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주요 국 의 再 保 險規 制 環境 과 국 내재 보 험의 대 응

1. 主要國의 再保險規制

가 . 미 국

1) 일반재보험

미국에서의 일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는 한마디로 「회계제도(재보험

크레디트)를 이용한 출재보험자와 수재보험자의 동시규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출재사가 재무제표상 재보험크레디트(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함으로써 출재사의 잉여금 압박을 완화)를 받으려

면 수재사가 지급책임의 이행능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에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재보험크레디트 허용조건 즉, 수재사의 지급

책임 이행능력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NAIC의 1990년도 재보험크레디트에 관한 모델법에 기초하고 있는

데, 이 모델법은 1977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그간 재보험시장의 위축

을 가져옴이 없이 어떻게 하면 재보험금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겠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수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률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 대내외의 출재사 또는 수재사로부터 비판이 있

어 왔고, 동 법률조항의 통일화가 NAIC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통일된 재보험감독이 발의되기도 하였다.33) 이 모델법의

33) 미국에서 주정부가 보험감독을 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연방정부가 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미국하원의 한 보고서(일명

Dingell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규제에 있어 재보험은 사각지

대이며, 어떤 규제가 없더라도 원보사는 재보험처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함. 이 위원회는 또한 연방정부에 가칭 「연방보험지급능력위원회」

의 설치를 주창함. Wishful Thinking ; A World View of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미 하원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 산하 감시/ 조사 소위원회 보고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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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N A IC의 재보험 크레디트 모델법 주 요 내용

출재분에 대한 계정처리를 함에 있어 출재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만 재보험크레디트(동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가 허용된다(제2조 및 제3조).

(제2조)

自州에서 허가를 받은 者34)

o 출재사 소재지 州에서 보험사업(원·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他州의 보험자로서 自州에서 재보험자로 인정(accredited) 받은 者3 5)

o 他州의 보험자로서 출재사 소재지 주에서 재보험자로 인정받은 자

에게 출재하는 경우

o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이 通知와 審理후 재보험자 인정을 취소

하는 경우 재보험크레디트 부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재사 소재지 주의 재보험크레디트 허용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소재해 있는 자

o 출재사 소재지 주의 재보험크레디트 허용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허

34)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원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 받은 종목에 대해서

재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5) 여기서 「재보험자로 인정(accredited) 되는 자」라 함은 (a) 출재사 소재지 주의 재

판관할권의 적용을 받고 (b) 장부·서류에 대해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의 검사를

받을 것이며 (c) 미국 1개주 이상에서 원보험 또는 재보험 사업면허를 득하고 (d) 수

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최근의 재무제표(회계감사 필)를
매년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에 제출하고, 2000만달러 이상의 보험계약자 잉여금

을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자 인정이 신청후 90일내에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에

의해 거절된 적이 없이 정히 승인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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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36)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 주에 진출한

외국사지점 포함)에게 출재하는 경우로서 (a) 2000만달러 이상의 보

험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b) 장부·서류에 대해 출재사 소

재지 주 보험당국의 검사를 받을 것임을 확약하는 경우

信託基金을 예탁하고 있는 者

o 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는 미국 금융기관37)에 신탁기금을 예탁하고 있

는 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이 경우 보험감독관이 신탁기금의 충분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재사는 매년 면허소지 미국보험자가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정도(NAIC 연차보고서)의 정보를 당해 감독당국에 보고하여

야 한다. 또한 수재사는 장부·서류에 대해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8).

C항(他州 (재)보험자에게의 출재) 및 D항(신탁기금의 설정)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재보험자가 재보험특약서상 다음 사항을 동의하여야만 재

보험크레디트가 허용된다.

(a) 수재보험자가 재보험특약서상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출재

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수재보험자는 미국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동 법

36) 여기서 「상당히 유사한 허용기준」이라 함은 출재사 소재지 주가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같거나 그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서 출재사 소재지 주의 보험감독관이 결

정하는 허용기준을 말함.
37) 「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이란 미합중국 또는 주 법률에 의해 설립 또

는 면허부여(외국사 지점의 경우)되고 당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을 말함.
38) 이 이외에 수재사는 출재사(신탁수익자) 소재지 주 보험감독관에게 신탁증서양식(개

정양식 포함)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이 없으면 재보험크레디트가 허용되

지 아니함. 이 양식에는 다툼이 있는 클레임은 미국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다는 조

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개설된 신탁사항은 수재보험자의 재보험의무가 잔존해 있

는 한 계속 유효하고 수탁자는 매년 2월 28일 이전에 전년도 말 현재 신탁잔고와 신

탁자산의 투자내용을 감독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신탁기간의 종료일이 언제라는

것을 확실히 하거나 또는 금년 12월말 이전에는 기간만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실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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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또는 상소법원)의 최종판정을 따른다. (b) 보험감독관(또는 그 지명

자)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법정대리인은 출재사가 제기하는

등의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접수 등의 소송절차사항을 대리 수행한다.

(제3조)

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보험자에게 출재하

는 경우 재보험크레디트는 출재사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보

증금액(재보험예수금 등)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i)

현금 ii) NAIC의 유가증권평가국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iii) 공인금융기관이

발행·확인하는 신용장39) 등의 형태로 존속해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재보험

사 가 재보험출재로서 회계상 크레디트를 부여받으려면 ① 수재사가 면허,

인정, 신탁설정 등으로 지급책임의 이행능력이 있어야 함이 증명되어야 하

고, ② 동 능력증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크레디트 부여가 허용되지 않

거나 허용되더라도 특약출재예수금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보험크레디트를 허용 받으려면 상기 모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

외에 소위 지급불능약관(Insolvency Clause)과 재보험중개자약관(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이 재보험특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Insolvency Clau se는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라도 수재사는 청

산인 등에게 재보험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취지의 조항이 재보험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출재사 재무제표상 재보

험크레디트 부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뉴욕주의 경우는 이를 보

험법에서의 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40).

39)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① 취소불능 ② 일람불 ③ 기간 1년 ④ 만기일 30일전 사전통

보로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2년간 자동갱신(evergreen cl.) ⑤ 지

급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의 삽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59 -



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는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중개자에

게 지급이 있는 경우 동 중개자에로의 지급에 대해 재보험자가 신용리스크

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서, 이 조항이 재보험계약서에 포함되어 있

어야 출재사에게 재보험크레디트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Reinsurance

Intermediary는 Reinsurance Intermediary Broker41)나 Managing General

Agents42)라기 보다는 재보험자를 대리해서 수재보험계약을 체결, 관리하는

재보험중개담당책임자(Reinsurance Interm ediary Manager)를 말한다.

다음은 재보험거래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미국 NAIC의 연차보고서상 스

케쥴 F에 관한 사항이다. 재보험자와 출재사 모두가 작성하여야 하는 이

스케쥴 F는 8개 파트43)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양식을 작성케 하는 목적은

40) Insolvency Clause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음. 1932년 Southern 보험회사(뉴욕)가 파

산 선고되자 뉴욕주 보험감독청장인 Lewis H . Pink는 동사의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

에서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그러나 재보험자는 재보험특약서상에 원

보험자의 실제손해가 없으면 재보험자의 보상이 없다는 실손보상원칙을 들어 지급을

거절함. 즉, 출재사의 원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수재사의 재보험금 지급도 없다는 논

리인데, 문제는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져 원보험금 지급이 없는 경우 재보험금 회수

가 불가하게 되고,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니 원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모순에 빠지게

됨.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미 대법원은 원고패소로 판정함. 이에 뉴욕주는 보험

법 제77조(현행 제1308조)에 「수재보험사는 출재보험사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재보험

금을 감액함이 없이 오직 출재보험사의 원보험금 지급책임에 기초해서 재보험금 지

급책임을 이행한다는 조항을 재보험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출재보험사에 재보험크레디트 부여가 허용되지 아니함」이라는 조항을 규

정하고 있음. 이후 NAIC도 Insolvency Clause에 관한 모델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주

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Jonathan F. Bank외 2인, The Regulation of
Reinsurance in the U.S. ,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Ⅱ, #2. p .217

41) Reinsurance Intermediary Broker는 출재보험자로부터 어떤 위임권한을 부여받음이

없이 출재사를 위하여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 교섭, 실행하는 자

를 말함.
42) Managing General Agent(MGA)는 원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모집, 언더라이팅, 클레

임, 재보험 등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3) 8개 part는 Part 1 재보험수재(assumed reinsurance), Part 2 포트폴리오재보험

(portfolio reinsurance), Part 3 재보험출재(ceded reinsurance), Part 4
재보험미수기간(aging of ceded reinsurance), Part5 미인가재보험(unauthorized
reinsurance), Part 6, 7, 8은 인가재보험의 기간경과에 따른 벌칙부과와 대차대조표의

재구성에 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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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을 넘긴 재보험자 명단과 장기 미수재보험금을 파악하기 위함이

다. 재보험미수채권을 미수기간별로 기록케 해서 해당 계정의 회수가능성

을 판단하고, 90일 초과 미수분에 대해서는 잉여금 벌칙(surp lu s p enalty)을

가해서 재보험을 통한 자산증가와 부채경감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재보험규제는 ① 회계처리(재보험크레디트)를 통한

규제 ② 개별재보험특약서 내용상 규제 ③ 연차보고서 보고내용상 규제의

3중의 규제를 행하고 있다.

나 . Fin ite 재보험

미국에서 Finite재보험에 대한 규제는 財務會計基準審議會 (FASB :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1992년에 발표한 FASB N o.113

과 그 다음 해의 EITF44) 93-6에 기준 한다. 이들은 보험감독법에 의한 규

제라기 보다는 회계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FA SB 113

어느 재보험거래가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재무

제표상 재보험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상당량의 언더라이팅리스크와 타이밍리스크의 전가가 있는 거래이

어야 한다. 언더라이팅위험의 전가없이 타이밍리스크 전가로서만은 기준충

족이 안된다. 여기서 상당량 (significant m easure)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보험에서와 같이 계

약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의 재보험 인식

요건은 재보험자가 사고발생확률과 금액 면에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당한 위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FASB 113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공표가 의무화된 상장보험사는

44) EITF : FASB내의 작업반 명칭. 정식명칭은 Emerging Issues Task Force of the
FAS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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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T(Loss Portfolio Transfers) 방식에서 얻는 이점이 줄어들었다. 보험금준

비금과 재보험료의 차액, 즉, 현금할인액을 재보험수수료로 지급 받아 일시

에 보험영업이익으로 계상함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동

이익을 전 계약기간에 걸쳐 분산·배분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재보험자가

상당량의 보험위험을 전가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액주의의 재보험거

래로 인하여 준비금을 계약 당년도에 일괄 허문다는 것은 준비금을 숨기는

것과 다름없다.

EITF 93-6

이 가이드라인은 경험계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전 계약기간에 걸쳐 분

산·지급하는 기금형태계약인 SLT(Spread Loss Treaties)에 주로 적용된다.

이 지침으로 출재사는 동 계정의 잔액이 (+)이면 자산으로, (-)이면 부채로

나타내게 해서 기간별 분산·안분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계정처리는

손익안정화를 기한다는 동 특약의 장점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규제는 계약으로 동 계정의 대차를 일치시킬 것을 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

해서만 적용된다. 즉, 이익의 환원 또는 손실의 보전으로 대차계정이 균형

을 이루는 기금형태계약의 경우, 출재사로 하여금 경험계정의 잔액을 대차

대조표상에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이 EITF 93-6 지침의 요지이다.

이러한 FASB 113과 EITF 93-6의 실효성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

다. 즉, 경험계정의 잔고가 (+)이면 자산으로 표기하고 (-)이면 부채로 표기

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실현손익을 표기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회계의 실

현·공정성 원칙에 反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FASB 113은 미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하

는 상장사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이 부문에 대한 NAIC의 감독회계기준

(SAP : Statu tory Accounting Principles)은 회계실무 및 절차에 관한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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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제22장에 정해져 있다. 이 제22장은 1994년에 크게 개정을 보았는 바,

여기서 FASB 113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Finite재보험에 대한

NAIC의 회계처리 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8 > NA IC의 Fin ite재 보험 회계처리 체계 도

재보험계약체결이전 보험사고를
재보험자가 보상

소 급 형 계 약 ( r e t r o s p e c t i v e
reinsurance)으로 회계처리

재보험자가 출재사와 동일한 경
제적 지위에 있는가

재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사고를
재보험자가 보상

리스크의 전가가 없으므로 예탁
금(deposit )으로 회계처리

리스크 전가가 있으므로 재보험
으로서 회계처리

장 래 형 계 약 ( p r o s p e c t i v e
reinsurance)으로 회계처리

상당량의 보험위험을 수재했는가

소급형계약과 장래형계약을 분리
하여 회계처리

재보험자가 상당 손해를 입을 가
능성이 있는가

복합담보계약중 소급형계약과
장래형계약에 대한 분리회계

No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No

No

No

자료 : 이기형.김평원,『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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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영 국

1) 일반재보험

EC회원국의 전업재보험자45)는 원수보험자의 경우와는 달리 1978년 EC지

침에 의하여 「자국감독주의」(Hom e Country Control)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따라서 EC회원국 전업재보험자의 영국지점에 대한 감독책임은 영국

의 보험감독당국에 있다. 또한 EC회원국 전업재보험자가 영국에서 재보험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본국에서의 허가요건을 먼저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의 전업재보자는 원수보험자와 똑같은 금액의 지급여력을 보유

하고 있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46) . 전업재보자가 유지하고 있어야 할 지

급여력 기준금액은 원수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방식과 보험금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Insurance Comp anies Regulations

1981, 스케쥴 1 및 2).

전업재보험자의 자산평가와 부채의 결정은 원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Insurance Companies Act 1982, 32(1), 38, 39). EEA역외국가의 전업재보

험자는 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 예치금(deposit) 공탁요건이 면제된다(동법 9(3)).

전업재보험자에 대한 규제사항중 흥미로운 것은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의

보유인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있는 장소에 자산이 존재(Matching &

Localization Rule)할 것을 요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재보험특약이 그 대상

지역을 전세계지역으로 하고 있는 재보험사업의 특수성으로 전업재보험자

의 경우에는 이 요건의 적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비전업재보험자가 임의재

보험으로 수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요건의 적용은 유효하다(Insurance

45) 비전업재보험자(원수보험자로서 재보험사업도 동시에 영위)와 구별하기 위해 전업재

보험자 또는 순수재보험자(pure reinsurer)라고 표기함.
46) 영국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1982) 제31조 1항 : (a) 본사가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 (b) 영국에서의 보험사업이 재보험에 국한하는 보험회사는 소정의 지

급여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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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 anies Regulations 1944, Regulation 27).

전업재보험자는 또한 원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재무상황을 정형화된 양식

에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은

원보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특약재보험은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보고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다(Insurance Comp anies(Accounts &

Statem ents) Regulations 1996).

재보험과 관련하여 연차보고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주요 재보험자

의 이름과 주소, 재보험자별 특약보험료, 재보험자와의 관계, 재보험자별

재보험미수, 주요 출재사의 이름과 주소, 출재사와의 관계, 출재사별 보험

료미수 등이다. 여기서 주요 재보험자 라 함은 비례재보험계약에서 원보

험료의 2% 이상을 수재하거나 비비례재보험계약에서 총 출재보험료의 5%

이상을 수재한 특약재보험자를 말하고 있다. 또한 비례 및 비비례재보험특

약의 보험료 합계가 원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수한 재보험자도 주요 재보험자가 된다. 주요 재보험자로 한번 분류되면

그 후 자격요건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5년간은 보고리스트에 등재되

어 있어야 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재보험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 재보

험자와 거래하게된 동기·근거를 기술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임의재보험의 거래내역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임의재

보험은 재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0.5%를 초과하거

나 일개 재보험자로부터의 채무 액이 회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1%를 초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업재보험자도 주요 출재보험사로부터 수재한 재보

험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출재보험사라 함은 전업재보험

자가 거수한 특약재보험료의 5%이상 또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2% 이상을

점하는 보험자를 말한다.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은 보고대상에 따라 크게 사고년도 기준과 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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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팅 년도 기준으로 나뉜다. 언더라이팅 년도는 3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상과 항공특약을 취급하는 전업재보험자는 언더라이팅 년도에 기준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2년 기준의 비해상특약은 보험종목별로 작성·보고하여

야 한다.

2) Fin ite 재보험

영국에서도 Finite 거래가 재보험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진정한

전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FRAG(Financial Reporting Accounting Group)

35/ 94가 요구하는 수준은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FASB 113이나 EITF 93-6

정도는 아니다. 즉, 재보험자의 손실위험이 언더라이팅리스크4 7)와 타이밍리

스크 모두에 기인할 필요는 없고, 타이밍리스크 이전 하나만이라도 재보험

으로 인식하는데는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재보험자가 110% 이상의 손해율

(현가기준)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10% 이상 되면 일단은 손실위험이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48).

또한 전가된 보험위험의 성격과 범위를 판단하여 해당 거래를 대차대조

표상에서 계리하게 되는데, 일례로 SLT 계약에서 위험의 이전이 위험의 진

정한 전가로 판단되는 경우 경험계정의 잔고를 미국의 EITF 93-6에서 정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경직된 방식49)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Finite 재보험규제를 계약의 어느 일부가 아니라 계약

의 전체를 경제적 본질(economic substance)차원에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재보험거래로 일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규제보다 실용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7) FRAG 35/ 94에서 재보험자의 보험위험을 「A reasonable probability for the
reinsurer to sustain a significant loss」라고 정의하고 있음.

48) Finite보험에 대한 Guy Carpenter의 설명자료, 98.6.13
49) 경험계정의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잔액을 부채로 계상토

록 함으로써 기간별 안분을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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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 본

1) 일반재보험

보험법상 일반재보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

다. 다만 원보사들이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Toa Re사50)에 공동 및 개별

특약체결을 통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로

하여금 각종 특수위험에 대한 풀을 운영케 함으로써 자국내 보유극대화 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 손해보험의 재보험시장에서 지진위험에 대한 재보험형태는

흥미롭다. 1966년 지진보험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이 보험은 재보험을 통하

여 민영보험과 정부가 합작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당초 1지진당 3천억엔이

었던 보상책임한도액이 지금은 거의 14배가 늘어난 4조 1천억엔에 이르고

있다. 이 지진위험담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 일본 지진위 험 분산도

민영보험자 보상책임

6,108.7억엔

750억엔 8,186억엔

50%

50%

정부 보상책임

3조4,891.3억엔

4조1,000억엔

95%

5%

50) Toa Re사 : 1940년에 설립된 일본 유일의 전업재보험사. 보유보험료( 98회기) 1조원,
자기자본 3,300억원(납입자본금 500억원), 총자산 2.1조원으로 세계 18위를 기록하고

있음. 일본 손해보험사가 대주주(68%)로 되어 있음.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풀은 자동

차배상책임보험(강제)풀, 항공풀, 원자력풀, 지진보험풀, 선박재보험풀 등 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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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50억엔 까지 : 민영보험자 100% 책임

(B) 750억엔 초과 8,186억엔 까지 : 정부50%, 민영보험자 50%책임

(C) 8,186억엔 초과 4조1,000억엔 까지 : 정부 95%, 민영보험자 5% 책임

o 민영보험자 보상책임총액 6,108.7억엔(￥750억 + ￥3,178억 + ￥1,640.7억)

o 정부보상책임총액 3조 4,891.3억엔(￥3,718억 + ￥3조1,173억)

2) 재무재보험

일본의 재무재보험은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대장성 고시(제233호)로 규정화 되었다51). 이 규정은 최근 일본 생명보

험시장의 구조조정(일산생명, 동방생명 등)의 와중에서 금융재보험을 이용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대한 재무재보험

규정은 아직 없다. 1998.6.10부터 유효한 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정 의 52)

재무재보험이란 원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당해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 커미션)로서 미리 일정액을 수수

하는 계약이다.

② 종 류

o 공동보험식 재보 험

수재사가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의 일정비율을 인수하고, 동 수재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책임준비금상당액의 자산관리를 수재사

51) 정봉은·이승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7.
52) 이 정의에서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란 사차손익, 비차손익, 이차손익,

가격변동손익 관련 리스크와 해약익, 실효익 등 책임준비금 관련 리스크를 말함.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보험료수입, 보험금

및 사업비지출 등 현금흐름으로 실현되는 수익과 사망률, 수익률, 유지율 등의 변동

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함. 「출재보험수수료」란 신계약비 및 장래수익의 현재가치

를 기본으로 하여 수재사와 원보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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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하는 재보험이다. 이 방식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까지

도 재보험에 붙이기 때문에 사망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까지도 담보한

다.53)

o 수정공동보험 식 재보험

수재사가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의 일정비율을 인수하고, 동 수재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수재사가 행한다는 점에서는 수정공동보

험식과 같으나, 책임준비금상당액의 자산관리를 원보사가 행하는 점에서는

다르다.

③ 요 건

o 한도 :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지만,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보

수적 장래수지분석) 적절한 금액으로 한정

o 수재사의 자격 : 국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보험사업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로서 지정신용등급기관 AA- 또는 Aa3 이상

의 등급을 부여받은 보험회사

o 출재보험수수료 사용처 : 책임준비금 증액에 한하여 사용

o 재보험계약서상 기재사항

.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사항(보험료, 보험금, 재보험수수료 등)

. 재보험계약의 소멸은 출재보험군단이 모두 소멸한 경우 또는 원보사가

중도해약을 한 경우로 한정

. 수재사에 의한 일방적인 재보험계약 해제 불가(재보험료 불지급의 경우

는 제외)

. 원수계약이 전건 소멸한 때에 잔존해 있는 출재보험군단의 손실(출재보

험수수료의 미반환분 포함)에 대해서 원보사는 수재사에 지급책임 없음

. 합병·포괄이전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당

53) 국용호, 「재무재보험제도 도입방안」, 『월간생협』, 생명보험협회,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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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보험계약도 다른 보험회사에서 승계

. 원보사와 수재사간의 결제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④ 회 계처리

회계처리는 종래 재보험과 동일하게 하고,「출재보험수수료」의 현재잔고

를 재무제표상 주기.

⑤ 보 고

o 사전신고 : 재무재보험 계약체결신고서(양식1), 중도해약신고서(양식2)

o 사후보고 : 재보험수지계산서(양식3, 4)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에 당국에 제출

라 . 호 주

1) 일반재보험

호주에서의 출재사는 재보험에 대해서 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54) 아울러 업계 스스로가 경험에 기초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

르도록 하고 있다.

재보험에 관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i)원보사의 무책임한

언더라이팅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보사는 원보험 契約總 의 40%이상

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총체의 60%이내에서만 출재가능), ii)원보험자의

위험당 보유한도도 유형자산 (N et Tangible Asset)의 5% 이내로 하고55),

재보험자의 경우는 7.5% 이내로 한다. 재보험자의 보유비율을 원보험자보

다 약간 늘려서 허용하는 이유는 재보험자는 속성상 원보험자보다 균형이

54) 호주 보험법 (1973) 제 34 조 : 원보험자의 출재보험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원보험자의 영위보험종목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3) 원보험자의 자산 내역과 시가평가 (4)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장소 (5) 재보험자의 건전성

55) 보험감독관은 보험자가 위험 보유액의 20배에 달하는 지급능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

음. 예를 들어 어느 재보험 특약에서 출재사의 보유금액이 50만 호주달러인 경우 등

출재사는 이에 20배에 달하는 1,000만 호주달러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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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잡힌 위험포트폴리오의 유지가 필요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이

행과 관련하여 재보험자는 원보험자보다 한 발 물러나 있다는 점에서 설명

되고 있다. iii)자연재해 등 대형사고에 대해서 원보험자는 발생가능 최대손

해액 (PML : Probable Maximum Loss)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재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지급책

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PML 추정에 근거해서 지급여력을 확보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한편, 호주의 연방보험감독청 (APRA : Au stralian Pru 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출재사와 거래를 갖는 수백의 재보험자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호주 보험자들로 하여금 이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할 수 없

어 묘안으로 「재보험자 분산책」(spread rule)을 쓰고 있다. 즉, 비례재보

험과 Working XOL에서 재보험자의 보유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幹事再保

險者는 위험당 10%, 기타 재보험자는 위험당 5% 이내에서 보유할 것을 원

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의 상당량이 다수의 불확실한 재보험자

에게 분산되어 출재되는 것보다 소수일지라도 명망있는 재보험자에게 출재

되는 것이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분산책은 실무상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Fin ite 재보험

Finite 재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실제상으로

는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원·재보험자간의 Finite

계약이 재보험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험전가가 있어

야 하며, 위험전가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판단은 외견상의 형식보다는

계약의 본질 규명을 통해 사안별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마 . 싱 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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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재보험

싱가폴에서의 재보험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95년 이후 싱가폴 손해보험협회의 주도하에 원보험회사

들이 증권당 화재 5%, 기타 2.5%를 Singap ore Re사56)에 출재하기로 신사

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신사협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다.

2) Fin ite 재보험

금융재보험(Financial Re)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짐

에 따라 싱가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 ore)은 1999.8.18 금

융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통첩57)(N otices on financial reinsurance)을 발표

한 바,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정의

o 생명보험 : 최소지급여력의 구성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다음 조건의 계약

·수재사로 자산(재보험료)이 이전되거나 수재사에 부채(재보험금)가 발생

하게 되는 조건 ·수재사가 상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거나

또는 상기부채가 감소되는 조건

o 손해보험 : 규범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특징을 갖는 계약

·다년간에 걸치는 계약기간 ·보험료 결정에 예정투자수익 반영 ·보험

료, 수수료 등은 보험금 규모 및 지급시기에 따라 결정 ·계약의 재무

적 결과가 계약 초기에 예측가능 ·자산위험(투자)과 부채위험(보험)이

결합된 보험보장

56) Singapore Re사 : 1973년에 설립된 전업재보험사. 자기자본 1,460억원(납입자본금

590억원), 총자산 1,790억원, 19개 보험회사 지분이 65.5%임.
5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99-29, 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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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 주체 : 원보험사, 재보험사, 캡티브사

③ 성립요건

o 상당한 정도의 위험전가

·「상당한」의 의미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수재보

험자가 동계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의

결과가 상당한 범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o 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장래에 대해서 이루어짐.

* 생명보험의 위험 : 사망위험, 질병위험, 투자위험, 계약유지위험, 비용

위험

손해보험의 위험 : 언더라이팅 위험, 타이밍 위험

④ 거래의 인가여부

o 생명보험 : 모든 금융재보험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체 이사회에 보고.

o 손해보험 : 자체 이사회에 보고

⑤ 공시·보고

o 생명보험

·출재 : 출재사의 보험금지급 등 非免除 의무사항과 조건, 동 의무사항들

이 보험계약준비금 및 잉여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수재 : 출재사로부터 향후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조건, 동 환

급금이 보험계약준비금 및 잉여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사항을 보험계리인 보고서 요약부문에 포함시켜야 함)

o 손해보험

·출재 : 담보위험, 누계책임한도, 출재보험료·보험금·재보험 수수료, 자

동복원 여부, 보험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감독당국에 보고함과 동

시에 공시하여야 하며, 미지급 재보험료·미수 재보험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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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미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에 주석사항으로 표시

하여야 함.

·수재 : 재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을 공시하여야 하고, 미지급 채무 및 미

수 채권은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⑥ 회계처리

o 위험전가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은 손익계정에서 보험계약으로 처리하

고, 기준충족을 못하는 계약은 예탁금으로 처리

o 금융재보험계약 전기간에 걸쳐 회계처리의 일관성 유지

2 . 우리나라의 再保險規制

가 . 법 적 연 혁

우리나라에서 재보험에 관한 法規定은 1962년에 제정되어 1977년에 폐지

된 大韓損害再保險公社法에서 규정된 것이 효시이다. 同 公社法은 再保險

을 국내 재보험(제16조)과 외국재보험(제17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재보험의 경우, ①모든 보험사업자는 자기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公社에 재보험 출재 하여야 하며, ②公社는 자기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다시 再再保할 수 있고, ③재보험과 재재보험의 종류와 한도 등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당시의 재보험은 대한손해재보험공사

(1968년에 대한재보험공사 로 개칭)를 단일창구로 하여 의무재보험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한편, 외국재보험의 경우는 公社만이 외국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그 후 일부 완화되어 1969년부

터는 원보험자도 외국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종전에 다기화되어 있었던 보험관계 4개 법률58)이 하나의 보험업

58) 4개 법률은 ① 보험업법 (62. 1. 15 제정) ② 보험모집단속법 (62. 1. 20 제정) ③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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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통합·개정되면서 재보험에 관한 규정도 새로운 보험업법으로 통합

되었다.

즉, 1977년 제3차 개정보험업법 제18조(재보험)에서 보험사업자는 그 체

결한 보험계약에의한 책임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보험규제와 관련하

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보험사업자의 위험인수 및 보유에

대한 미비점이 대두되어59) 1980년 제4차 개정시 ①재정경제원장관 (1998년

개정법에서「금융감독위원회」로 개정)은 보험사업자의 원보험 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고, ② 보험책임의 이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재보험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③ 이들 제한은 보험

종목별·위험건별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위험보유와

재보험 처리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보험업법 제18조 조항은60) 1980년 개정이후, 19년간 개정이 없다가

1999年 2月 개정이 전문 삭제되어 지금은 보험업법상 재보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 . 재 보험 거래 의 자 유화

우리나라의 재보험은 8.15해방과 6.25사변 등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혼미

를 계속하다가61) 1963년 당시 國家再建最高會議 保險會社特別鑑査 의 건

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62. 1. 20 제정) ④ 대한재보험공사법 (62. 12. 29 제정)을
말함.

59) 노상봉, 『보험업법 해설』, 매일경제신문, p .227
60) 보험업법 제18조 (원보험과 재보험의 관리)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의 건전

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사업규모·자산상태·담보능력 기

타 사정에 따라 원보험 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

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책임의 이행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

기 위하여 재보험 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보험종목별·위험건별로 행할 수 있다.
61) 1945년에서 1958년까지는 정부의 특별한 규제없이 원보사간 자율적으로 상호재보

험이 이루어져 왔고, 1959년에서 1962년까지는 정부의 개입으로 의무재보험이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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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설립된 大韓損害再保險公社가 출범해서부터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5년간 국영재보험의 독점형태로 영위되어 오다가,

1978년 정부당국의 보험산업의 극대화 시책에 따라 同 公社가 민영화되면

서 재보험거래도 상업베이스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민영화조치 이후에도 1984년 초까지 국내의 재보험은 대부분 대한재보험

(주)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같은 해 4月부터 정부는 화재, 선박, 적하,

기계 등 4개 종목만을 의무출재토록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고 원보사간 상호재보험도 허용하였다. 이들 4개 종목에 대한 의무

출재도 1987년 부터 1989년까지 연차적으로 그 출재비율을 축소하고62)

1990년 부터는 의무재보험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였다.

그러나 의무출재종목과 의무출재비율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재보험거래가

원보사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졌다고 할 수는 없다. 1968년에 제정된 「손

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 관리규정」(생보사의 경우는

그 이듬해에 제정된 생명보험재보험 교환준칙)에 의한 국내우선출재와

1983년에 체결된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였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은 보험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만들

어진 규정으로 1998년 손보사·생보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현행 보험감

독규정 제25조 내지 제32조로 흡수)의 제정시까지 30년간 보험사업자의 담

보능력 증대와 재보험처리 등에 기준이 되어 온 중요한 규정으로 자리잡아

왔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보험에 있어서 보험사업자의 연간 보유

었음. 이 기간중 재보험회사는 국제재보험(주), 안보재보험(주), 한국재보험공사 등이

있었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설립후 1∼2년내에 원보험회사로 전환하거나 흡수·합

병됨.
62) 4개 의무출재 종목의 출재비율을 연차적으로 인하 : 87 30%이상, 88 25%이상, 89

20%이상, 90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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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총액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을 초과할 수 없고, 재보험에 있어

서 ① 일반원칙으로 손보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할 때 국내의 다른 손보사에

우선 출재하여야 하고, ② 보유한 보험금액을 비례적으로 재보험으로 출재

할 수 없으며, ③ 해외 재보험자의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Security Guideline)을 제정·운영하여야 하고, ( 93.4 신설, 95.9 폐지) ④

보험계약상 책임한도액의 5% 이상을 출재한 해외 재보험자의 명단과 출재

내역을 감독당국에 제출( 93.4 신설, 95.9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간 상호협정형식으로 체결된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

정」의 내용을 보면, ①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중 현행 요율서상 인가

요율 사용이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재보험(주)이 해외에서 구득한

요율을 사용하며, ② 동 계약에 대한 재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재

보험(주)와의 특약 등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재보험망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후 국내우선출재제도와 대한재보험(주)을 통한 보험요율구득제도는 재

보험 자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90년대 중반 우르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과

OECD 가입협상에서 항상 제기되는 토의안건 중의 하나였다. 이들 제도는

그 적용 대상종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오다가 화재, 특종 보험을 끝으

로 하여 97.4월 폐지됨으로써 재보험시장의 자유화는 사실상 완료 되었다63).

국내사 우선출재제도는 양질의 물건을 국내의 담보력 범위 내에서 가능

한 한 많이 보유함으로써 국내보험료의 국외유출방지를 기하기 위함이고,

해외요율구득제도는 요율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내보험시장에서 보험계약의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이를 전면 폐지하였음은 국내 전업재보험회사의 경영이 다소 어려워질 가

63) 재보험자유화 일정 (국내우선출재 제외 종목) : 1단계 ( 93. 4) ·항공 ·재산종합 , 2
단계 ( 96. 4) ·선박 ·자동차 ·보증 ·적하 ·상해 ·근재 ·장기 등 , 3단계 ( 97.
4) ·화재·특종 (기술,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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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경쟁촉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당시 자유

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데에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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