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체계

1. 보고·공시 체계와 EIOPA의 검토방향

가. 보고·공시 체계

솔벤시 Ⅱ 지침에 따르면 3층은 정기보고(Regular Supervisory Report, 이하 

RSR), 정기공시(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이하 SFCR), 수시보

고 및 수시공시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기보고(RSR)는 감독당국이 보험회

사의 경영상태 및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솔벤시 Ⅱ는 이를 지침 제3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7)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게 감독목적에 필요한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관한 서술형 보고서(질적 정보) 및 서식형 보고서(양적 정보)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정기공시(SFCR)는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

한다. 솔벤시 Ⅱ는 이를 명시적으로 지침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보험회사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를 서술형 보고서(질적 정보) 및 서식형 보고서(양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예외적으로 비 유지의 필요성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비

17)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은 일반 감독 권한으로 보고 보고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다. 

생명보험 지침(2002/83/EC) 제13조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은 자국이 면
허를 교부한 보험사업자에 대해 모든 업무를 포함한 재무상태 및 지급여력을 기재
한 계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통계서류를 첨부한 정
기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생명보험협회 2007,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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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공시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

시로 제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수시공시는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

다. 솔벤시 Ⅱ 지침은 이를 제35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사전에 설정한 보고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전에 설정한 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 외부이용자들에게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수집 정보

정기 보고(RSR) 및 정기 공시(SFCR)

정기 보고(지침 제35조 제1항)
 ∙ 감독목적 필요 정보
 ∙ 서술형 보고서
 ∙ 서식형 보고서(양적 양식)

정기 공시(지침 제51조) 
 ∙ 공시 정보
 ∙ 서술형 보고서
 ∙ 서식형 보고서(양적 양식)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지침 제35조 제2항 (a) (ⅱ) 및 제54조 제1항)
          ∙ 사전에 설정한 보고사건 또는 공시사건

기타(질문서) (지침 제35조 제2항 (a) (ⅲ))

<그림 Ⅲ-1>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체계

  자료: CEIOPS(2009), p. 17.

IAIS(2011) 역시 솔벤시 Ⅱ처럼 각국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 정기보고 및 수

시보고를 권고하고 있다. IAIS는 보험핵심원칙 9(감독검사 및 보고)에서 감독당

국은 보험회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18)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각국 

18) 보고 자료는 재무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종 통계 자료, 계리보고서, 지급
여력보고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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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보고 자료의 제출 범위·내용·빈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IAIS는 보험핵심원칙 9(감독검사 및 보고)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IAIS는 솔벤시 Ⅱ와 같이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건을 상

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19)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솔벤시 Ⅱ처럼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정기공시 및 수시

공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보험회사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

은 사전 설정한 사건을 보험회사에게 수시로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은 이러한 정보들을 상시감시 기능(예: 경영실태계량평가 및 위

험평가)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20)

나. EIOPA의 검토 방향

1) 정기보고

솔벤시 Ⅱ는 유럽 회원국 간 보험감독체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럽 단일 보

험감독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솔벤시 Ⅱ의 보고제도 역시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IOPA 등은 이 목표하에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

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IOPA는 보고의 질 강화, 규제차익 및 처리 불균형의 

19) IAIS는 최근 보고제도 관련 보험핵심원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검사기간에는 계량평가부문과 비계량평가부문을 종합하여 경영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검사기간 외에는 계량평가부문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분기별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
으나, 비계량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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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통계 목적을 위한 정보의 수집 속도 및 질 강화,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 감

소, 감독프로세스 기여 등을 보고제도 검토방향으로 설정하였다.21) 이와 더불

어 EIOPA는 회원국별 특성 및 유연성 니즈 반영도 보고제도의 검토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고제도 공시제도

∙  보고의 질 강화
∙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의 회피
∙  정보 수집의 속도 및 질 강화
∙  보고 부담 경감
∙  감독프로세스 기여
∙  회원국별 특성 반영
∙  유연성 니즈 반영

∙  시장경쟁 촉진
∙  시장규율 강화

<표 Ⅲ-1> EIOPA의 검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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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고의 질 강화 

먼저 EIOPA는 보고의 질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

준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였다. 솔벤시 Ⅱ 지침은 보험회사

의 내부 시스템이 관리목적 보고, 감독목적 보고 및 재무목적 보고 등을 위한 단

일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향후 재무회계의 규칙

과 솔벤시 Ⅱ 지침의 평가 규칙을 충분히 통합하여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단일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생산되는 각종 보고 정보를 보다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CEIOPS(2007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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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의 회피

EIOPA는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였다. 만약 유럽 회원

국 내 감독당국들이 보고제도를 달리 운영한다면, 이는 보험회사 간에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IOPA는 단일 보험감독체계

의 구축을 지향하여 회원국 내 보험회사 간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을 회

피하고자 한다.

다) 정보 수집의 속도 및 질 강화

EIOPA 등은 통계 목적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 수집 속도의  개선과 정보

의 질 강화를 중점을 두고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

고안을 검토하였다. 솔벤시 Ⅱ 하에서 감독당국은 기존보다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만약 회원국 내 모든 보험회사가 솔벤

시 Ⅱ의 보고제도를 적용받는다면 감독당국들은 솔벤시 Ⅱ 하에서 필요한 감독 

목적 정보를 이들 보험회사들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IOPA도 회원국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들로부터 통계 목적을 위한 정보를 보

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라) 보고 부담 경감

EIOPA는 관리목적의 보고, 감독목적의 보고 및 재무목적의 보고 등이 모두 

가능한 단일 시스템을 보험회사가 구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

사가 이러한 단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들은 솔벤시 Ⅱ에 따른 감

독목적의 보고를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보험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감독목적의 보고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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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독프로세스의 개선

감독당국은 감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회원국 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력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솔벤시 Ⅱ의 보고제도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솔벤시 Ⅱ의 보고제도는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 간 의견

교환을 촉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

환을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바) 회원국별 특성 반영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감독

목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유

럽회원국 내 자국 보험감독체계와 접하게 관계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들은 각기 다른 보험감독 특성(예: 회원국별 재무

회계와 감독회계 간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조화를 위한 형식, 소비자 보호 정

보 등)에 대한 정보도 감독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 솔벤시 Ⅱ는 이를 고려하여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이 보고제도에 자국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들은 이를 통해 보고제

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특정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사) 유연성 니즈

감독당국이 계약자 보호 등의 감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

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때문

에 감독당국은 환경 변화에 따라 보고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IOPA는 이에 

보고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이 환경변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IOPA는 특정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감독당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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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공시

솔벤시 Ⅱ는 보고제도와 같은 목표를 공시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즉, 솔벤시 

Ⅱ는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 구축 및 유럽 회원국들의 보

험감독체계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IOPA 등은 솔벤시 Ⅱ 지침에 

근거하여 공시 관련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 및 검토안을 수립하

고, 이에 대한 의견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렴하고 있다. EIOPA 등은 이 과정

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level playing field) 및 시장규율 강화를 공시제도의 검

토방향으로 설정하였다.22)

이는 EIOPA 등이 회계공시처럼 시장참가자에 의한 시장규율 을 통해 감독수

단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공시제도를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IOPA 등의 

공시제도 인식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공시제도 논의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보험업무 외에 투자업무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투

자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이 상품들은 고도로 정교한 거래과정을 필요로 할뿐

만 아니라 법적으로나 관리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이 한계로 인해 명문화된 법규에 기초한 규제로는 급변하는 금융거

래현실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외부이용자 및 감독당국은 보

험회사의 업무활동과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감독당국은 업무활동범위 확대로 보험회사의 투명성 

확보가 힘들어짐에 따라 보조적 감독기능으로서 시장규율의 잠재력을 더욱 의

존하게 되고 있다. 

솔벤시 Ⅱ가 공시제도를 감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솔벤시 Ⅱ

에서의 시장규율은 바젤위원회(2005)의 시장규율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22) CEIOPS(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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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젤위원회(2005)에 따르면 시장규율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결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

하는 감시 및 영향력 행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바젤위원회(2005)는 이 시장규율

을 시장 감시(market monitoring)와 영향력 행사(influence)로 구분하고 있다. 여

기서 시장 감시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

를 주가, 채권가격 등 시장신호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향

력 행사란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가자가 취하는 일

련의 조치를 의미한다.23) 이 시장규율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영업활동

에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에게 사전적으로 감시·규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여 금융기관의 안전·건전 경영을 제고하는 감독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4)

그런데 공시제도가 시장규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이 보

험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투

명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제도와 충실한 공시제도를 구축하여

야 한다. EIOPA 등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참가자의 자율적 판단이 용이

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 산출에 대한 양적 수치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및 ORSA 등에 대한 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 예를 들어, 보유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의 처분, 요구수익률 인상, 추가적 신용공
여·만기연장의 제한, 예금인출, 거래중단,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24) 금융감독원(2009a),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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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공시의 원칙, 주기 및 작성방법

가. 보고·공시의 원칙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솔벤시 Ⅱ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로 하

여금 감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지급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중요한 질적 정보

(또는 비계량적 정보)와 양적 정보(또는 계량적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Ⅱ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장규율에 필요한 지

급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중요한 질적 정보(또는 비계량적 정보)와 양적 정보

(또는 계량적 정보)를 시장참가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Ⅱ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우선적으로 솔벤시 Ⅱ 전반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요성 및 비례성 원칙을 적용되어야 한다.25) 아울러 솔벤시 Ⅱ는 감독당국

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시장참가자에게 공시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Ⅱ는 적시성

25) 솔벤시 Ⅱ는 중요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EIOPS 2009, pp. 22~23).

       금융회사의 재무보고서는 각 중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표기하거나 공시하여야 한
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이용자의 평가나 의
사결정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내부의 
리스크 관리목적 및 감독평가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솔벤시 Ⅱ는 비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공시제
도 및 보고제도 모두에서 적용하고 있다(CEIOPS 2009, p. 21).

       감독당국이 제출받아야 하는 세부 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지
니고 있는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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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ss), 목적적합성(relevance), 신뢰성(reli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

관성(consistenc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접근성(accessibility) 등을 보고 및 

공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IAIS, BIS 등의 공시제도에서도 권고되고 있다. IAIS는 이를 보험핵심준

칙(ICP 20.1)에서 “공시정보의 속성”으로 권고하고 있다.26) 그리고 BIS는 이를 

“은행 투명성 강화” 보고서에서 “정보 투명성의 요건”으로 권고하고 있다. 

원칙
솔벤시 Ⅱ IAIS 바젤 Ⅱ IFRS

보고제도 공시제도 공시제도 공시제도 공시제도

적시성(timeliness) ◯ ◯ ◯ ◯ ◯
목적적합성(relevance) ◯ ◯ ◯ ◯ ◯
신뢰성(reliability) ◯ ◯ ◯ ◯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 ◯ ◯ ◯
일관성(consistency) ◯ ◯ ◯   -1) ◯
포괄성(comprehensiveness) ◯ ◯ ◯ ◯ ◯
접근성(accessibility) ◯ ◯ ◯ - ◯

<표 Ⅲ-2>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원칙

주: 1) 바젤 Ⅱ는 일관성을 비교가능성에 포함시키고 있음.
자료: BCBS(1998), pp. 14~16; IAIS(2011), pp. 301~302; CEIOPS(2009), pp. 5~6.

26) 보험핵심원칙 20.1 보험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 개황, 

지배구조, 내부통제, 재무적 위치, 성과, 위험에 대한 세부 계량 및 비계량 정보를 
최소한 일년 주기로 적적하게 공시한다. 특히, 공시된 정보는 시장참여자의 의사결
정에 유용해야 하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시점에 최선정보로 적시성이 있어야 하
고, 포괄적이고 의미 있으며, 의사결정을 기초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시
장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12), IAIS 

보험핵심원칙 Ⅱ, p.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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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27)을 통해 목적적합

성과 신뢰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공시자료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는 신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공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는데, 이는 목적적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8)

앞서 살펴본 보고 및 공시의 원칙에 명시적 개념은 BIS의 보고서(1998)에서 

살펴볼 수 있다. BIS는 1998년에 “은행 투명성 강화”를 공표하였는데, 이는 은행

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 및 감독정보에 관한 지침으로 적시

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및 포괄성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29)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개념은 CEIOPS의 보고서(2009)에

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일반원칙) 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
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행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재무정보
의 질적 특성으로 권고하고 있고, 아울러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
해서는 적시성,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질적 특성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
고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채택 전 회계기준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권고하였다(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b, pp. 58~59).

29) 이 지침은 “투명성”을 정보이용자가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업무활동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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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시성 및 목적적합성(timeliness and relevance)

정보로서 유용성이 있으려면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

여야 한다. 정보가 시장참가자들이 투자, 대출 또는 기타 익스포져 공여 시 예

상되는 리스크와 수익, 장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이 정보는 목적적합성한 정보라고 간주되어질 수 있다. 또한 정보가 감독

당국이 업무활동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이 정보 역시 목적적

합성이 있다고 간주되어질 수 있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적시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

는 해당회사의 리스크 내용 및 리스크 관리 성과에 대한 적절한 예측이 가능하

도록 적기에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여야 한다.

2) 신뢰성(reliability)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는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나타내주거나 정보가 의도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

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각종 사건

과 거래의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본질을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검증가

능하고,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없이 불편부당하며, 신중하고 중요성의 관점에

서 보아 완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생명력은 정보를 그릇되게 하거나 판

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생산에 따른 비용

을 감안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다만, 신뢰성은 목적적합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리

스크 내용을 매우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적합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주요 방안 

중의 하나인 외부감사는 정보의 공개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30)  

30) 수익 예측과 같은 장래 전망에 관한 정보는 신뢰성보다는 목적적합성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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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투명한 정보는 반드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외부이용자 및 기

타 정보이용자들은 금융회사 간, 국가 간 및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필

요로 한다. 이는 각 은행이 매 회계기간에 일관된 회계방침 및 절차에 따라 항

목별로 동일한 측정개념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회계방침 및 절차는 회계기준의 변경과 같은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단 회계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 및 이

에 따른 영향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외부이용자들이 공시 정보를 은행 간 및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외

부이용자들은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여타 은행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기간 간 비교는 은행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의 추세

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추세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종 

재무보고서는 계량정보가 1 회계연도 이상의 과거 수치와 비교 가능하도록 작

성되어야 한다. 정보의 기간 간 비교에 대해 솔벤시 Ⅱ는 일관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포괄성(comprehensiveness)

외부이용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이 평가에 이용하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서는 동 정보에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종종 다양한 업무활동과 법인실체

에 관한 정보를 집적, 통합 및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이 분야별로 각기 다른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거나, 특정 자

회사가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회사의 전반적인 영

업활동에 관련된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적시에 파악하기 위하여 피규제회사와 

게 되지만 과거 사실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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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야 한다. 자회사가 독립법인이라는 점과 그룹 내 연결대상인 주요 업무

활동과 주요 자회사에 관해서는 요약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

라도 감독기관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접근성(accessibility)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감독당

국은 감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참여자

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고정

보는 감독당국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정보는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정보 보고 

및 공시는 비용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다양한 전달방식에 대한 상

대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등 전자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보험회

사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할 수 있다. 

EIOP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선호 및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IAIS도 전자 채널

(인터넷 등)을 통한 공시를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나. 보고·공시의 주기와 작성방법

솔벤시 Ⅱ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정

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작성기준일로부터 3

개월 또는 4개월 내에 공통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EIOPA는 보험회사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빈도를 감

독 정도와 연계할 것을 감독당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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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기
제출기한

(작성기준일기준)
작성방법

내부승인
(이사회)

정기
보고

서술형 보고서
감독 정도와

연계1)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공통양식 ○

서식형 보고서(양적)   연2)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공통양식 ○

정기
공시

서술형 보고서 연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공통양식 ○

서식형 보고서3) 분기
3주 또는 
4주 이내

공통양식 ○

<표 Ⅲ-3> 솔벤시 Ⅱ의 정기보고·정기공시 주기 및 제출기한

주: 1) 최소한 3년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요약 및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하여야 함.
주: 2) 그룹은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주: 3) 정기보고의 양적 서식 중 일부(예: 요구자본(MCR, SCR), 책임준비금, 보험료 및 손해액, 투

자자산 및 자기자본 등)만 공시하여야 함.
자료: Deloitte(2009, p. 10) 및 MAZARS(2011, p. 2).

한편, BIS(바젤 Ⅱ)는 보고제도의 공통양식, 보고빈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IAIS는 솔벤시 Ⅱ와 달리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감

독당국이 제출범위, 내용 및 주기 등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는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양적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경

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

당국은 검사기간 중에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검사외의 기간에

는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위험평가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비계량항목에 대해서 연단위로 평가하고,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

가와 관련한 비계량항목에 대해 감독당국은 솔벤시 Ⅱ처럼 공통양식을 적용하

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솔벤시 Ⅱ는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이용자들에게 정기적

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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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제정한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정기공시의 빈

도는 연 1회 이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공시제도에 대해 IAIS는 1년에 최소한 한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IS(바젤Ⅱ)는 질적 정기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규정31)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에 대해서는 공통

양식을 이용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에 대해서는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분기별 임시결산일로부터 2개

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3. 보고·공시의 구조

가. 정기보고

솔벤시 Ⅱ 정기보고는 사업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크게 3개 부문에 대하여 감

독상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첫 번째 부문은 허가·통지 프로

세스에 대한 정보이다.32) 두 번째 부문은 감독당국 점검(Supervisory Review 

Process, 이하 SRP)에 필요한 정보이다. 마지막 부문은 그룹 감독에 대한 정보이

다.33) 이 중 두 번째 부문이 정기보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자

기자본 규제방식(pillar 1)만으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때

31) 대형은행은 자기자본 내역을 분기기준으로, 리스크 익스포져 또는 다른 항목이 급변
하는 은행은 관련 정보를 분기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2) 첫 번째 보고 부문은 비즈니스 허가에 앞서 요구되는 정보, 지점 설치 허가에 관한 
정보, 포트폴리오 이전 허가에 관한 정보, 지분을 인식·처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
는 정보, cross-border 활동에 대한 양적 정보 등에 대한 보고이다. CEIOPS는 이 보
고 부문에 대해 유럽회원국 간 조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CEIOPS는 이
를 솔벤시 Ⅱ의 특별 이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33) CEIOPS(2007b),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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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 수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감독당국의 정기보고는 사전에 정의된 보고 대상 사건에 관한 정보 보고와 사

업지속성 정보(on-going information) 보고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34) 먼저 사전

에 정의된 보고 대상 사건에 관한 정보는 내부모형 승인 또는 부분내부모형 승

인에 대한 정보, 적격성 요건의 통지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 약화 및 요구자본 

요건 미준수의 통지에 관한 정보, 내부모형의 미준수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지속성 정보에는 회사 개요 및 경영성과, 지배구

조 시스템, 평가원칙,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집중, 리스크 경감, 리스크 민감

도, 자본 구조, 자본 니즈, 자본 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IOPA(2009)는 감독당국의 정기보고와 관련된 사업지속성 정보에 대해 <표 

Ⅲ-4>와 같은 솔벤시 Ⅱ의 정기보고 구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

사는 요약(Executive Summary), 경영성과(Business and Performance), 지배구

조(System of Governance),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 자산 및 부채 평가

(Regulatory Balance Sheet),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내부모형, 양적 양

식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의 구조 정기공시의 구조

서술형

경영성과(목적 및 전략 포함)

서술형

경영성과(목적 및 전략 제외)

지배구조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리 자본관리

내부모형 내부모형

서식형 양적보고 양식(모든 양식) 서식형 양적보고 양식(일부 양식)

<표 Ⅲ-4> 정기보고·정기공시의 구조

자료: CEIOPS(2009), pp. 84~86.

34) CEIOPS(2007b),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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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솔벤시 Ⅱ는 정기보고 구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BIS와 

IAIS는 그렇지 않다. 먼저 BIS(1999)는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발달이 충

분하지 못한 국가의 감독당국에게 포괄적인 감독보고제도의 확립을 정책의 최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다. BIS는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공시

제도에 대한 요건만을 권고하고 있다. 즉, BIS는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IAIS는 보고제도에 대해 보험핵심원칙만을 총괄적으로 권고하고 있

다. IAIS는 보험핵심원칙 9(이하 ICP 9)에서 보고제도에 대해 감독 니즈를 토대

로 전체 시장의 구조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IAIS는 보험회사의 상황 및 리스크관리 방법도 보고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IAIS는 솔벤시 Ⅱ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제도에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AIS는 형식적으로 솔벤시 Ⅱ처럼 보고제도와 공시제도

를 Pillar 3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BIS처럼 공시제도만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항목

솔벤시 Ⅱ
요약, 경영성과(회사 개요 포함),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보고 양식

바젤 Ⅱ   별도 규정 없음1)

IAIS 별도 규정 없음

<표 Ⅲ-5> 솔벤시 Ⅱ, 바젤 Ⅱ 및 IAIS의 보고 항목

주: 1) 바젤 Ⅱ와 IAIS는 보고제도를 솔벤시 Ⅱ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정기보고에 대한 EIOPA의 권고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EIOPA

는 앞서 살펴본 <표 Ⅲ-4>와 같은 정기보고 구조 하에서 보험회사에게 1층(정량

적 요건) 및 2층(정성적 요건)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정보, 그리고 내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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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Deloitte(2011)에 따르면 이는 자본관리에 대한 서술형 보고, 양적 보고 양식에 

의한 서식형 보고에서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Deloitte는 솔벤시 Ⅱ의 정

기보고와 현행 영국의 정기공시 간 갭 분석을 실시하였다. Deloitte는 이 갭 분

석을 통해 자본관리 및 양적 보고 서식은 현행 제도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지배

구조 시스템,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산 및 부채 평가(지급여력 목적)는 현행 제

도와는 중간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요약 및 경영성과에서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Deloitte의 이러한 분석은 솔벤시 Ⅱ로 전환하면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을 

측정하는 대상, 기준, 방법 등을 크게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

험회사는 자본관리 및 양적 보고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구자

본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기존보다 많은 완전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35)

작은 차이
(less significant)

중간 차이
(significant in some areas or moderate gaps)

큰 차이
(significant)

요약
경영성과

지배구조 시스템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지급여력 목적 평가)

자본관리
양적 보고 서식
  (연/분기)

<표 Ⅲ-6>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와 현행 보고 간 차이(영국)

자료: Deloitte(2011), “Solvency Ⅱ reporting : Introduction to the new world of regulatory reporting 
for insurers”,  s.11.

35) KPMG의 201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회사들은 보고/공시 분기 양식, 

보고/공시 연 양식, 서술형 보고, 서술형 공시, 그룹 보고의 순서로 어렵다고 인식하
고 있다. 그리고 설문대상 회사들은 분기 또는 연 양적 보고·공시 양식에 대해서
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원인으로 응답하였다(KPMG 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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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공시

솔벤시 Ⅱ의 정기공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장참가자에게 리스크관리 및 

통제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정책에 대한 정보, 보험회사의 미래 영업실

적과 재무상태 및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철학과 방침 및 방법론, 리

스크의 발생이유 및 경위, 리스크관리 및 통제 방법, 리스크관리를 위한 파생금

융상품의 활용여부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에게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무

능력, 생존가능성 및 궁극적인 영업지속능력을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자료와 함께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과 그 유효성을 비롯한 리스크 익스포져에 관한 양

적, 질적 정보에 대한 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에게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관한 금융회사의 공시 내용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보험

회사의 업무, 경영진 및 지배구조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

보에는 법적 경영구조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활동과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관한 정보인 금융회사 조직에 관한 사항(이사회 조직, 최고경영진 조

직, 기본조직구조 등), 보수방침을 포함한 유인제도(경영진에 대한 총급여, 성과

급 상여금, 주식옵션 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는 시장참가자들이 보험회

사의 업무활동을 적절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에게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정확

히 평가하기 위해서 공시된 정기공시 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방침에 대

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방침, 관행 및 절차는 국가별로 다르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솔벤시 Ⅱ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에게 요약, 경영성과, 지배구

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부채,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양식 등을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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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Ⅱ는 보고제도와 동일한 구조 및 유

산한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Ⅲ-4> 참조).

그러나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두 제도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시

되는 내용과 보고되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감독당국은 리스크와 관

련된 모든 양적 및 질적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고 받아 감독목적을 달성하여

야 한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과거 및 현재 관점하에서 실현된 정

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장래 감독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

과 함께 리스크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고 내용을 확인,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투자자 등)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 정

보에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보험회사는 과거 관점과 현재 관점하에서 

실현된 정보(영업성과, 자본적정성 수준),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등

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을 신

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기보고 제도는 과거 및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중점을 두

고 있으나 정기공시는 과거 및 현재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기보고는 공시되지 않은 기 정보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하나, 

정기공시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정

보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기보고에서는 모든 양적 양식을 감

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기공시는 대차대조표, 보험료·손해액·사업

비, 요구자본, 최저요구자본, 책임준비금 등의 일부 양적 양식만을 시장참여자

들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솔벤시 Ⅱ의 정기공시는 IAIS 및 바젤 Ⅱ의 정기공시 기본 항목과 매우 

유사하다. 먼저 IAIS는 보험회사에게 일반현황, 책임준비금, 자본적정성, 재무

적 도구 및 투자,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등의 공시를 권고하고 있

다. 아울러 IAIS는 모든 항목에 대해 계량 정보 및 비계량 정보의 공시를 권고하

고 있다. 이 같은 IAIS의 정기공시 항목을 솔벤시 Ⅱ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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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바젤 Ⅱ는 신BIS협약(2005)에 따라 일반원칙, 적용범위, 자본구조, 자본적정성,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등을 공시할 것을 은행감독당국 및 은행 등에게 권고하

고 있다. 이때 은행은 모든 항목에 대해 계량 정보 및 비계량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일반 원칙의 하나인 공시정책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

한 공식적인 공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

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야 한다. IAIS와 마찬가지로 

BIS의 정기공시항목을 솔벤시 Ⅱ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공시 항목

솔벤시 Ⅱ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
리, 내부모형, 양적 보고 양식

바젤 Ⅱ
일반원칙, 적용범위, 자본구조, 자본적정성,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IAIS
회사 개요, 경영성과, 지배구조, 재무적 도구와 투자, 책임준비금, 
자본적정성, 전사적 리스크관리, 보험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

요약,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지표, 위험관리, 
기타 경영 현황, 재무제표, 기타

<표 Ⅲ-7> 솔벤시 Ⅱ, 바젤 Ⅱ 및 IAIS 등의 정기공시 항목

다음으로 솔벤시 Ⅱ와 현행 공시관련 EU 지침36)과 비교하면, 보험회사 결산

지침 및 회사법 제4지침은 솔벤시 Ⅱ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ORSA, 내부모형 등

36) 보험회사는 회사법 제4지침(78/660/EEC),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 등에 근거
하여 결산서(annual account) 및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
결산지침(91/674/EEC)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사항 등의 
결산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법 제4지침 제4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소한 사
업성장 및 경쟁관계, 중요한 사건, 회사의 장래성장, 인수합병 등을 서술하고 있는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회사법 제4치침 제46a조에 따라 
지배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서술하여야 한다.

     - 지배구조 규범(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 국내법상 요건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배구조 관행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법상 지배구조 규범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
     -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주요 특징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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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지침들은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등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구분 주요 내용

보험회사 결산지침
(91/674/EEC)

서문 및 적용대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규정, 대차
대조표 양식, 대차대조표 특별 규정, 손익계산서 양식, 손익계
산서 특별 규정, 평가 규칙, 주석 사항

회사법 제4지침
(78/660/EEC)
(준용 내용)

일반 조항(결산서 구성),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조
항, 대차대조표 양식, 대차대조표 특별 조항, 손익계산서 특별 
조항, 평가규칙, 주석사항, 연차보고서 내용, 공표, 감사

<표 Ⅲ-8> 보험회사 정기공시 관련 유럽 지침 주요 내용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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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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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가.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

솔벤시 Ⅱ는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솔벤시 

Ⅱ는 공시정보의 적절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IOPA의 수시공시 위임기준(안)에 따르면 보험회

사는 최소한 요구자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솔벤시 Ⅱ는 지급여력 및 재무포지션에 변화를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IOPA의 수시보고 위임기준(안)

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경영전략 변경, 합병 및 매각, 조직개편, 중요한 소송 및 사고, 

자기자본 요건 미준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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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고 또는 공시 요건

수시보고
경영전략 변경, 합병, 매각, 조직개편, 중요한 소송 및 사고, 자기자본, 
책임준비금, 감독요구자본 등의 수준변화, 새로운 리스크, 운용 실패, 
그룹 간 거래

수시공시 최소한 요구자본(SCR 또는 MCR)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표 Ⅲ-9> 솔벤시 Ⅱ의 수시보고·수시공시 요건

자료: CEIOPS(2009), pp. 137~138.

한편, IAIS는 솔벤시 Ⅱ와 달리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의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

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무건전성의 미준수, 경고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긴급조치 발생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37)

나. 외부 감사

솔벤시 Ⅱ는 가용자본, 자산·부채, 수입·비용, 이익·손실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먼저 솔벤시 Ⅱ는 가용자본과 관련해서는 재무

회계와 감독회계 간 일치, 가용자본 구조·규모·질 등의 질적 정보와 가용자

본의 양적 정보를 외부감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책임준비금 분석 등의 질적 정보, 그리고 대차대조표, 투자자산 등의 양적 정보

를 외부감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비용 및 이익·손실과 관련해서는 

수익·비용의 인식 기준 및 제 가정의 질적 정보,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양적 정보를 외부감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38)

37)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수시공시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영국은 보험회사에 외부감사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은 외부 
감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Deloitte 200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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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양적
정보

질적
정보

자기자본
공시　

재무회계와 감독회계 간 일치 　 ○

MCR 및 SCR 미준수(세부사항) 　 ○

자기자본 ○ 　
자기자본 구조, 양 및 질 　 ○

자산, 부채 
및 자본

대차대조표 ○ 　
기타부채 측정기준 및 기타 정보 　 ○

책임준비금 측정기준·측정방법·제 가정 　 ○

자산 평가기준·측정방법·제 가정 　 ○

자산 및 부채의 만기(Expected maturities) 　 ○

생명보험 - 자기자본 변화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변화 분석1) 　 ○

MCR ○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변화 분석 　 ○

SCR - 표준모형 ○ 　
투자자산 요약(그룹별) ○ 　

수입, 
비용, 

이익 및
손실

수익 및 비용 인식 기준 및 제 가정 　 ○

생명보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증감 ○ 　
생명보험 수익 분석 ○ 　
손해보험 진전 정보 ○ 　
손해보험 책임준비금(그룹별) ○ 　
유배당 이익기여 ○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 ○ 　
보험 평가기준(양적 가정) ○ 　　

<표 Ⅲ-10> 솔벤시 Ⅱ의 3층(보고·공시)과 외부감사 요건

주: CRO Forum은 EIOPA에 책임준비금 변화 분석(롤 포워드 분석)에 대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자료: CEIOPS(2009), pp.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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