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솔벤시 Ⅱ의 배경 및 추진경과

1. 솔벤시 Ⅱ의 배경

유럽 회원국들은 보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지급능력제도(솔벤시 Ⅰ)에 

의한 재무건전성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보험회사는 글로벌

화 및 겸업화 전략8)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

다. 또한 보험회사는 발달한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아울러 재무리스크 측정 모형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등 리스크 중심 경영을 강

화하여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리스크 중심 감독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재

무건전성 감독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맞이하였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

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에 이를 반영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도모할 필요

가 있었다. 그렇지만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인구변화(예: 고령화) 및 사적 제도와 공적제도 관계(예: 공

적 연금시스템의 재정문제) 등과 관련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이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

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를 필요로 하였고, 감독당국 역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현행 지급능력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 제고 등을 이끌어낼 

8) 유럽 금융시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유화·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
어서는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기존 보험회사의 인수, 보험회사의 은행 인수 등 자
본 결합이 진행되었다(損保ジャパン総合研究所 200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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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요인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감독체계인 솔

벤시 Ⅱ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9) 이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단일 유럽보험시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이 위원회는 보

험회사의 기관투자자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 보험감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

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및 외부이용자 등에게 보유 리스크에 대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험회사가 항상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하

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솔벤시 Ⅱ는 현행 지급능력제도의 여러 단점을 보완

하고 있다.10) 첫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모든 보유리스크를 대상

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

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

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각국 회

계 실무 반영 등으로 보험회사 간 리스크 수준을 상호·비교하는데 한계가 있

다. 넷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리스크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 전에 정성평가를 통

해 조기 개입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이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직접적으로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은 자국 국내법에 솔벤시 Ⅱ 지침을 반영하

여 자국 보험감독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솔벤시 Ⅱ 지침

을 반영한 자국 감독체계에 따라 자기자본 전략, 영업전략, 투자전략 등을 정비

9) EC(2003), p. 6.

10) 보험개발원(2004. 6),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EU 솔벤시 Ⅱ를 중심으로｣, 

CR 2004-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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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솔벤시 Ⅱ는 유럽 회원국에서 보험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감

독하고 있는 유럽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유럽 회원국 외 감독당국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솔벤시 Ⅱ 지침은 유럽 회원국 외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보

험회사들이 유럽 회원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사

의 자국 보험감독체계에 대해 “동등성 검증(equivalence test)”을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감독당국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는 솔벤시 Ⅱ와 자

국 감독체계 간 갭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솔벤시 Ⅱ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및 각국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 이하 

ICP)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Ⅱ 지침 등을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 

감독당국 또한 자국 감독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미국 등 각국 감독당국

영국 스위스 … 캐나다

바젤 Ⅱ 및 Ⅲ

솔벤시 Ⅱ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계리사회(IAA)

기준 선도 국가 및 국제기구

<그림 Ⅱ-1> 글로벌 기준 선도 국가·국제기구와 감독당국 간 관계

   자료: Simone Brathwaite(2010, s.2.)의 그림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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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NAIC는 SM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Ⅱ를 참

조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ORSA, 지배구조 등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Ⅱ를 참

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이하 

RBC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Ⅱ를 참조하였고, 또한 내부모형 제도

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솔벤시 Ⅱ를 참조하였다.

2. 솔벤시 Ⅱ의 주요 특징

솔벤시 Ⅱ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위험

기준 자본의 양적 요건, 가용자본의 질적 요건, 리스크관리 요건, 공시·보고 요

건 등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솔벤시 Ⅱ는 보험회사가 보

유하고 있는 리스크 프로파일을 토대로 양적 요건인 요구자본 등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솔벤시 Ⅱ 지침은 양적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 및 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평가, 리스크 측정 방법, 리스크 측정 관련 제 가정 등에 대한 요건

을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감안하여 보험회

사가 보유하여야 할 가용자본 규모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의 질적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솔벤시 Ⅱ 지침은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본조달수

단 중에서 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Ⅱ 지침은 유럽위원회 등이 고려한 자본

의 질을 결정하는 요건, 자본의 질에 따른 가용자본 인정 비율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리스크관리 요건과 관련한 부문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미래지향

적 관점에서 리스크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Ⅱ는 지배구조, 

적합성 요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솔벤시 Ⅱ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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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본 산출 모형을 보장하는 위험관리 활용도 검증(use test)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솔벤시 Ⅱ 지침은 ORSA, 지배구조, 적격성, 활용 검증 등에 대한 요건

을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현행과 비교하여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Ⅱ는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에 

대해 유럽 회원국 간에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솔벤시 Ⅱ 지침은 정

기보고, 수시보고,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 보호

시장 스트레스 탄력성
(market stress resilience)

리스크 중심 
자본요건

자본의 질 
강화

리스크관리 
개선

보고 및 공시 
개선

•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른 
위험 민감 모형(표
준·내부)

• 경제적 포지션을
  반영한 자산·부채
  평가

• 강화된 손실흡수
에 기반한 가용자
본 구분

• (ORSA)미래지향적  
 리스크관리 촉진

• 지배구조 강조
• 적합성 원칙
•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내재되는 활용 검증

• 보고·공시 요건  
확장

• 회원국 간 조화
• 투명성 증가
• 비교  촉진

<그림 Ⅱ-2> 솔벤시 Ⅱ의 목적 및 주요 특징 

    자료: UK FSA(2011), p. 10.

이러한 솔벤시 Ⅱ는 은행의 바젤 Ⅱ와 유사하게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

저 솔벤시 Ⅱ의 1층은 리스크 중심 자본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는 요구

자본, 책임준비금, 자산 및 부채 평가, 자기자본 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솔벤

시 Ⅱ는 요구자본을 보험업에 대한 감독을 단순한 한도규제에서 벗어나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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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스로 리스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이하 MCR)과 지급능력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이하 SCR)의 이원적 요구자본 체제로 

권고하고 있다. 이 요구자본의 계상에는 리스크 측정방법 및 가정, 리스크 간 상

관관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요구자본의 계상에 표준모형이 아닌 내부모형

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솔벤시 Ⅱ의 책임준비금은 최선추정치와 리스크 마진의 합으로 산정한다. 책

임준비금 중 최선추정치는 현행 유출가치 기준으로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 필요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

한다. 그리고 리스크 마진은 책임준비금이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추정치 

외에 추가되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을 가

능하게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 솔벤시 Ⅱ는 자산 및 부채 평가에 대차대조표

에 리스크가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방식인 총재무제표 

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솔벤시 Ⅱ의 자기자본은 리스크와 재무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으로서, 요구자본(MCR 또는 SCR)을 충당하여야 하는 자본

을 의미한다. 솔벤시 Ⅱ는 자기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항목

의 특성과 손실흡수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손실흡수 능력이 적은 2종과 3종에 대해서는 감독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한

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솔벤시 Ⅱ의 2층은 앞서 살펴본 리스크관리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리

스크관리(risk management) 등과 관련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양적, 질적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서 감독당국은 검사를 재무, 조직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

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초점하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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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 규정상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상 중요한 결함이 있

거나, 보험회사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본 증액 요구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EIOPA 등은 이러한 감독기능을 솔벤시 Ⅱ의 2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솔벤시 Ⅱ는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적정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부터 감독에 필요

한 정보를 보고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솔벤시 Ⅱ의 3층은 보험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감독당국이 계약자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이때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

회사로부터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시장규율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EIOPA 등 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보고 요건, 보험회

사의 공시 요건 등을 솔벤시 Ⅱ 지침 등에 반영하였고, 이를 솔벤시 Ⅱ 지침의 

제3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1층(Pillar 1) 양적요건 2층(Pillar 2) 질적요건 3층(Pillar 3) 보고 및 공시

∙ 리스크 중심 자본 요건
∙ 표준모형
∙ 내부모형

∙ 내부통제
∙ 리스크 관리(ORSA 포함)
∙ 감독당국의 점검(SRP)  
∙ 자본 확충(capital add-on)

∙ 정기보고
∙ 정기공시(리스크관리 포함)
∙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
∙ 기타

<표 Ⅱ-1> 솔벤시 Ⅱ의 기본 체계

이러한 3층 체계 중에서 3층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제도 및 공시 제도는 시의

적절하고,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감독행위 및 시장규율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이는 솔벤시 Ⅱ가 정보의 빈도 및 질에 대한 개선, 그룹감독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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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화 등을 통해 개별 회사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들

의 평가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솔벤시 Ⅱ가 유럽 전체 리

스크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진 자료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의 검토능력 또는 비교 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 재무실적 및 회계정책의 

분석, 미래예측과 가치평가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다. 김권중·김문철(2007)은 

이를 기업분석의 틀로 구조화하였다(<그림 Ⅱ-3> 참조).

재무실적의 분석
(수익성 분석, 재무위험분석, 

현금흐름분석)

미래예측과 가치평가
(미래성과의 예측, 
기업가치의 평가)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
(산업분석 및 경쟁전략 분석)

회계정책의 분석

<그림 Ⅱ-3> 기업분석의 틀

                자료: 김권중·김문철(2007), p. 12.

먼저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회사를 분석함에 있어 대상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 내에서 해당 회사의 경쟁전략을 파악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외부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핵심적 이익창출요인과 경영위험을 이해할 수 있

으며,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의 핵심

적 회계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한 분석은 감독당

국 및 외부이용자들이 현재의 수익성 수준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

는데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이 해당 회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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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보다 잘 전망하여 감독목적 및 시장규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회사의 현재 수익

성과 재무위험을 분석하고, 현금흐름 창출실적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

은 “협의의 재무제표분석”에 해당된다. 이때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영업

활동의 수익성과 재무활동의 효과를 구분하여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회계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

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경영자의 회계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한다. 따라서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회계수치의 왜곡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하고, 왜곡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왜곡된 수치를 조정한 후에 회계자

료를 분석하여야 한다.11)

마지막으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기업의 미래성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에 근거하여 기업의 가치(주주지분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의 미래성과 예측은 앞에서 수행된 질적 분석과 재무실적 분석에 

기초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은 미래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3. 솔벤시 Ⅱ 진행경과(3층 중심)

솔벤시 Ⅱ의 3층과 관련한 현행 지침은 EIOPA이 2006년 및 2007년에 공표한 

보고 및 공시 제도 관련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보고·

11) 경영자의 회계수치 왜곡을 제한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이 제정되지만, 모든 회사가 동
일한 회계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제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자에게 재
량권이 주어져 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비례
법 등이 사용가능하고 이 중에서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추정은 경영자
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와 같이 경영자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회계기준에서 기업의 모든 회계처리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김권중·김문철 2007,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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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솔벤

시 Ⅱ 지침 제정안은 2009년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솔벤시 Ⅱ 지침

에 따라 EIOPA는 보고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위임기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

련하여 2009년에 공표하였고, 2011년에는 보고 및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에 대

한 권고안을 공표하였다. 

(공표)년월 보고서명

2006년 11월 솔벤시 Ⅱ 지침 제정관련 보고 및 공시제도 권고안

2007년 3월 솔벤시 Ⅱ 지침 제정관련 보고 및 공시제도 권고

2007년 11월 보고 및 공시관련 항목 및 형식의 조화 방안

2009년 10월 보고 및 공시 요건 관련 위임기준 권고

2011년 11월 보고 및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보고서

<표 Ⅱ-2> EIOPA의 보고·공시 관련 주요 보고서

자료: EIOPA 홈페이지(http://eiopa.europa.eu).

참고로 BIS는 “은행 투명성 강화 보고서”(1998), 바젤 Ⅱ(2004, 2009), “보상 공

시요건 보고서”(2011) 등에서 은행의 공시 요건들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IAIS

는 “보험핵심원칙 9(상시감독 및 감독보고) 및 보험핵심원칙 20(공시)”(2011) 등

을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 및 보고 요건들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보험회

사 공시 가이드라인”(2002), “손해보험리스크 공시 기준”(2004), “투자리스크 공

시 기준”(2005), “보험리스크 기준”(2006)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 및 보고 요

건들을 권고하였다.12) 

EIOPA의 보고 및 공시제도관련 권고안은 유럽 회원국 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아울러 유럽 단일 보험시장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여 시장경쟁의 보

증, 시장관행(market practices)과 감독관행(supervisory practices)의 수렴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솔

벤시 Ⅱ 지침 시행일에 대한 통일된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옴

12) BIS 및 IAIS의 권고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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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버스 지침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다. 이 때문에 솔벤시 Ⅱ 지

침의 시행일이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솔벤시 Ⅱ의 위임기준(레벨 

2) 및 가이드라인(레벨 3)은 옴니버스 지침 Ⅱ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

일을 보험회사에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옴니버스 Ⅱ 제정안에 대한 유럽의

회의 의견에 따르면 위임기준(레벨 2) 및 가이드라인(레벨 3)은 솔벤시 Ⅱ 지침

과 함께 2014년에 보험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EIOPA는 옴니버스 Ⅱ 지침 제

정과 관련한 논의를 고려하여 2013년 상반기에 보고·공시 제도관련 위임기준

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13)

따라서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은 솔벤시 Ⅱ 지침, 위임기준(레벨 2) 및 가

이드라인(레벨 3) 등이 시행될 때까지 현행 보고 및 공시 제도를 보험회사에 적

용하여야 한다. 즉,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은 보고 징구권을 통해 보험회사에

게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야 하며, 외부이용자들이 현행 EU 지침

에 따른 공시를 통해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보험회사의 공시 등과 관련한 유럽 지침에는 회사법 제4지침(78/660/EEC)14),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15) 등이 있다. 먼저 회사법 제4지침은 회사의 

공시에 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지침인 보험회사 결산지침을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16)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결산지침에 따라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 주석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표 Ⅱ-3> 참조). 

13) EIOPA(2012), p. 6.

14) “Fourth Council Directive 78/660/EEC of 25 July 1978 based on Article 54 (3) (g) of 

the Treaty on the annual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222/11.

15) “Council directive of 19 December 1991 on the annual account and consolidated 

account of insurance undertakings(91/674/E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374/7.

16) 보험회사는 사업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법이 아닌 보험결산서류지침(91/674/EEC)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요건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연차보고서,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생명보험협회 2007,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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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서문 및 적용대상
∙ 적용대상: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 회사법 제4지침(78/660/EEC) 과의 관계
   (일부 조항(예: 제 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6a조 등) 준용)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규정

∙ 통합 표시 등

대차대조표 양식 (생략)

대차대조표 특별 규정

∙ 무형자산, 부동산 및 관계사 투자자산 관련 특별 요건
   (회사법 제4지침 제15조 제3항 적용)
∙ 자산별 특별 요건(예: 사채, 담보대출 등)
∙ 부채별 특별 요건(준비금, 미경과보험료 등)

손익계산서 양식 (생략)

손익계산서 특별 규정
∙ 계정별 특별요건(예: 총수입보험료, 출재보험료,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발생손해액 등) 

평가 규칙 ∙ 자산별 평가규칙(주석 사항)

주석 사항
∙ 손해보험: 영업보험료, 경과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재보험 
   수지 
∙ 생명보험: 영업보험료, 재보험 수지

연결 관련 주석 사항 (생략)

<표 Ⅱ-3> EU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 주요 내용

자료: EUR-Lex 홈페이지.

그런데 보험회사 결산지침은 상당부분 회사법 제4지침을 준용하고 있다(<표 

Ⅱ-4> 참조). 예를 들어 보험회사 결산지침은 결산서 및 연차보고서에 대해서는 

회사법 제4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회사법 제4지

침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 결산서

를 작성하여야 하고, 회사법 제4지침 제1항에 따라 최소한 회사 사업의 전개 및 

회사 상황에 관해 신뢰할 만한 설명을 표기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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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일반 조항
∙ 결산서 구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주석)
∙ 결산서 공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조항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 통합표시(중요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경우, 회원국 요구 시)
∙ 직전연도 표시
∙ 회원국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음.
∙ 자산과 부채의 상계 및 수익과 비용의 상계: 금지

대차대조표 양식
∙ 자산 및 부채가 여러 계정과목과 관련된 경우 이를 공시
∙ 자기주식 및 관계사 주식 공시
∙ 담보 및 약정: 각주, 주석

대차대조표 특별 조항
∙ 고정자산 변동, 고정자산 잔존가치
∙ 창업비(formation expenses)
∙ 부동산, 지분, 재평가, 준비금, 선수수익

손익계산서 특별 조항 ∙ 영업외손익 및 세금

평가규칙
∙ 일반 원칙, 취득가 기준 평가 항목 등 
∙ 개발비 및 영업권, 유형고정자산, 원재료, 유동자산, 재평가, 

준비금 등 평가규칙

주석사항
∙ 재평가방법, 회사명 및 소재지, 자본금, 주식 현황 등
∙ 주요 공시

연차보고서
∙ 중요 사건, 성장성, 연구개발 활동, 자기주식 인수 관련 정보
∙ 지배구조(리스크관리)

공표 ∙ 감사의견서(거절 이유서), 이익의 적절성 또는 손실 계상 

감사 ∙ 연차보고서와 결산서의 일치 입증

<표 Ⅱ-4> 보험회사 결산지침의 회사법 제4지침(78/660/EEC) 준용

자료: EUR-Le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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