보험료를 별도계정(경험계정 :

Exp erience Account)으로 해서 재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정에서 보험

금과 재보험비용이 지급되고, 발생이자는 원보험자의 몫이다. 보험금 지급

으로 이 계정의 잔고가 부족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추가보험료

를 지급한다. 특약 만료시 동 계정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면 원보험자는

그 일부를 보전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일부 반환을 재보험자에게 청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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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S LT 사용例 (경험 계정 )

< 특 약조건 >
·원보험자, 재보험료를 매년 10을 지급

·특약기간 6년 ·재보험자 책임 연간 30, 특약기간 누계 100

·추가보험료 지급한도 연간 5, 재보험자 적자 해소시까지 지급

·별도계정의 연간이율 10% ·보험료 매년초, 보험금 매년말 지급

·특약 종료시 플러스 계정 50% 반환, 마이너스 계정 50% 보전

·편의상 재보험마진과 위험보험료는 생략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①보험료 수입 30.0 30.0 30.0 30.0 30.0 30.0

②사업비 10.0 10.0 10.0 10.0 10.0 10.0

③보험금 20.0 30.0 0.0 0.0 20.0 0.0

④재보험료 10.0 15.0 15.0 15.0 10.0 15.0

⑤이 자 1.0 0.6 -0.8 0.6 1.6 1.3

⑥잔고(별도계정) -9.0 -23.4 -9.2 6.3 -2.0 14.3

⑦SLT있을시 실적 10.0 5.0 5.0 5.0 10.0 5.0

⑧재보험자 최종지급 ＋7.1

⑨SLT 없을시 실적 0.0 -10.0 20.0 20.0 0.0 20.0

주 : 1) ⑥=④+⑤-③+전년도 잔고

2) ⑦=①-②-④

3) ⑨=①-②-③
자료 : Swiss Re, Sigm a No.5, 1997

이 특약에서 재보험자는 단·중기 자금대여자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

으나 그렇다고 언더라이팅위험을 담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약 종료시

경험계정에 잔고부족이 있는 경우 출재사가 이를 전액 보전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결국 SLT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이밍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영업 실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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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보 구득불능 우려에서 벗어나 재보험 비용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타이밍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에서의 평준

화준비금과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Finite 재보험의 네가지 형태를 요

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 Fin ite 재보험방식

소급형
여부 출재대상위험 재보험료 장·단점

LPT
(Loss
Portfolio
Transfers)

소급형

·과거년도 증권
에 잔존해있는
보험금 지급 채
무(미지급보험금
/ 미지급손사비)

·+)지급준비금 적
립액

·-)예정투자수익
·+)위험보험료(보

험료 조기지급
위험등)

·+)관리비용·이
윤

·지급준비금과 재보험료
차액만큼 수익이 계상
되어 계약자 잉여금이
증가(지급능력 증대)

·특정종목,지역으로부터
사업철수 또는 사업중
지시 유용

·인수합병에 촉매제 역
할

ADC
(Adverse
Develop-
ment
Covers)

소급형

·원천적으로 기
발생미보고(IBN
R)준비금 및 준
비금과소계상(IB
N ER)위험 (현존
보험금
지급준비금 적

립액을 초과하
는 채무)

·출재대상 물건
의 언더라이팅
위험정도와 추
산보험금 현가
를 감안하여 결
정(예정투자수익
공제)

·인수합병 촉진가능 및
기업가치 증대

·전통 XOL커버 구득 용
이

FQS
(Finite
Quota
Shares)

장래형

·당년도 또는 차
년도 증권에 대
한 미경과보험
료 위험(재보험
자 책임한정을
제외하고는 일
반비례재보험과
유사)

·출재율, 재보험
자 책임한도, 특
약적용 금리 등
을 감안하여 결
정(예정 투자수
익 공제)

·재보험 수수료로 잉여
금 감소 회피

·담보력 증대 및 실적안
정

·지급능력기준 충족 도
모

·反슬라이딩 스케일
FQS의 경우 출재사의
모랄해저드 유발가능

SLT
(Spread
Loss
Treaties)

장래형

·언더라이팅 위
험(보험료와 보
험금을 전 특약
기간 (5 -10년)에
걸쳐서 사전에
배분) 및 보험금
조기지급 위험

·언더라이팅 위
험정도, 재보험
자 책임한도, 특
약적용 금리등
을 감안하여 결
정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을 기간적으로 분산하
여 보험금 조기지급 위
험에 대처

·실적 안정으로 언더라
이팅 계속성 견지 가능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재보험카바 구득 불능
우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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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책임한정 再保險의 展望

미국의 보험시장은 80년대 후반 이후 담보력의 공급초과와 극심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시장 퇴출사가 속출하고 보험기업간 인수·합병 등 시장의 구

조조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 와중에서 석면클레임과 환경오염클레임은 칼의 양날로 미국 손해보험

시장을 조이고 있다. A.M.Best사에 의하면, 미국 손보업계의 준비금 부족액

은 570억 달러 내지 9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2)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 책임은 물론 과거 책임도 이전하게 해주고 정치위험, 수

용·몰수위험 등 부보불가위험을 기존의 XOL재보험과의 결합을 통해서 부

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Finite 솔루션은 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은 1994년 7월 보험 제3지침의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보험가격 및

조건에 상당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시장진입장벽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 결

과 보험회사간 경쟁격화로 수익의 폭이 좁아지는 등 실적이 불안정하게 되

자 비용 효과적이고 실적평준적인 책임제한의 Finite상품을 선호하게 되었

다. 유럽 보험시장에는 평준화준비금(equalisation fund)이 있어 이 준비금

을 수리적 연산방식에 의해 적립 또는 해제함으로서 영업실적의 급격한 변

동을 막고 안정화를 꾀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가 자유화되는 시장환

경에서도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Finite

재보험은 이 목적달성과 관련해서 기존제도의 보완시설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시장의 통합진전, 위험자

본금의 부족, 영업실적의 불안정, 주주 영향의 증대 등으로 출재사는 증대

된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주문형 재보험 장치를 찾는다. 또한

32) Swiss Re, Sigm a No.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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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아시아 보험자는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를 기업공개로 맞서고

있다. 이 기업공개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소급형 형태의 역

진전준비금담보(ADC : Adverse Developm ent Cover)가 유용하게 쓰일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급 여력기준 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고안된 Finite 비례재보험(FQS : Finite Qu ota Shares)방식도 그 중요

도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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