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보험규제 현황  

1. 인디아

가. 감독체계

인디아의 법체계는 영국의 ｢보통법(English common law)｣과 1950년의 

｢헌법(1950 constitution)｣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산업은 일반적으로 

｢보험감독원법(IRDA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영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고아주

(Goa: 인도 중서부 아라비아 해에 면한 주)23)는 1961년까지 포르투갈의 지배하

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분야에서는 포르투갈의 ｢시민법(Portuguese Civil Code)｣
이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푸두체리주(Puducheri)와 소수민족거주지에는 

프랑스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주도(州都)는 파나지(옛 이름은 판짐)이다. 마하라슈트라주(州), 카르나타카주(州)와 
각각 접한다. 1510년 포르투갈의 아폰수 달부케르케가 점령한 이래 포르투갈의 식
민지가 되어 포르투갈과 동양 각국과의 상업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하는 한편, 품질
이 우수한 철광석, 망간광석의 산출지로서 유명해졌다. 

    평야지대에서는 쌀, 코코야자, 캐슈너트, 빈랑나무, 망고 등의 산출이 많으며 해안에
서는 제염업도 성하다. 따라서 티크, 코프라, 어류, 캐슈너트, 소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고아의 반환문제가 표면화되었는데, 

인도 정부는 1961년 12월에는 무력행사로 이를 인도 영토에 편입하였다. 다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디우와 함께 연방정부 직할의 직할주를 이루고 있다. 언어는 말라티
어의 방언인 콘크니어와 구자라트어를 모어(母語)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40% 이상
이 가톨릭교도이다. 철도는 이곳의 마르간을 기점으로 인도 각지에 통한다.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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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법규

인디아에서 최초의 보험관련 법규는 1912년 제정된 ｢생명보험회사법(Life 

Assurance Companies Act)｣이다. 계리사에게 보험료와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

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 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규제를 포괄하는 ｢보험업법(The Insurance 

Act 1938)｣이 제정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법은 보험산업을 규제하는 주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1956년에는 ｢생명보험회사법(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 1956)｣이 별도

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해외기업의 출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을 

정부소유의 생명보험공단(LIC: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에 소속되도

록 하였다. 

1972년에는 손해보험규제에 해당하는 ｢일반보험영업법(General Insurance 

Business(Nationalization) Act 1972)｣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73개의 인

디아 민영손해보험회사와 33개의 해외투자자의 손해보험회사가 정부에 인수되

었다. 이 법규는 정부소유 손해보험회사인 일반보험공단(G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199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괄하는 ｢보험감독원법(IRDA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Chapter 2는 인디아 보험회사의 입법부인 새로운 보험감독원(IRDA)을 설립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보험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소유 생명보험회사(LIC)와 손해보험회사

(GIC)의 독점을 폐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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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감독원법｣의 주요 내용

보험감독원(IRDA)은 의장(chairman), 5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10년 현재 약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원은 주로 정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of the Ministry of Finance)로부터 조달되고 일부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충당된다.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산업을 규제하고 성장을 촉진할 의무를 지닌다. 의

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갖는다(IRDAA: Chapter 4 

Section 14). 

1) 보험회사의 인가, 등록 갱신, 등록사항의 수정, 등록 취소, 등록 연기

2) 보험가입대상, 보험금지급, 해약, 보험기간, 보험가입조건 등에 관한 보험

가입자 보호

3) 보험중계인(insurance intermediaries)24)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활동, 자격조

건에 관한 규정의 제정

4) 감정인(surveyor)과 손해사정사(loss assessors)에 대한 관리 

5) 보험영업행위의 효율성 촉진

6) 보험영업과 관련한 전문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의 규제

7) 수수료의 징수 및 범칙금 부과

8) 보험회사, 보험중계인(insurance intermediaries), 전문기관에 대한 감사

9)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급부, 각종기간, 보험조건의 통제

10) 재무제표에 관한 요구사항 및 양식에 관한 규정의 제정

11) 보험회사의 펀드투자에 관한 규제

12) 지급여력 마진(margin of solvency)의 유지에 관한 규제

24) 중계인(intermediaries)은 insurance brokers, re-insurance brokers, insurance consultants, 

surveyors and loss assessors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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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회사와 보험중계인(insurance intermediaries) 사이의 분쟁조정

14) “Tariff Advisory Committee”의 활동에 대한 감독

15) 농촌지역과 취약부문(the rural or social sector)25)에 대한 보험영업 비율규제

2000년 7월 이후 보험감독원(IRDA)은 민간보험회사 면허 절차, 소비자권익

보호, 보험회사 연차보고서의 제출 방식,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 생명보험시

장으로 모집인과 은행의 진입 등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보

험감독원(IRDA)의 활동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으로 보험산업을 통제하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보험정보국

2009년 10월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효율적 기

능을 위하여 보험정보국(IIB: Insurance Information Bureau)26)을 설립하였

25) 인도 손해보험사는 농촌 및 소외계층 의무판매를 준수해야 한다. 의무판매 조항 위반 

시 최소 500,000 Rs의 과징금이 추징된다. IRDA에서 과거 위반사례와 고의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과징금 추징여부를 결정한다. IRDA는 2006년 New India와 Shriram 

Life에 조항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본 의무판매 조항에는 농작물 
보험도 포함되며, IRDA에서는 5년 주기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있다.

구분 적용 대상 의무 사항

농촌지역 
(Rural Community)

∙ 인구 5,000명 미만 지역 
∙ 400명/㎡ 미만의 인구밀도를 나

타내는 지역
∙ 농업종사자가 지역인구의 
   25%를 상회하는 지역 

∙ 5년차까지 의무 판매 

  - 1년차: 매출의 2% 이상 

  - 2년차: 매출의 3% 이상 

  - 3~5년차: 매출의 5% 이상

소외계층
(Social Sector)

∙ IRDA Act 1938(Sec.4) 및 
  1999(Sec.41)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빈곤층 
 저소득 자영업자, 장애인, 저소득
층, 일용직 근로자 등 

∙ 5년차까지 의무 판매 

  - 1년차:   5,000건 이상 

  - 2년차:   7,000건 이상

  - 3년차: 10,000건 이상 

  - 4년차: 15,000건 이상   
  - 5년차: 20,000건 이상 

26) 보험정보국(IIB)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Insurance Information Bureau 

    IRDA Data Center United India Tower, 9th floor, 3-5-817/818, Hyderg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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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보험정보국(IIB)은 인디아의 주로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 영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이다. 보험정보국

(IIB)은 국장, 부국장 그리고 8명의 다양한 보험전문가들과 정보기술 전문가로 

관리자를 구성하고 있다. 보험정보국(IIB)은 감독자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으

며, 정책연구 개발활동을 하고,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리하며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감독원(IRDA)에 제공하여 자

문자의 역할을 한다.

2) 전체 보험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하는 기능을 한다.

3) 데이터의 가공과 배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4) 보험정보국(IIB)의 직원은 보험감독원(IRDA)의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험감독원(IRDA)의 의무를 기능적으로 할당받아 수행한다.  

다) 의료보험 감독

보험감독원(IRDA)은 모든 보건의료를 감독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어 의료보

험을 감독하고 있다. 

2008년 보험감독원(IRDA)과 정부는 의료보험회사를 위한 자율규제기구의 설

립을 고려하는 논의를 하였다. 자율규제기구는 의료보험위원회(HIC: Health 

Insurance Council)로 불릴 것이지만 2010년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1983년 ｢보험업법｣의 수정 후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Basheerbagh, Hyderabad, 500-029 

    Phone: 040-66820964

    Email: datacenter@irda.gov.in

27) IRDA, Circular No.IRDA/TAC/ORDER/Admn/042/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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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감독

공사퇴직연금산업을 감독할 연금감독원(PFRDA: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2003년 

8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법적 권한을 가지고자 2005년에 ｢연금감독원법

(PFRDA Bill 2005)｣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시행령(executive ordinance)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11월 재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임시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가 연금감독원(PFRDA)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재발의했다.28) 퇴직연금 데이터 관리기관

(CRAs: Central Record keeping Agencies)의 연금감독원(PFRDA)에 등록조건 

및 역할, 펀드매니저와 계약 조건, 감사요구 조건, 투자포트폴리오의 한도, 전산

데이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정보보호 기준 등이 의회에 계류 중인 연금

감독원(PFRDA)의 설립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연금감독원(PFRDA)은 연금운영자의 수, 건전성 기준, 투자 기준, 연금 펀드

매니저(PFMs: Pension Fund Managers)의 요구자본량에 관해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금감독원(PFRDA)은 사기나 불공정 거래, 가입자의 이

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연금감독원(PFRDA)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주

요 개혁 내용은 첫째,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으로부

터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29) 이 시스템에서 신입 중앙정부공무원(군인 제외)은 확정

기여형 연금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피용자와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한다. 

둘째, 새로운 퇴직연금시스템은 연금보험료를 수납하기 위해서 은행과 우체

28) Resolution F No.1(6)2007-PR.

29) PFRDA(http://pfrda.org.in). 



86 조사보고서 2011-5

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이나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

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투자에 대한 선택과 펀드매니저의 선택을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자발적인 퇴직연금을 관리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

직연금(tier-II)이 있다. 이 연금은 의무가입 연금과 같이 관리된다. 그리고 이 연

금은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은 통상적으로 60세에 퇴직연금 체계에서 벗어난다. 이 때 개인

은 퇴직연금액(pension wealth)의 적어도 40%를 연금(annuity)을 위해서 투자

하도록 했다.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시스템을 벗어날 경우 퇴직연금액(pension 

wealth)의 80%를 투자해야 한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연금(annuity)은 피용자와 

배우자, 피부양부모의 생애에 걸쳐서 지급된다. 

3) 금융안정개발위원회

금융안정개발위원회(FSDC: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Council)가 

재무부 장관(finance minister)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될 것이다. 금융안정개발위

원회(FSDC)는 보험감독원(IRDA), 연금감독원(PFRDA: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연방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증권거래

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의 구성원들로 구성될 것

이다. 금융안정개발위원회(FSDC)는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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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허(절차, 요구서류)

1) 면허회사의 형태

모든 보험회사는 현행법상 ｢Insurance Act 1938｣, ｢Insurance(Amendment) Act 

2002｣는 주식회사이다. ｢Insurance(Amendment) Act 2002｣는 특별한 경우 보험협동

조합(Insurance Co-operative Societies)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2월에 보험감독원(IRDA)은 상호보험회사(Mutual companies)와 유한회

사(private limited companies)는 향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면허의 업종별 구분

변액연계형 및 비연계형(linked business, non-linked business) 생명보험, 의

료보험을 포함하는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

를 취득해야 한다. 개인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은 손해보험영역으로 간주된다. 생

명보험회사는 개인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을 특약(rider basis)으로 판매할 수 있다. 

생·손보 복합면허는 허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의료보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최근 몇몇 의료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출하였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국내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3) 면허 절차

인디아에서 보험영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회사법(Companies Act 

1956)｣에 따라 주식회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등록처(ROC: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고 대개 1~2개월이 소

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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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선택 ⟶ 중복 여부 확인 ⟶ ROC등록(500루피) ⟶ 회사정관 작성 및 

직인신고 ⟶ 등록양식 작성 및 제출 ⟶ 등록비 납부(1000루피) ⟶ ROC에서 

법인증명서 수령

다음으로 보험감독원(IRDA)에 인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먼저 IRDA/R1을 제

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인가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IRDA/R2를 작성

한다.30)

보험감독원(IRDA)은 인가신청 시에 그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공인된 복사

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류는 회사명, 주소, 관리자(directors and 

principal officer)의 직업, 보험영업부문의 설명서, 자본의 출처(sources of the 

share capital), 기획자에 관한 공인된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는 회사가 납입자본(paid-up share capital)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납입자본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USD 22mn(INR 100 crore)31)

이고 재보험은 USD 44mn(INR 200 crore)이다. 또한 신청자는 세부사업계획서

(details of its business plan)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업지역, 판매상품, 각

종 비율, 판매채널, 계약인수 절차, 투자, 채용 및 교육훈련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는 보험감독원(IRDA)에 각 사업당 등록비 USD 1,100(INR 50,000)도 

지급해야 한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인디아 내에서 거수된 원수보험료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지급해야 한다. 최소 한도액은 USD 1,100(INR 

50,000)이고 최고 한도액은 USD 1.1mn(INR 5 crores)이다. 갱신주기는 1년이고 

12월 31일이 마감일이다.

30) 신청 절차는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이하 ‘IRDA’라고 함) 

(Registration of Indian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2000｣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자료는 IRDA(http://www.irda.gov.in)를 참조한다.

31) crore는 화폐단위로 천만 루피를 말한다.



보험규제 현황 89

다. 재무건전성규제

1) 요구자본량

최근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국

제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험감독원(IRDA)은 자본량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최소요구자본량(minimum solvency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험감독원(IRDA) 규정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원수보험사의 최소요

구자본량은 USD 22mn(INR 100 crores)이고 재보험회사는 USD 44mn(INR 200 

crores)이다.32) 2010년 현재 이 규정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2009년 ｢생명보험주식회사법(The 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Amendment) 

Bill 2009)｣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다. 주요내용은 정부소유의 생명보험공

단(LIC)의 최소요구자본량을 USD 1.1mn(INR 5 crore)에서 USD 22mn(INR 100 

crore)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감독원(IRDA)은 향후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보험업법｣ section 40C에서 사업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 
section 40C에서 사업비율(expense ratio)이 GWP(Gross Written Premium)의 

19.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손보사들이 20%를 

상회하는 사업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IRDA에 지속적으로 규정완화를 요청하

고 있다. 본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IRDA에서 명시하는 제재는 없으며, IRDA에

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 준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2)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관련 자료는 IRDA(http://www.irda.gov.in)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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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s)

｢보험업법(Section 64VA of the Insurance Act 1938)｣과 보험감독원(IRDA)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를 솔벤시 마진이라고 하고 이것은 보험감독원(IRDA)이 

규정한다. 

보험회사는 솔벤시 마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

감독원(IRDA)이 제시한 평가 방법과 양식에 따라 자산평가서를 작성해야 한

다.33)34) 그리고 보험회사는 부채의 양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의료보험의 양식은 다르다. 

생명보험회사는 a) USD 11mn(INR 50 crores)과 b) 규정된 산출식에 기초해

서 계산된 자본량 중에서 많은 양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이용해야 하

는 수학적 준비금 산출식에 관한 기준은 보험감독원(IRDA)에서 제시하고 있

다.35) 

요구 솔벤시 마진율은 1.5이다. 2009년 3월 보험감독원(IRDA)에 보고된 생명

보험회사의 솔벤시 마진율은 정부소유의 생명보험공단(LIC: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이 1.54로 가장 낮았고, Aviva가 5.91로 가장 높았다.

인디아 보험회사가 인디아의 밖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나라

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요약보고서를 보험감독원

(IRDA)에 제출해야 한다.36) 이 경우 지정계리사가 추가적인 준비금(additional 

reserves)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2008년 보험감독원(IRDA)은 변액보험 그리고 비변액보험상품(linked and 

non-linked life business)의 솔벤시 마진 계산에 이용되는 요소들을 조정했다.37) 

33) IRDA(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Insurers) Regulations 2000.

34) IRDA(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or’s Report of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2000.

35) IRDA(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Insurers) Regulations 2000.

36) IRDA(Actuarial Report and Abstract) Regulatio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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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

투자에 관한 규정은 2000년에 틀을 잡았다.38) 그 후 2001년, 2002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최근에는 2008년에 보험감독원(IRDA)이 발표

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39)

퇴직연금과 일반연금 사업(Pension and general annuity business), 그리고 변

액보험 사업(Unit linked business)이 아니라면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이 다

음의 조건하에서 투자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표 Ⅳ-1> 참조).40) 

No 투자 형태 비율

Ⅰ Government securities Not less than 25%

Ⅱ Government securities or other approved securities
Not less than 50% 
(incl the above)

Ⅲ

(a)  

Approved investments and other investments Not exceeding 35%

Other investments specified under 27A(2) of the 
Insurance Act 1938

Not exceeding 15%

(b) 

Investment in housing and infrastructure by way 
of subscription or purchase of bonds/debentures 
of specified financial institutions. Certain asset 
backed securities

Not less than 15% 
(b and c taken together) 

(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Not less than 15%  
(b and c taken together)

<표 Ⅳ-1>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조건

자료: 현지 출장 자료.

37) Circular No.029/IRDA/ACTL/RSM/2008-09 of 1 January 2009; 

    Circular No.025/IRDA/ACTL/RSM/2008-09 of 17 December 2008.

38) IRDA(Investment) Regulations 2000. 8.

39) IRDA(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of 30 July 2008.

40) IRDA(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of 30 July 2008(Section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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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생명보험사업(unit-linked life insurance business)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펀드를 언제든지 계약자의 승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41) 이것은 

투자계좌가 자산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경우이다. 투자의 승인된 범주 이외에 대

한 총투자는 펀드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 두 명의 비상근 이사(non-executive directors)와 고용

된 지정계리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 관한 공시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한다.42)

마. 소비자보호제도

1) 상품

모든 보험상품의 내용 설명서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급부의 범

위, 보장의 정도, 담보, 예외, 보장조건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43) 보험상

품을 소개하는 설명서나 보험증권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 보험 기간 및 조건

2) (보험의) 증액 배당(reversionary bonus), 현금 보너스(cash bonus), 지연이자

(deferred bonus)

3) 급부의 조건 및 범위

4) 특약의 세부내용(details of any riders)

5) 보장개시일 및 만기일

6) 보험료, 보험료 납입 주기, 보험료 납입 면제 기간, 보험료의 마지막 분납

금, 보험료 미지급의 결과, 해약환급금

41) IRDA(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with Schedule 1.

42) IRDA(Investment) Regulations 2008(Section 5), Exposure/Prudential Norms.

43)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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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증권을 보험료가 완납된 보험증권(paid-up policy)44)으로 전환, 해약, 

해지증권의 부활(non-forfeiture)

8) 면책사항

9) 명목가치, 약관대출, 대출 이자율

10)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45) 

모든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불만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야 하고 보험증권에 표준적인 중재조항 및 보험옴부즈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야 한다.46) 보험증권은 분쟁의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관

할법원이 분쟁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포

함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에서 규정하

고 있다. 영어와 힌두어로 되어 있고 특정지역에서는 지역 언어로 되어있으며,  

분쟁에서는 영어의 사용을 우선한다.

2010년 7월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의 구제에 관한 지침

을 발표하였다. 불만의 분류와 정의 통일 그리고 불만구제를 위한 총 처리시간

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불만구제 정책을 보험감독원(IRDA)에 제출해야하고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44)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중단해도 기본예치금이 보험금을 감당하면 계속 종신보
장을 해주는 양로보험 증권, 혹은 예치금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충당할 정도로 충
분하면 만기 시 남은 예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증권이다.

45) Further requirements were provided under the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Amendment) Regulations 2002 of 16 October 2002.

46)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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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감독원의 중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감독원(IRDA)은 

중재의 권한을 갖는다.47) USD 44,004(INR 2mn)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보험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48) 보험감독원(IRDA)은 옴부즈만의 보

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 보험옴부즈만

보험옴부즈만 기구는 1998년 보험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만의 보

상과 관련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8년 정부가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보

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

이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보험감독원(IRDA), 생명보험

공단(LIC), 손해보험공단(GIC), 중앙정부로부터 추전을 받아 보험위원회

(insurance council)가 보험산업, 시민단체, 법조계로부터 선출하고 임기는 3년

이며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운영비용은 보험위원회 참여회사로부터 충당된다. 

전국에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에서 지역별로 임명한 12명의 옴부즈만

이 있다.

보험옴부즈만은 조정(conciliation)과 지급판정(Award making) 기능을 갖는다. 

보험옴부즈만은 보험회사에 대한 개인보험의 불만사항을 접수받는다. 이의제기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불만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부분 혹은 

전체적인 지급거절(repudiation of claims), 2) 보험기간 중 보험료에 관한 분쟁, 

3)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분쟁과 같은 경우에 보험증권 문구의 법적 이해에 관한 

분쟁, 4) 보험금 청구건 해결의 지연, 5) 보험료의 수령 후 소비자에게 보험서류

의 미발급 등이다. 

47)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48) 관련 자료는 IRDA(http://www.irda.gov.in/Ombudsman)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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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옴부즈만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안을 불만

을 제기한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제시한다. 소비자는 중재안이 만족스러울 경우 

15일 이내에 문서로 답장을 한다. 보험계약자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사법원(civil court) 혹은 소비자법정(Consumer Court)49)에 제소를 할 

수 있다(Consumer Protection Act 1986).  

옴부즈만의 결정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옴부즈만의 결정이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면 불만접수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는 그 결

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게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옴부즈만에 불만 접수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생명보험에서 

5,753건의 불만이 옴부즈만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4) 냉각기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간의 free look으로 알려

진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50)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일간의 냉각기 동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검진료와 같은 

계약당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49) 인디아에 있는 특별한 목적의 법정으로 소비자 불만을 담당한다.

50)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Section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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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업규제

1) 보험료 지급방법

보험료 납부방식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양하게 허용되어 있다.51) 인디

아는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산이체(e-transfer), 자동이체(direct debit), 은행

환어음(banker's draft)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령한 뒤부터 보장이 시작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송금액이 보험회사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무효(void ab-initio)인 계

약으로 간주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의 계속은 보험계약 조건에 달려있다.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은 대개 인디아 화폐(INR)로 표기되어 있다. 피보험자

가 인디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 보험증권은 다른 나라의 화폐단위로 표기

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인디아 화폐(INR)로 보험료를 지급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화폐로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은 거

주기간에 기초하여 ‘비례배분방식(pro rate basis)’으로 지급한다.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그레이스(grace) 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시장 

관행으로는 30일이다.

2) 독립대리점 및 회사대리점

대리점에 관한 규정은 대리점 자격요건의 강화, 시장의 안정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에 보험감독원(IRDA)은 독립대리점(Insurance Agents)에 관한 규정을 

제정52)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립대리점 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51) IRDA(Manner of Receipt of Premium) Regulations 2002.

52) IRDA(Licensing of Insurance Agents) Regulations 2000.

    IRDA(http://www.irda.org.in)에서 신청양식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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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composite insurance agent) 영업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 면허 갱신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IRD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보험감독원(IRDA)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고 수수료는 250루

피(rupees)이며, 최근 수수료가 인상되었다.53)

독립대리점 면허의 발급 및 갱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독립대리점의 경우 승인된 기관에서 적어도 100시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겸영대리점의 경우는 150시간이다. 

회사대리점(corporate agents)54) 면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55) 회

사대리점을 위해 요구되는 면허조건, 교육요건을 규정하고, 은행과 대부업체

(lending institutions)에게 회사대리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회사대

리점의 면허에 관한 지침이 빈번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56)

보험감독원(IRDA)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계인 시장

(intermediary market)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 사이에 독립대

리점(agent)과 회사대리점(corporate agents)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다.57) 보험감독원(IRDA)은 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의 보험회사로부터 ‘비반대 

증명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받도록 하였다. 비반대 증명서를 받

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한 보험회사에 적어도 3년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58) 그리

고 보험상품과 보험계약의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자 목록을 현재의 보

53) Circular No.011/IRDA/Brok-Comm/Aug-08 of 25 August 2008.

54) “Corporate Agent” means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as specified in clause (i);

    (i) “Person” means~

    (i) an individual; (ii) a firm; or (iii) a company formed under the Companies Act, 

1956 (1 of 1956), and includes a banking company as defined in clause (4A) of 

section 2 of the Act.

55) IRDA(Licensing of Corporate Agents) Regulations 2002.

56) Circular No.IRDA/CAGTS/CIR/LCE/039/03/2010 of 2 March 2010;

    Circular No.IRDA/CAGTS/CIR/LCE/48/03/2010 of 10 March 2010.

57) Circular No.31/IRDA/CA/CIR/Sep-09 of 2 September 2009.

58) Circular No.31/IRDA/CA/CIR/Sep-09 of 2 September 2009; 

    Circular No.IRDA/CAGTS/CIR/LCE/092/06/2010 of 7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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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로부터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11월부터 보험증권의 첫 면에 

큰 글씨(14 of Times New Roman)로 대리점의 세부사항을 표기해야 한다.59)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2) 중개사

인디아에서 보험 중개사(insurance broker)란 보수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편

에서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60) 원수

보험 중개사(direct broker), 겸영보험 중개사(composite broker), 재보험 중개사

가 있다. 겸영보험 중개사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중

개사를 말한다.

원수보험 중개사(direct broker) 그리고 겸영 중개사(composite broker)의 역

할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의 사업 및 리스크관리 성향에 대한 세부정보의 획득

2) 계약자의 사업 및 계약인수 정보의 숙지 및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3) 적절한 보험보장 범위 및 조건의 조언

4) 보험시장에 대한 세부 지식의 숙지

5) 보험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요구계약인수 정보 제공 

6) 계약자로부터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7) 보험료 지급 방식에 대한 지원

8) 보험컨설팅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

9) 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상 지원

10) 보험금 청구기록에 관한 관리

59) Circular No.IRDA/CAD/CIR/AGN/137/08/2010 of 25 August 2010.

60) IRDA(Insurance Brokers) Regula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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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중개사의 경우 계약자가 원수보험회사라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가 재

보험회사라는 점이 원수보험 중개사와 다를 뿐 내용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재

보험회사의 선정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될 뿐이다. 

원수보험 중개사(direct broker), 겸영 중개사(composite broker), 재보험 중개

사의 면허는 각각 취득해야 한다. 면허는 보험감독원이 중개사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보험중개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요구자본을 충족시켜야 한

다. 원수보험 중개사는 5,000,000루피, 재보험 중개사는 20,000,000루피, 겸영 중

개사는 25,000,000루피이다.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협동조합

(cooperative society)의 경우는 자본(equity shares)의 형태로 충족시킬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불연속 혹은 철회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계약의 철회 혹은 불연속, 갱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발표하였다.61) 이 규정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보험기간, 해약, 

갱신(해약 후 최소 2년), 대출 기간 및 조건, 가격, 보험계약의 고려사항 등 보험

감독원(IRDA)에 제출해야 할 세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사. 광고 및 공시

광고 및 공시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보험회사는 신문, 옥외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전단지, 웹

사이트 등 모든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62) 

보험감독원(IRDA)은 2010년 1월 보험회사의 공시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

61) IRDA(Treatment of Discontinued Linked Insurance Policies) Regulations 2010 of 1 July 

2010.

62) IRDA(Insurance Advertisements and Disclosure) Regulations 2000; 

    IRDA(Insurance Advertisements and Disclosure)(Amendment) Regulations of 1 Ju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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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63) 이 공시지침은 궁극적으로 산업 성장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규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험회사

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 수입계정

(revenue account), 주요 분석적 비율을 1년에 2번 전국에 발간되는 신문에 공

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가적으로 보험회사의 구체적 재정상태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결과와 공시된 재정상태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아. 지배구조

보험감독원(IRDA)은 2009년 1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

을 발표하였고 2010년 1월 수정안을 발표하였다.64) 이 최종안은 보험회사의 

‘좋은 지배구조’에 관한 척도(measures)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자.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점

차 완화될 조짐에 있다. 1999년 법률은 해외 투자자의 인디아 회사 지분소유 한

도를 26%로 설정하였다. 이규제로 인해 인디아에 있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재경부장관(finance minister)은 

2010년 9월 해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도를 49%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2010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외보험회사의 인디아 지점(branches)은 인디아 시장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Insurance (Amendment) Act 2002). 인디아는 보험영업을 위해서는 합

63) Circular No.IRDA/F&I/CIR/F&A/012/01/2010 of 28 January 2010.

64) Circular No.IRDA/F&I/CIR/F&A/014/01/2010 of 29 Jan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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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회사의 형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식회사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외에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급여력규제, 영업활

동규제, 조세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인디아 자국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 대상 투자 비율

1. 중앙, 주정부 및 기타 인가 채권/증권 30%

   (a) 주정부 20%

   (b) 주정부 및 기타 10%

2. Infrastructure, Social Sectors 10%

3. Housing(주택)  5%

4. Private Sector 55%

   (a) Equity, Preference Share 30%

   (b) Other than approved investment 25%

<표 Ⅳ-2> 인디아 투자비율 규제

｢보험감독원법(IRDAA)｣은 계약자의 펀드가 인디아 외부로 유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IRDA Regulation 2000). 추가적인 세부규정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규정으로 인하여 해외의 인디아 투자회사들은 펀드의 투자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변액보험(ULIP) 상품의 투자내역서를 분석해 보면 규정된 투자비율

대로 펀드가 투자되고 있다. 

차. 특별계정

보험감독원(IRDA)은 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 가입자보호 정책을 강

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디아의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변액보험상품의 수수료 한도를 가입기간이 10

년 이하인 경우 총수익(gross yield)과 순수익(net yield)의 차이가 300 basis 

points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65) 그리고 펀드 운영수수료가 135 basis poin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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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도록 하였다. 10년이 넘는 계약의 경우 총수익(gross yield)과 순수익(net 

yield)의 차이가 250 basis points를 넘지 않아야 하고, 펀드 운영수수료가 135 

basis points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변액보험계약이 5년차 이후에 있을 경우 해

약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보험감독원(IRDA)은 2010년 6월 변액보험의 고착화 전략기간(lock-in 

period)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초치를 취하였다.66) 그리고 모든 

변액보험상품은 사망보장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대출은 금지하였다.67)

한편, 2010년 인디아 증권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14개의 생명보험회사에게 변액보험의 광고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

를 내렸다. 증권위원회(SEBI)는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투자상품이

므로, ｢SEBI Act 1992｣에 따라 등록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

험감독원(IRDA)은 이러한 조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정에서 보험감독원(IRDA)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

권위원회(SEBI)의 금지조치를 효력 상실하게 하였다.68)

카. 조세

1) 보험료에 대한 조세

인디아에서 생명보험료와 의료보험료의 세율은 2009년 현재 위험보험료의 

10.3%이다.69) 이것은 서비스세 10%와 서비스세의 3%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

한 비율이다. 서비스세는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에게 부과된다. 이것은 피

보험자로부터 거수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을 진다. 

65) Circular No.20/IRDA/Actl/ULIP/09-10 of 22 July 2009; 

    Circular No.29/IRDA/Actl/ULIPs/2009-10 of 20 August 2009.

66) Circular No.IRDA/ACT/CIR/ULIP/102/06/2010 of 28 June 2010.

67) Circular No.IRDA/ACTL/CIR/ULIP/071/05/2010 of 3 May 2010.

68) Order Ref 56/IRDA/Legal/ULIP-MF.

69) Government Notification 8/2009-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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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세는 예외가 있다. 주로 손해보험상품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자영업 

여성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 수 있다. 

해외에 지급된 원수 혹은 재보험료에 대한 면세규정(Withholding Taxes)은 없

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자문료, 위임수수료(commission payments) 

등으로 지급한 부분은 면세이다. 보험위임수수료 한도는 현재 INR 5,000(USD 

110)이고 2010년 동안에 INR 20,000(USD 440)로 상승할 전망이다. 

2) 보험회사에 대한 조세

인디아의 보험회사들은 다른 부문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세 대상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지급해야 한다. 해외 회사는 40%의 법인세를 지급해

야 한다. 여기에 세율의 3%에 해당하는 교육세(education cess)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총소득이 USD 220,022(INR 10mn)를 초과할 경우 인디아 회사는 

7.5%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해외회사는 이보다 낮은 2.5%를 지급해야 한다.

타.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펀드에 관한 

내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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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가. 감독체계

1) 금융감독체계

말레이시아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

과 증권위원회(Malaysia Securities Commissions)가 양분하고 있다(<그림 Ⅳ-1> 

참조). 1958년 1월 26일 설립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금융

부문별 분리규제에서 기능별 통합 규제로 이행하여 보험업 및 금융업의 규제 및 

감독을 맡고 있다. 중앙은행 설립의 근간이 되었던 1958년에 제정된 말레이시

아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은 효력을 상실하고 2009

년 11월 25일 제정된 새로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2009)｣으로 대체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중앙은행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을 위한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의 강화를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였

다. 중앙은행은 정부 출자로 세워져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에게 통화 

및 금융정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한편 증권위원회는 1993년 3월 

1일 ｢증권위원회법(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으로 설립되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권한을 행사

한다. 재무부 장관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2010년 제정된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Labuan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Act 704)｣은 1996년 개정된 ｢역외보험법(OIA: 

Offshore Insurance Act 1990; Act 444)｣을 대체70)하여 동부 말레이시아 북부해

안에서 떨어진 라부안 경제자유구역(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er)에 대한 면허와 규제를 관장한다. 라부안 경제자유구역에서 금

70) ｢역외보험법｣ 외에도 ｢라부안 신용회사법(Labuan Trust Comapanies Act 1990, Act 

442)｣, ｢역외은행법(Offshore Banking Act 1990; Act 443)｣, ｢라부안 역외증권법
(Labuan Offshore Securities Act 1998; Act 579)｣ 등을 대체한다.



보험규제 현황 105

융감독은 라부안 금융감독청(LFSA: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담당한다. 라부안 금융감독청의 면허를 갖고 활동하는 보험회사는 

2011년부터는 소정의 규정을 만족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의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택금융(Cagamas)

금융 기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상업 은행

이슬람 은행

개발금융기관

연금펀드

신용보증회사

투자은행

보험회사/
타카풀
운영자

리스회사

팩토링회사

성지순례기금
이사회벤처캐피탈

통화 및 외환시장

대표사무소

저축기관

주택신용기관

신탁회사

비은행 금융 중개기관

금융 시장

라부안(Labuan) 역외금융감독청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

증권위원회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품선물 은행 간 금리선물

KLSE 종합지수 
선물

자본시장

파생상품시장

역외(Offshore)
보험

역외(Offshore)
은행

<그림 Ⅳ-1> 말레이시아 금융감독체계

주: KLSE 종합지수(Kuala Lumpur Stock Exchange Composite Index).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2009년 4월 중앙은행은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1년 발표된 금융산업 종합계획(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의 말레이

시아 보험산업의 점진적 개방과 일치하고 지방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식보유 제

한의 완화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산업 종합계획에는 보험산업 개발을 위한 10

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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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된 보험회사의 인터넷 판매채널 사용을 허가하여 보험산업의 효율성

과 경쟁도를 제고-현재 실행 면에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 보수체계에 관한 융통성 있는 규제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채널로서의 방카

슈랑스 채널의 성장을 촉진-주로 생명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3) 법적 최소납입자본금의 상향

4)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회사 이사진과 선임 경영진의 

적격성 강화  

5) 보험 대리점의 교육요건을 상향

6)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국(Financial Mediation Bureau)

의 설치

7)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기관이 원수 보험사의 지분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8) 보험중계인, 보험회사, 타카풀 운용사 등의 활동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모범규준 Best Practices Framework(BPF) 적용

2) 보험규제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산업을 규제하는 법규는 1996년에 제정된 ｢보험업법

(Act 553)｣ 과 1984년에 제정된 ｢타카풀법(Act 312)｣이다. ｢보험업법｣은 1997년 

1월 1일  보험규제(Insurance Regulations 1996)와 함께 발효되어 전통적 보험산

업에 적용되며, ｢타카풀법｣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행해지는 이슬람 보험인 타카

풀을 규제한다.

중앙은행에는 보험 및 타카풀 감독국71)이 있어 금융산업개발과(Financial Sector 

Development Department), 금융감시과(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 금융

건전성정책과(Prudential Financial Policy Department), 소비자보험 및 영업행위과

(Consumer and Market Conduct Department), 규제감독과(Regulation and 

71) 2011년 3월 15일 현재 국장(director)은 Yap Lai Kuen이다.



보험규제 현황 107

Supervision Department)의 5개과(departments)를 두어 보험 및 타카풀 산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된 법규는 통상 중앙은행(BNM)의 규제지침

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산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규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사업의 모범규준(The Code of Good Practice for Life Insurance 

Business 1998)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지침

2)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체계(The Prudential Framework of Corporate 

Governance for Insurers 2000)는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침

3) 보험산업 내 모국어 사용지침(The Usage of National Language in the 

Insurance Sector 2002)은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 국어인 Bahasa Malaysia

를 모든 약관, 계약서, 보증서 등의 작성에 영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지침

4) 보험 및 금융보증보험 규제(The Insurance(Financial Guarantee Insurance) 

Regulations 2001)는 최소납입자본과 비상준비금 등에 관한 규제

5) 보험회사에 계약자의 민원사항을 다루기 위한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며 소

비자 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명시한 2003년

의 민원부서 설치(Setting up of a Complaints Unit)에 관한 규제지침 

6) 2004년 10월 4일자에 발표되어 같은 해 10월 31부터 발효된 생명보험회사

의 동태적 지급여력 평가(DST: Dynamic Solvency Testing)의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JPI/GPI 최종지침

7) 2005년 1월에 발표된 생명보험산업의 민원과 관련한 금융중재사무국

(Financial Mediation Bureau)에 관한 규제지침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규제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1987)｣에 의해 버

스와 택시를 포함한 공공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책임(passenge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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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개인승용차에는 임의보험으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외에 의무보험으로는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변호사, 

보험중계사, 재무자문업자를 위한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외국인 노동자 보증이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법｣으로 보장되며, 변호사와 보험중계사는 MYR 

500,000(USD 141,243)을 재무자문업자는 MYR 200,000(USD 56,497)와 deductibles

를 제외한 최소한의 전문가 배상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고용인은 

고용하는 각각의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증 또

는 은행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보험은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

금예치 또는 은행 보증도 가능하다.

회계기준 규제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위원회(MASB: Malays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1997)｣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말레이시아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2005년 1월 개정으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회사는 MASB가 인

정한 회계기준이나 MASB가 인정한 회계기준 공인기관에 의한 승인된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들 적용가능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

과 거의 일치한다. 이 밖에도 보험 등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자금세탁방지법(The Anti-Money Laundering Act 2001; Act 613)｣이 

2002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나. 면허(조건, 요구서류, 절차)

1) ｢보험업법｣상의 면허관련 조항

말레이시아의 보험면허와 관련된 규정은 199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보험업

법｣ 제2편에서 다루고 있다. 보험업의 인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무부 장관이 간

여하며 그 외 중계업의 인가 등은 중앙은행이 관장한다. 

말레이시아 ｢보험법｣은 보험사업의 종류를 크게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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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둘로 나누어 규정하며 재보험도 각각의 영역에서의 보험사업으로 간주한다

(4조). 하지만 고용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피고용자의 퇴직 또는 미래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고용의 종료 시 사용할 목적의 재무적 준비는 보험사업으

로 간주하지 않고, 1966년의 ｢사회법(Societies Act)｣ 2부(Part 2)2장에 따른 상호

부조사회가 운영하는 사업도 보험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수출

보증보험에 의한 신용보증보험 및 수출보증도 보험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5조).

중앙은행은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의 사업과 보험산업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

하여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가 지정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ringgit)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6조).

중앙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과 지정된 조건의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면

허를 가진 보험회사도 확정형 연금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사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ringgit)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

는다(7조).

동 법에 의한 면허 없이는 누구도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 보험중계업

(insurance broking business), 손해사정업(adjusting business),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sory business)을 할 수 없으며(9조), 각각에 대하여 그렇게 칭할 

수도 없다(10조). 

위반 시 보험회사는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

벌, 보험중계업자는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 

손해사정업자는 1년의 징역 또는 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 재무

자문업자는 2년의 징역 또는 2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면허소지자를 제외한 누구

도 보험(insurance), 어슈어런스(assurance), 보험인수자(underwriter)라는 명칭

을 쓸 수 없고, 이 법의 재무자문을 위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는 재무자문업자

(financial advisor)라는 명칭과 이와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용어 및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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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해당하는 외국어를 쓸 수 없다. 위반 시 50만 리깃의 벌금에 처한다(11조).

면허를 받은 전문 재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있는 보험회사는 생명보

험과 손해보험 모두를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면허가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중

앙은행이 규정하는 조건이나 의무사항에 따라 질병에 대한 보장만을 하거나 의

료비만 담보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유효한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12조). 재무부 장관

은 보험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를 부여하며,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재무자

문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면허를 부여한다(13조). 

보험사업 면허는 공개기업(public company)만 신청할 수 있고, 보험중개업, 손

해사정업, 재무자문업에 대한 면허는 기업(company)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적인 재보험업 면허는 법인(body corporate)만 신청할 수 있다(14조). 또한 중

앙은행이 지정한 소정의 양식과 형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15조).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신청을 받은 중앙은행은 재무부 장

관에 면허부여 여부 및 필요 시 면허부여에 대한 조건에 관하여 추천하여야 하

며, 재무장관은 말레이시아의 건전한 금융구조에 도움이 되고 면허부여로 공공

의 이익이 증진되는지를 고려하여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6조). 

보험중계업, 손해사정업과 재무자문업에 관한 면허 신청을 받은 중앙은행은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면허에 중앙은행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17조).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중앙은행에 소정의 면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주된 사업소재지 이외의 말레이시아 내 사무소를 만들기 위한 

36조에 제시된 대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을 때의 수수료와 매년 1월 31일을 포

함하여 그 이전에 면허와 주된 사업소재지 및 모든 사무소에 대한 연간 수수료

를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된 비율이나 액수에 따라 중앙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5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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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보험중계업협

회 및 손해사정업협회 등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정관(constituent document)

을 가진 협회에 속하지 않고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 

회원 명부는 중앙은행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고칠 수 없다. 위반 시 50만 린깃

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은행은 협회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거나 못 하도록 지

도할 수 있다(22조).

재무부 장관은 보험면허, 중앙은행은 보험중계면허, 손해사정면허, 재무자문

면허에 어떤 때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면허에 부여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23조). 면허는 중앙은행이 정한 형태여야 하며, 보험면허는 재무부 장관이, 보험

중계면허, 손해사정면허, 재무자문면허는 중앙은행 총재가 부여해야 한다(24조). 

면허 소지자는 24조에 의한 면허의 사본을 주된 사업소재지에 잘 보이는 위치

에 공시해야 하고, 중앙은행이 서면으로 면제하지 않은 한, 전자터미널을 제외

한 다른 사무소에도 공시해야 한다(25조). 

또한 중앙은행이 서면으로 면제하지 않은 한 모든 면허소지업자는 사업소 외부

의 잘 보이는 곳에 읽을 수 있는 국가 공용어로 된 페인트나 간판으로 중앙은행

이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 이름과 ‘insurer berlesen’, ‘broker insurans berlesen’, 

‘adjuster berlesen’ 또는 ‘penasihat kewangan berlesen’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

떤 종류의 사업면허인지 명확히해야 한다(26조).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면허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주요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관련 계약을 체결 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면허를 받은 사업을 시작하고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가 12개

월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 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27조).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말레이시아 밖에서 면허받

은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단, 동 법의 면허와 함께 

｢증권산업법(Securities Industry Act 1983; Act 280)｣과 ｢선물산업법(Futures Industry 

Act 1993; Act 499)｣에 의한 면허도 소지한 자문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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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28조).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된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서면승인을 얻지 않고

는 정관을 비롯한 면허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백만 린깃

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정관 개정 후 30일 이내에 이사 중 한 

명의 법정 공시에 의해 확인된 개정 정관의 세부사항과 개정정관의 사본을 중앙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29조).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서면에 의한 범위와 기간을 정한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그 면허받은 사업의 일부라도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동의된 비율의 사

업지분을 가지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에 면허를 받은 

사업을 위탁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거나,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보험

을 인수할 수 있다(30조).

재부부 장관은 중앙은행의 권고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를, 중앙은행은 

보험중계업자, 손해사정사, 재무자문업자의 면허를 다음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a) 보험회사가 면허를 취득한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을 발

행하지 않는 경우

(b) 보험중계업자가 보험중계업을 중단한 경우

(c)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을 중단한 경우

   (c-a) 재무자문업자가 재무자문업을 중단한 경우

(d)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e) 이 법 또는 면허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근거한 중앙은

행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해도 취소)

(f) 면허를 받은 회사 또는 그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되거나, 잘못 유도하거나 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추거나 공시를 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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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면허를 받은 회사 또는 그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다른 성문법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기망(dishonesty)과 관련

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h) 면허를 받은 회사가 재무적 또는 다른 이유로 이 법에 의한 정한 의무사항

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i) 채권자와 협정(composition or arrangement)을 체결하거나 제안한 경우 

또는 청산에 들어가거나 해산을 명령 받은 경우

(j) 면허를 받은 회사의 자산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k) 면허를 받은 회사의 자산소유가 부채의 변제를 위해 사채권자(debenture 

holder)에 넘어간 경우

(l) 면허취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중앙은행의 권고에 의해 재무부 장관은 사업영위에 적절한 재보험계약이 효

력이 없거나, 재보험계약에 대한 57조3항에 따른 중앙은행의 서면 지시를 지키

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가 제안된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담은 서면 통보를 면허소지 회사

에 보낸다. 면허소지 회사는 통보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그 입장을 

표명한다. 14일 이내에 회사의 입장표명이 중앙은행에 가지 않으면, 사안에 따

라 재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은 서면통보로 면허를 취소한다. 

회사의 입장표명이 전해지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 중계업, 손

해사정업을, 재무자문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회사의 입장을 검토한 후에 서

면으로 그 결정을 통보한다. 면허소지 회사의 입장표명이 없는 경우의 면허취

소의 결정이나 입장표명이 있는 경우의 어떠한 결정도 통보로부터 14일 전에는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 중계업, 손해사정업을, 그리고 재무자문

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재

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은 서면통보의 내용에 따라 면허에 제약 또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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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공보에 가능한 빨리 게재되어야 하며 공보게재의 지

연 또는 실패가 면허취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1조). 

면허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서면 면허취소를 

받은 지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

험중계업자, 손해사정업자, 재무자문업자는 중앙은행의 서면 면허취소를 받은 

지 14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32조).

면허취소가 효력을 발휘하면 회사는 즉시 해당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위

반 시 보험회사는 위반 시 10년의 징역, 1000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

벌을, 보험중계업자는 3년의 징역, 300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손해사정회사는 1년의 징역, 100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재무자

문회사는 위반 시 2년의 징역, 200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각각 

받는다. 면허의 취소는 회사의 권리나 책임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허

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중앙은행의 권고에 의한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

을 때를 제외하고, 중앙은행이 만족할 수준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 한 그 책

임을 계속 행사하는 데 있어 계속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33조).

중앙은행은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의 명단을 매년 늦어도 3월 31일까지 관보

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리스트에서 신규 또는 삭제되는 회사를 그 때 그 때 

게재하여야 한다(34조).

2) 지점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3장 “면허소지자의 지점 및 사무소(Subsidiary and 

Office of Licensee)”는 보험관련 면허소지회사의 국내외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로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의 법인인 면허소지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지사를 만들거나 인수하지 못 하며,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

에 처한다(35조). 또한 중앙은행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말레이시아의 법인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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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지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사무소를 두지 못하며, 면허소지 외국보험회

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위반 시 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36조). 35조 및 36조의 승인을 위한 지원서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37조).

3) 최근 인가사례 및 현황

최근의 인가사례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0년에 1984년에 제정된 ｢타카

풀법(Act 312)｣에 의해 가정 타카풀(family Takaful) 산업의 육성을 위해 4개의 

가정 타카풀을 인가하였으나, 향후 더 이상의 인가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향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으로의 진출은 기존 보험회사와의 합작투

자(joint venture)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인수대상 보험회사와 인수희망자 모두 중앙은행에 서

면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중앙은행이 검토 후 원칙적인 승인을 할 경우 양자 

사이의 인수관련 협상이 정해진 기간을 두고 시작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

행되면, 중앙은행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된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46개의 보험회사와 14개의 타카풀 회사가 1996년     

｢보험업법｣과 1984년 ｢타카풀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여 각각 활동 중에 있으

며, 이 중 외국 보험회사는 18개이며 외국 타카풀 회사는 4개이다.

다. 재무건전성규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1억 린깃(약 3천만 달러)의 최소납입자본72)을 유지

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면허를 받은 외국 보험

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항상 부채액수보다 1억 린깃을 초과하는 최소잉여자산

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이 부과된다. 

72) 2004년 12월 31일부터는 타카풀 사업자에게도 100만 린깃의 최소납입자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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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납입이 완결되지 않은 자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지나 

광고 또는 공식적인 발간물을 낼 수 없다. 위반 시 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최소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은 면허소지 원수보험사와 지역법인인 전

문재보험사의 경우는 5천만 린깃이며, 외국의 전문재보험사의 지점은 1천만 린

깃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자산은 BNM이 지정하는 인정자산(admitted assets)

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2003년에 개정된 ｢보험업법｣ 46조2항은 솔벤시 마진에 

필요한 투자규제에 융통성 부여하였으며,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 체

계73)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개별 보험회사의 규제적 요구자본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과 노출된 위험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

전성을 위한 완충자본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상이한 리스크 수준에서 영업하

는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현재 타카풀 보

험회사에도 유사한 규제를 개발 중에 있다.

라. 지배구조

1) 소유

보험 및 보험관련 회사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규제로, 공개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Securities Berhad)의 주식분산 규

제(적어도 25%의 총 상장주식은 최소한 1,000명의 주주에게 인당 100주 미만으

로 소유)를 따라야 한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제6장 “면허소지자 관리(Management of Licensee)”

를 통해 5% 규제와 같은 지분소유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의 경

우에는 재무장관이, 보험중계회사, 손해사정회사 또는 재무자문회사의 경우에

는 중앙은행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인

(associate)의 지분을 합하여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이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73) 2007년 4월부터 지급여력(Solvency) 체계와 함께 병행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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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상기 서면승인을 받았거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재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해당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상기 조항에 따른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은행에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은행은 (a)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지배주주가 

신청한 경우 권고와 함께 신청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재무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b) 다른 모든 보험소지회사나 다른 지배주주에 대

하여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이나 

3백만 린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에 처한다(67조). 

67조의 위반사항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은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다음의 제한과 금지사항을 부과하는 기초적 서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주식의 양도 및 양도계약을 금지 또는 미발행 주식의 경우, 양도, 미발행 

주식이 발행 시 생기는 권리의 양도를 금지, (b)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의 제한, 

(c) 해당 주식과 그 소유인과 관련한 주식의 발행의 금지, (d) 청산을 제외하고, 

면허소지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그 주식으로 하는 변제의 금지한다.

상기 조항에 따른 기초적 명령은 실행가능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내려지고 중

앙은행에서 게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보는 형

태로 게재된다. 기초적 명령은 위반 당사자, 임시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명령이 

적용되는 사람 및 명령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력을 지닌다(68조).

2) 이사의 자격

이사, 대표이사, 임원 등 보험회사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선임에 있

어서도 ｢보험업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제안된 후보에 대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하지 않고서는 면허소지보험회사와 그 지배주주는 이사나 대표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며, 면허소지 재무자문회사는 그 대표를 임명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소지회사와 그 지배주주는 다음의 임원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

람을 그 이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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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1조에 따른 부적격자

(b) 해당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c) 보험소지회사의 외국인 주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이외에 직무수행 기

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자

위반 시 3년의 징역, 3백만 린깃 또는 둘 다의 처벌에 처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면허소지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이사, 대표이사, 대표의 지명과 관련하여 증

앙은행의 승인을 청구하는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정보를 정할 수 있다(70조).

또한 이사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종업원의 부적격성에 대해 말레이시아 ｢보험

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임직원의 자격을 규제하고 있다.

(1) 보험면허소지회사 및 그 지배주주는 다음의 경우, 이사, 대표이사 임원 비

서 또는 경영과 관련한 다른 종업원으로 임명해서도 안 되고, 이들은 임명

을 수락해서도 안 된다.

   (a)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파산결정을 받은 자, 채무유예 등을 받은 자 

   (b) 사기 또는 부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범죄가 말레

이시아 내외에서 증명된 경우

   (c) 이 법에 대한 위반이 증명된 경우

   (d) 구류, 감호, 거주제한, 추방된 적이 있거나, 범죄의 예방이나 마약운반과 

관련하여 제한이나 감호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e)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의 경영에 관한 임원, 이사, 또는 대표

이사였던 경우 

        -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법인으로서 청산된 적이 있는 회사 

        - 59조에 따른 명령으로 면허가 이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가 된 적이 있

는 면허소지회사

        - ｢은행 및 금융기관법(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Act 1989)｣ 73

조에 따른 명령으로 면허가 취소된 면허소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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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인이 (e)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되거나 직위에 있는 면허소지회사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a) 면허소지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에게 (1)(e)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 이에 재무부 장관이 중앙은행의 권고에 따라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면책을 줄 수 있다.

   (b) 면허소지 보험중계회사, 손해사정회사, 재무자문회사는 중앙은행에 앞

의 항 (1)(e)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이에 중앙은행은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조건으로 면책을 줄 수 있다.

(3) (1)(b) 또는 (1)(c)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중앙은행이 서면으

로 직무의 범위 및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수

행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4) (3)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인의 기소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5) 이 조항에서 ‘면허소지기관(licensed institution)’이란 ｢은행 및 금융기관법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Act 1989)｣에서의 뜻을 따른다(71조).

이사나 직원이 그 자격과 관련하여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보직해임 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회사 등은 이에 따

른 직무정지 등의 사실을 중앙은행에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70조(2)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인은 (a) 보직을 즉시 상실하고, 

(b) 면허소지회사는 해당인의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해당인은 어떠한 계

약에도 불구하고 보직상실이나 지명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

다.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에 처한다(72조).

(1) 면허소지회사는 해당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한 사실

과 이유를 직무정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위반 시 5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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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소지 재무자문업자는 해당인이 대표로서의 직무를 정지한 사실과 이유

를 직무정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 시 5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73조).

3) 이사의 의무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4장 “보험펀드와 주주펀드(Insurance Fund and 

Shareholder's Fund)”에 따르면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계회사의 대표이

사 또는 이사 또는 채권기관과의 업무에 책임이 있는 직원은 직간접적으로 채권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기관과의 관계와 그 이해의 정도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계회사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

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54조).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계회사의 이사는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직위를 갖거나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사실, 성격, 정도

를 이사가 되고난 후 또는 이러한 직위를 갖거나 자산을 소유하게 된 후 열리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55조).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6장 “면허소지자 관리(Management of Licensee)”에 

따르면 서면통보에 의한 말레이시아 법인인 면허소지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통보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구성원이 수탁자(trustee) 또는 우호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보험소

지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b) 수탁자로 보유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이름이나 원소유자와 그의 이해관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충

분한 다른 특정 사항을 표시할 것

보험소지회사가 앞 절이나 이 절에 나온 사람을 통해 제3자가 보험소지회사

의 의결권 또는 보험소지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결권에 이해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된 경우 보험소지회사는 서면으로 그 제3자에게 적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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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제3자가 수탁자(trustee) 또는 우호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보험소

지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b) 수탁자로 보유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이름이나 원소유자와 그의 이해관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충

분한 다른 특정 사항을 표시할 것

이 조항이 적용되는 면허소지회사 또는 다른 회사는 서면통지로 그 구성원에

게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에 상술된 내용대로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소지

회사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에 의한 의결권이 제3자가 그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계약 아래 있는 지의 여부와 그럴 경우, 그 계약 및 계약당사자에게 세부내

용을 알려야 한다.

아래 면책이 되는 조건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a)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

은 경우나, (b) 이 조항에 대한 준수를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상당한 거짓을 고

의로 또는 부주의로 고지하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100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미 (a)의 고지되어야 할 내용을 알고 있었

다고 증명하는 경우나 고지할 내용이 사소한 경우에는 면책된다(66조).

마.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2009년 4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

하였는데 이는 2001년에 발표된 금융산업 종합계획(Financial Sector Master 

Plan)에서의 보험산업의 점진적 개방과 보험회사의 외국인지분보유 규제의 완

화 등과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기존 외국 

투자자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현지 회사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

게 되었고, 중앙은행은 2009년 4월 발표한 금융산업 진흥책을 통해 외국자본의 

보험회사와 타카풀에 대한 주식보유를 70%까지 허용하고 사안에 따라 보험산

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 70%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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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

보험과 타카풀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 법인화된 외국보험 및 타

카풀 회사는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제한 없이 국내지

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내에 법인화된 외국보험 및 타카풀 회사에 대한 방카

슈랑스/방카타카풀 규제도 없다. 또한 보험 및 타카풀 회사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에서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보험회사, 보험중계회사, 손

해사정회사, 재무자문회사와 같은 말레이시아 면허가 필요한 보험관련회사의 

지분 5% 이상 보유/처분 시 재무부의 승인이 요구된다는 점이 유일하다. 또한 

지주회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모두 보유할 수 있으나, 은행

의 보험회사 보유는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험회사 내지는 타카풀을 운용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

1) 70% 한도 내에서 기존 말레이시아 보험회사의 주식 확보

2)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er74) initiative 아래 100% 외

국자본의 국제 타카풀 운용사(International Takaful Operator) 설립

3) 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Center75)에 외국 보험회사의 

지사 또는 지점 설립 

대체로 말레이시아는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다문화 사회로 외국인 및 해외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 다수의 해외 보험회사들이 이미 진출해 있으

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4) MIFC(http://www.mifc.com).

75)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http://www.labuanfsa.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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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별계정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4장 “보험펀드와 주주펀드(Insurance Fund and 

Shareholder’s Fund)”에 따르면 면허소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말레

이시아 보험계약과 해외 보험계약에 대해 분리된 보험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면허소지 외국 재보험 전문회사는 밀레이시아 생명보험계약과 말레이시아 

손해보험계약에 대해 분리된 보험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보험펀드와 연결된 보험

계약 또는 청구가 있어 보험채무가 존재하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펀드를 유지하

여야 한다. 위반 시 5년의 징역 또는 5백만 린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에 처한다. 

분리된 펀드에 관한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작은 수의 해외 보

험계약의 경우 면허소지 보험회사가 말레이시아 계약 및 해외 계약을 포함하는 

하나의 보험펀드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보험사업의 내용 및 종류에 대해 분리된 보험펀드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반 시 1년의 징역 또는 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38조).

사. 조세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05년 예산안을 통해 다른 신흥국의 부가가치세와 같

은 개념의 새로운 통합 서비스세(GST)를 도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실행준비 미비와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시행이 유보되

었다. 이후 2009년도에 GDP의 7.9%에 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1년 하

반기 또는 3/4분기부터 4%의 GST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재정개혁안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정치일정 등에 따라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이 면제되지만, 5,000린깃(약 1,500달러) 이상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계약당 10린깃(약 2.85달러)의 인지대가 부과되며 법인 

보험료에는 5%의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의무 이행을 위한 보험보증펀드(IGS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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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Scheme Fund)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연간 부

담금을 부과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의 1%까지 걷을 수 있지만 현재 

0.25%를 걷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원수보험료의 1%를 넘지 않은 범위

에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율은 2008년 26%, 2009년에 25%까지 낮아졌다. 자본규모가 250만 린

깃(약 74만 달러) 이하의 현지 중소기업(SME)의 경우에는 최초 50만 린깃(약 15

만 달러)까지는 20%의 세율로 이후는 일반적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라부안 경

제자유구역에서 해당거래를 하는 회사는 감사대상 계좌당 세전이익의 3%만을 

과세하며, 선택에 따라서는 2만 린깃(약 5,900달러)의 정액납부도 가능하다.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

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단일과세 시스템(STS: Single Tier tax System)도 2008

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해 제안되어, 현재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6년간 전 제도와 함께 적용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개인세율은 2010년도의 경우 9,000린깃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소득이 2,500린깃까지는 면세이나, 이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1%에

서부터 26%까지 높아지는 누진세제이며, 비거주자의 개인세율은 최고구간 세

율인 2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거주 및 비거주자는 1967년 ｢조세법｣ 7조에 따

른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다.

또한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간 6,000린깃(약 1,800달러)까지의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연간 3,000린깃(약 900달러)까지의 교육보험 및 의료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연간 1,000린깃(약 300달러)까지의 근로자펀드(ETF: Employees 

Provident Fund)를 통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등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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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MYR) 세율

0~2,500 0

2,501~5,000 1

5,001~20,000 3

20,001~35,000 7

35,001~50,000 12

50,001~ 70,000 19

70,001~100,000 24

100,001 이상 26

<표 Ⅳ-3> 말레이시아 개인소득 과세율
(단위: 린깃, %)

아. 예금자보호제도

말레이시아 보험업은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법(Malaysi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 2005)｣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상의 보험보증펀드

(Insurance Guarantee Scheme Fund)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14장 “보험보증펀드(Insurance Guarantee Scheme 

Fund)”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한 중앙은행은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을 위한 각각의 보험보증펀드를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중앙은

행은 다음에서 얻어진 수입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험보증펀드에 적립할 수 

있다(173조).

(a) 면허소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걷은 부담금

(b) 투자수입과 보험보증펀드의 자산운용수입

(c) 보험보증펀드의 자산투자의 이익 실현

(d) 보험회사의 청산에서 나온 자금

(e) 175조에서 빌린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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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부금

(g) 211조2항에서의 벌금

중앙은행은 당분간 이 조항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보험보증펀드의 자

금을 투자수익이 전액 보험보증펀드에 귀속되고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투자

처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다(174조). 중앙은행은 또한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출처 및 조건에 한하여 보험보증펀드를 위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175조).

보험면허가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보증펀드를 위한 부담금을 매년 6월 말까지 

또는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다른 날까지 재부장관의 승인 아래 중앙은행이 지정

하는 비율 및 할부 방식에 따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위반 시 백만 린깃의 벌

금에 처한다. 중앙은행이 전항에 따라 정하는 부담금 비율은 바로 선행하는 회

계연도에 말레이시아 보험계약으로부터의 보험회사 원수보험료의 1%를 초과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자료를 87조1항에 따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은 원수보험료에 따라 조정되는 임시부담액을 부

과한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받는 한 보험보증펀드에 대한 부

담금은 지속된다. 원수보험료가 마이너스라도 부담금에 대한 환불을 없다. 1항

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은 보증보험펀드에 대한 부채이다(176조). 

재무부 장관은 그 재량에 따라 보험보증펀드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중앙

은행의 분담금 부과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과를 재개시킬 수 있

다(177조).



보험규제 현황 127

3. 인도네시아

가. 감독체계

1) 입법규제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을 규제하는데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1992년

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보험법 No.2/1992(Law of Republic Indonesia No.2/1992 

concerning Insurance)｣76)이다. 동 법의 적용대상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보험중개인 등이며, 보험범위,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인허가, 소유

권, 감독, 해산 등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보험업

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No.73/1992(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73/1992 Concerning Insurance Business Conduct)｣가 시행령으로

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험법 및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설립인가, 경영요건, 재정상황 등에 관한 기타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표 Ⅳ- 4> 참조).

｢재무부규정(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421~426/KMK｣은 2003년에 모

두 제정되었으며,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cy)의 인가요건, 적격성테스트(fit 

& proper test)의 기준, 특약재보험, (재)보험자의 재무건전성, 보험회사에 대한 

감사(audit), (재)보험자에 대한 인허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무장관령 No.KEP 3603/LK/2004(Decis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 No.KEP 3603/LK/2004)｣은 보험회사의 이사와

76) 동 법에서는 보험회사를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조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인, 재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회계사 컨설턴트, 보험대리
인으로 정의하고 있다(AXCO, ｢인도네시아보험법｣ No.2/1992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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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주요 규제 내용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2003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설립 인가증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1/KMK/2003

보험회사 경영 요건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2/KMK/2003

보험과 재보험 일반요건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2003

보조 보험회사 인가증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보험과 재보험 재정상황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3/KMK/2003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조사 

Regulation of Chairman of 
Capital Market supervisory Agent 
No.PER-02/BL/2008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해결능력 측정

Decis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 No.KEP3603/LK/2004

보험회사의 이사진에 대한 적격성 테스트 

Government Regulation No.74/PMK 012/
2006 

보험상품 판매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 준수 

<표 Ⅳ-4> 인도네시아의 보험업에 관한 기타규정

경영진에 대한 적정성 테스트에 관한 규제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정부규정(regulation) NO.74/PMK 012/2006｣은 보험모집인의 보험상품판매 

권유 시 계약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의 원칙(know-your 

customer principal)’을 주요 규제사항으로 소개하고 있다. 

2) 감독규제

보험업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행정기구는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CMFISA: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77) 내 

보험국(The Insurance Bureau)이다. 

77) CMFISA는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이며, 정부출자(government funding)기
관이다(AXCO(201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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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은 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영역을 감독하며, 국내에 보험제도부

(insurance institution), 재무분석부(financial analysis), 사업실행분석부(business 

conduct analysis), 감독부(supervision), 샤리아(sharia) 이상 5개의 부서가 있다. 

보험국의 주요역할은 ①보험규제 관련 법률의 고안(drafting insurance 

legislation), ②보험산업의 이해와 인식을 증가시킬 교육혁신(educational 

initiatives to increa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③보험업 감독 및 집행(supervision and enforcement)으로 요약된다. 

한편, 통합금융감독이라는 글로벌 금융감독 추세에 부응하고자 ‘인도네시아  

｢은행법｣ NO.23/1999’에 의거하여 2010년 말까지 새로운 금융감독기관인 금융

감독청(the Institutio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하기로 되어있었다. 

동 기관을 통해 은행업(bank), 보험업(insurance), 연금펀드(pension fund), 자

본시장(capital market),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여신업(leasing)에 관하여 

통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8) 

나. 면허

기본적으로 공영보험 및 근로자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를 제외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79) 허가주체기관은 CMFISA의 보험국(Insurance Bureau)이다. 

1) 인허가 절차80) 

보험회사가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허가당국에 의한 최초승

인과 사업승인으로 나누어진다.  

78) 2010년 4월에 금융감독청의 설립을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2010년 말 현재까지 
설립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AXCO(2010),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업, p. 42).

79) ｢보험법｣ 1992/No.2.

80) ｢보험업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No.73/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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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승인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①공증된 정관, ②조직 구조,81) ③전문기술, 

④일반적인 업무계획, ⑤합작회사 협정서(합작회사만 해당), ⑥판매상품내역

서 및 재보험플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며, 승인신청 후 1년 안에 최초승

인이 이루어진다. 

또한 최초승인 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①주식회사 정관, ②조직구조, 

③납입자본금, ④전문기술의 입증자료, ⑤근로프로그램, ⑥판매상품의 증권

서류, ⑦반환동의서(재보험회사만 해당), ⑧보험자와 대리점간의 대리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보험회사가 사업승인을 받고 3달 안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재무부

(Minister of Finance)는 보험영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신사업의 허가 

보험업을 이미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종목의 보험업을 착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재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①보험계약

(insurance policy)82) 샘플, ②보험료 계산, 현금흐름, 배당 및 책임준비금에 관

한 전문가의견서, ③향후 3년간의 계약심사계획서, ④재보험납입에 관한 사항, 

⑤상품판매 및 상품안내책자에 관한 설명, ⑥이윤테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83)

재무부가 사업승인에 관한 통보를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보

험회사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보험업을 취급할 수 있다.84) 

81)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직의 형태는 국유회사(state-owned),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뮤추얼회사(mutual), 상호회사(co-operative)이며, 상호회사는 샤리아
보험자(sharia insurer)도 포함된다(AXCO(2010), p. 46).

82) 보험증권에는 ①보험기간, ②보험금지급에 관한 설명, ③납입보험료금액 및 납입시기, 

④보험계약의 취소사유 등이 포함된다(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83)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84) ｢보험업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No.73/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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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납입자본금의 현황은 

<표 Ⅳ-5>와 같다. 특기할 점으로서 재보험(타카풀)회사는 보험(타카풀)회사보

다 2배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구분 2008 2009 2010

보험회사 40.0 70.0 100.0

재보험회사 100.0 150.0 200.0

보험 및 재보험회사 브로커 1.0 - -

타카풀(takaful) 보험회사 5.0 12.5 25.0

타카풀(takaful) 재보험회사 12.5 25.0 50.0

<표 Ⅳ-5>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단위: 십억 루피아)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다. 재무건전성규제

보험국(Insurance Bureau)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급

여력비율, 유보금, 투자, 기술적 자원,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계약조항 등과 관련

된 요건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85)

1) 지급여력비율86)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12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을 유

지해야한다. 이러한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100%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로 기준비율(120% 이상)을 충족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5) ｢보험법｣ 1992/No.2 11조(1)항을 참조한다. 

86)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2~424/KM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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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자산은 투자자산과 비투자자산으

로 분류된다. 투자자산은 현금예치금, 상장 혹은 비상장주식, 뮤추얼펀드, A등

급채권, 정부채권, 부동산, 담보물, 보험증권담보대출 등이며, 비투자자산은 현

금예치금, 보험료, 투자수익, 부동산, 컴퓨터하드웨어 등이다.   

또한, 재무부고시87)에 따라 위험중심자본(RBC: Risk-Based Capital)이 지급여

력비율의 산정과정에 도입되었는데,88) 위험중심자본의 계산과정에서 자산디폴

트리스크(assert default risk), 현금흐름미스매치(cash flow mismatch), 예상손

실악화리스크(risk of deterioration in anticipated loss experience), 재보험리스

크(reinsurance risk), 보험리스크(risk of insufficient premium) 등이 고려된다. 

2) 재보험

재무부고시89)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약재보험에 가입하여 비례특약한도의 

10% 혹은 <표 Ⅳ-6>에서 규정된 특약재보험 납입금 중 적은 금액을 자동적으로 

재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3) 투자제한 

규제당국(CMFISA)은 보험회사가 자산에 대한 투자시의 제한사항을 <표 Ⅳ-6>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투자시의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연계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국내주식 및 채권보다 외국주식 및 채권의 투자를 더욱더 제한하

고 있다. 또한 신용위험(credit risk)에 노출되기 쉬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87)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81/KMK/017/1999.

88) 타카풀보험(takaful insurance)의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Swiss Re 2008).  

89)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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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자동 재보험 납입금 

재물 8.5

자동차 1.0

해상(적하) 5.0

해상(선박) 2.5

항공 2.5

인공위성 2.5

역내 에너지 2.5

역외 에너지 8.5

기술 7.5

책임 5.0

상해 및 질병 1.0

신용 및 보증 1.0

기타 5.0

<표 Ⅳ-6> 인도네시아의 특약재보험 납입규정
(단위: 십억 루피아)

자료: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투자자산 투자제한 

정기예금 각 은행의 20%

금리연계상품(은행판매) 제한 없음

국내주식 총투자 금액의 20%

국내채권 총투자 금액의 20%

외국주식 총투자 금액의 10%

외국채권 총투자 금액의 10%

펀드 총투자 금액의 20%

직접투자 총투자 금액의 10%

부동산 총투자 금액의 20%

파생상품 투자의 불허용

주택담보대출 총투자 금액의 20%

보험증권담보대부 담보 현금가치의 80%

<표 Ⅳ-7>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자산투자에 관한 제한사항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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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규제

보험회사의 사업영역은 크게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재산보

험, 차량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육상에너지보험, 해상에너지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신용보증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명보험회사는 오직 생명보험업(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오직 손해보험업만 취급하는 것이 허

용된다. 재보험회사는 오직 재보험업만 영위할 수 있다.90)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의 형태이며, 계리

컨설팅회사와 보험대리점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91)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계리컨설팅회사는 생명보험회사 혹은 연금펀드회사를 

위한 계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생명보험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1년 이내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해야 한다.

마. 공시제도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보조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및 재무상태표(financial statement)를 보험국의 검사를 거쳐, 재무장관에게 제

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92)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 보고서(3/31, 6/30, 9/30, 12/31)형태로 제출하며, 재

무제표는 독립감사인(independent auditor)의 검토를 거쳐 연간 보고서(12/31) 

형태로 제출한다.93) 만일 보고기한일보다 늦게 보고하면, 보험회사의 경우 1백

90) ｢보헙법｣ 시행령 4장 §4. 

91) ｢보헙법｣ No.2/1992 §7(1) 및 (2).

9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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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루피아(1일당), 보조보험회사인 경우 50만 루피아(1일당)의 벌금이 각각 부

과된다.94)

바. 지배구조

보험회사는 회사정관에 보험업영위의 목적을 밝히고, 회사 내 위험관리, 재무

관리와 관련된 조직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는 회사 내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설치해야 하며,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독립적인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95) 

사.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외국사업자가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 진출 시 회사의 형태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이며, 합작파트너(인도네시아 현지회사)는 반드시 보험회사이어야 한다.

합작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절차는 인도네시아 국내회사

(domestic company)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주요 규제사항으로서 외국사업자는 회사지분의 8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또한, 납입자본금의 20%를 CMFISA에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한다.96) 

아. 특별계정

투자연계보험상품(혹은, 변액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상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93)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2003.

94)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95)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06/2003.

96) ｢Government Regulation｣ No.73/2008 Artic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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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계정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의 원천(source)은 ① 현금 및 예치금, 

② 정기예금, ③ 주식, ④ 채권, ⑤ 펀드, ⑥ 정부채권 등이다.97) 또한 전통적 보

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타카풀(takaful) 보험과 관련된 사업 부서를 둘 경우, 동 

보험업과 관련된 회계는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자. 조세

인도네시아 국내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과세(taxation)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의 경우 10%, 보험자의 경우 2%, 재보험자의 경우 1%의 세율로 각각 원천징

수(withholding tax)된다. 보험중개인(broker)이 보험회사로 납입하는 수수료

(commission)에 대해서도 2%의 세율로 과세된다.98)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평률세(flat rate tax)이며, 비율은 25%(2010년 

기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소득이 40

억~500억 루피아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4%, 연소득이 40억 루피아 이하인 소

기업에 대해서는 0.75%의 세율로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은 세액공제(tax deduction)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사업계속 중의 감독

1) 이사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테스트 

CMFISA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회사경영진에 대한 적격성(fit & proper) 테스

트를 실시하며, 이를 CMFISA의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가 담당하고 

있다.99) 

97)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06/2003.

98) AXCO(201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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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테스트는 크게 경쟁력(competence)과 도덕성(integrity)의 평가로 나

눠진다. 경쟁력은 보험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1) 회사 내 지

위에 걸맞은 충분한 지식/경험/전문기술, 2) 보험업 취급과 연관된 법과 규제에 

대한 이해, 3) 전략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도덕성은 보험회

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성실성 및 신의성으로 정의되며, 1) 보험 혹은 타금융권

에서의 불명예행위, 2) 보험 및 경제권에서의 범죄행위, 3)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4) 규제당국의 감독에 대한 불순응, 5)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6) 신의성실 원칙 위배, 7) 위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2) 보험전문인 조사(insurance expert examination)

CMFISA는 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전문능력을 지닌 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100)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AAIJ)의 자격, 손해보험의 경

우에는 AAAIK 및 AAIK101)의 자격을 취득한 보험전문인을 두어야 한다.    

3) 보험대리점 자격증명(certificate)102)  

보험대리점은 해당 보험협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증명에 

관한 조사 시 허위로 판명된다면 대리점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103) 

99) ｢Decision of Chairman of CMFISA｣ No.PER-04/BL/2009.

100)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426/KMK/06/2003.

101) AAAIK와 AAIK는 local 면허이나 주관을 영국의 CII(Charted insurance institute)에서 
담당하고 있다. AAAIK를 취득하기 위해선 6개의 자격시험을 거쳐야하며, AAIK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개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0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103) 2011년 6월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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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모집 

1) 생명보험 

인도네시아에서 생명보험 상품은 주로 회사대리점(Tied agent)과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판매된다. 2008년에 회사대리점은 생명보험 모집채널에서 50%를 차지

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중개인(brokers)/독립대리

점(independent agents), 직접판매(direct marketing)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명보험 모집채널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AAJI)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점마다 전문성 개발에 필수적인 보험교육프로그

램을 도입해야 한다.104) 

둘째, 상업은행은 스스로 보험업을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된다.105) 그리고 

보험자 역시 은행과 함께 방카슈랑스업을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106)   

셋째, 중개인으로서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협회정관, 전문기술증명서, 최소 

1억 루피아 상당의 전문성보증보험증서가 제출서류로 요구된다.107) 

2) 손해보험 

한편,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주로 대리점, 중개인, 직접판매

로 구성된다.

2008년에 재물에서는 중개인, 대리점, 직접판매(direct sales) 순이며, 자동차/

104)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105) ｢Banking Law｣ No.10/1998 Article 10b.

106)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Article 39.

107) ｢Government Regulation｣ No.63/1999 Artic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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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에서는 대리점과 직접판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이 중개

인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손해보험모집채널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제사항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리점으로 등록되기 위해선 인가받기 전에 전문성을 획득해야 하

며,108) 손해보험협회(AAUI)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109) 또한, 대리점이 

연간재무상태표와 독립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일 50만 루피아 상당

의 벌금이 부과된다.110)  

둘째,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스스로 보험업을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지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된

다.111) 그리고 손해보험은 은행과 더불어 방카슈랑스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

된다.112)

셋째, 중개인으로서 보험업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루피아 상당의 전

문성보증보험증서, 최소 5년 이상의 중개인경험과 함께 경영이사회에 종사할 

것,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요구된다.113) 

3) 방카슈랑스1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장관의 승인 아래 은

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판매상품의 종류 및 보

험상품 판매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 

108)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109)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06/2003.

110)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111) ｢Banking Law｣ No.10/1998 Article 10b.

11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Article 39.

113) ｢Government Regulation｣ No.63/1999 Article 9.

114)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0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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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승인을 받기위한 지원서에는 ①판매상품내역, ②보험료납입 및 보험

금지급절차, ③보험금청구절차, ④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상호협정문(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관리자(bank officer)는 보험

대리점자격증을 소유해야 하며, 상품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타. 예금자보호제도

1) 보증기금조성 

보험회사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

기금(guarantee fund)을 조성해야 한다. 

보증기금의 운영은 재무장관의 승인하에 이뤄지며, 공공은행(public bank)에 

예치하거나, 정부국채 혹은 증권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115) 

보증기금은 최소납입자본금의 20% 이상 조성해야 하며, 순보험료 수입 증가

분의 1% 비율로 기금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116) 

2)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순보험료를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technical reserve)을 적립해야 하며, 세부항목으로서 보험료준비금, 연금보험

료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금청구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 산출 시 적용되는 이율은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으로서 책임준비금의 5%를 할당해야 한다. 

115)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116) ｢보헙업법｣ No.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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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자분쟁 조정시스템  

보험계약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보험중재청(BMAI: Indonesian Insurance Mediation Body)을 두고 있다. 이 기구

는 보험국(bureau of insurance)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은 투자연계 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

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납입의 형태가 일시납(single)인 경우 USD 1,500 혹은 보

험료의 125%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연납(annual)

인 경우 USD 750 혹은 보험료의 5배 이상의 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한다.117)  

파. 타카풀(takaful) 보험규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법(muslim law)에 근거한 타카풀(takaful) 보험회사

의 설립 혹은 전통적 보험회사 내 타카풀(takaful) 사업부서 설치를 통해 타카풀

(takaful)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타카풀(takaful) 보험상품은 와칼라(Wakala) 혹은 무다라바(Mudaraba) 모델

에 근거하여 판매되어야 한다.118) 그리고 타카풀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의 종류는 가족타카풀인 경우에 개인/단체보험, 건강보험, 저당감소계약타카풀

(MRTT), 투자연계상품(ILP), 직접판매/통신판매이며, 일반타카풀인 경우에는 

재산, 자동차, 책임, 해상, 기술 등이다.119)

117) ｢Decision of Chairman of CMFISA｣ NO:KEP 104/BI/2006.

118)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119) ｢Swiss Re Takaful(2010)｣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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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풀(takaful) 보험업을 취급하는 회사는 기본원칙으로서 a) 참여자간의 상호

부조(mutually-supportive) 그리고 위험공유(burden-sharing)에 대한 합의, b) 타

바루펀드(Tabarru Fund)120) 조성을 위한 참여자의 갹출(contribution), c) 타바루

펀드(Tabarru Fund)의 운영기관(회사), d) 신뢰성, 균형성, 유익성, 보편성의 원

칙, e) 불확실성, 도박, 폭행, 뇌물수수 금지에 관한 동의 등을 준수해야 한다.121)

타바루펀드의 재무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은 120%보다 낮게 

유지해도 된다.122)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타바루펀드의 자산과 부채는 회사로부

터 분리하여 따로 관리해야 하며,123) 참여자의 투자펀드의 자산과 부채도 회사

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24)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건물, 

자본재(무다라바 모델에만 해당) 등의 투자합계는 총 투자액의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125)     

타카풀(takaful)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는126)는 타카풀(takaful) 일반총회

에서 임명을 받은 3명 이상의 타카풀(takaful)전문가로 구성된 타카풀(takaful) 

감독이사회를 회사 내에 설치해야 한다.127) 타카풀(takaful)감독이사회는 샤리

아(sharia)원칙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며, 감독결과를 CMFISA에 적어도 1년 마

다 보고해야 한다.128)  

120) 타카풀보험료 혹은 재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조성한 기금이다.  

121)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0/PMK/010/2010. 

12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8/PMK/010/2010.  

123) 타카풀 보험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계정을 통해 별도 처리한다.

124)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0/PMK/010/2010. 

125) ｢CMFISA 감독규정｣.

126) 타카풀(이슬람보험)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와 동일하다. 

127)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8/PMK/010/2010.  

128)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8/PMK/0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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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국

가. 감독체계

1) 입법체계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들로는 ｢생명보험법｣, ｢손해보험법｣, ｢민상법｣
(Civil and Commercial Code),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 ｢예금자보호기

구법｣,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법｣, ｢생산물배상책임법｣, ｢적립기금법｣, ｢증권

거래법｣ 등이 있다. 이외에 생명보험의 경우는 금융투자업이나 금융업의 일부

를 겸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법이나 ｢금융기관법｣ 등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가) ｢생명보험법｣·｢손해보험법｣
태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태국의 보험산업은 ｢손해보험법｣
(Non-life Insurance Act, 1992) 및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2)과 이를 

보완하는 보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정부는 ｢생명

보험법｣, ｢손해보험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험관련 법률을 통합할 계획으

로 있는데, 우선 보험산업은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이하 필요 시 두 법

을 통칭하여 ｢보험법｣이라고 함)129)을 대폭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

다. 2008년 개정법률인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은 <표 Ⅳ-8>과 같

이 동일한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개정 ｢보험법｣은 태국에 있는 보험회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큰 법

129) 또한 ｢보험법｣이라는 통칭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조문은 ｢생명보험법｣(2008)의 법조
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다만,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에는 각각의 법명과 조문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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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다. 동 법률의 핵심 개정사항으로는 외국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유권 자

유화의 확대,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의 충실화 및 이하에서 서술하

는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손해보험법｣(2008) ｢생명보험법｣(2008)

구성 제목 구성 제목

Chapter 1 보험회사 Chapter 1 보험회사

Chapter 1/1 자본금과 유동자산의 유지 Chapter 1/1 자본금과 유동자산의 유지

Chapter 2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Chapter 2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Chapter 3 손해보험사업면허의 철회 Chapter 3 생명보험사업면허의 철회

Chapter 4 손해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 Chapter 4 생명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

Chapter 4/1 보험계리사 Chapter 4/1 보험계리사

Chapter 5 손해보험기금 Chapter 5 생명보험기금

Chapter 6 벌칙규정 Chapter 6 벌칙규정

<표 Ⅳ-8>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구성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의 지침에 따라 태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한도가 25%에서 

49%로 증대되고, 허용되는 외국인 이사의 수도 25%에서 50%로 증가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제한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재무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보험위원회(OIC)의 자문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하에 완화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개정 ｢보험법｣에 따라 2013년 2월까지는 상장(publicly listed)

되어야만 한다. 해당 기간까지 상장되지 못한 보험회사는 이후 3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사업을 영위(write new business)할 수는 없다. 그리

고 2016년 2월까지 상장하지 못한 회사는 보험업의 허가가 취소된다.

더불어 새로운 자본적정성 규정이 법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 2월까

지는 보험위원회(OIC)에 의해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1992년 법률하에서 법정 

최소 보유액은 5천만 바트(1.5백만 달러)를 최소 조건으로 한 2%이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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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월별 및 분기별 요구자본 수준과 더불어 정기적인 재무보고서를 보

험위원회(OIC)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보험법｣은 보험위원회(OIC)에게 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험상품, 판매, 

보험료 지급, 상품설명서와 홍보자료, 수수료와 같은 보험비용, 회사의 위험관

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등을 감독할 법정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위원회(OIC)는 ‘경영, 대리점과 중개인 및 수수료의 제한

에 대한 지침(licensing and competence guidelines)’과 방카슈랑스와 텔레마케

팅을 포함한 ‘영업행위지침(selling guidelines)’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손해보험기금(Life/Non-life 

Insurance Fund)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손해보험사업발전기금(Life/Non-life Business Development Fund)은 새로

운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나) 기타 보험 관련 법률

기타 보험 관련 법률로는 무엇보다 먼저,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을 언급할 수 있다. 태국 ｢민상법｣ 제861조부터 제888조는 보험손해의 

정의, 보험금 청구권 및 제3자의 대위권 소멸시효 등과 같은 보험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Promotion Committee Act 2007)｣이 있다. 동 법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

행되었으며, 보험감독주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의 보험청(DOI: Department of Insurance)

이 해체되어,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산하의 보험산업감독·개선위원회

(Office of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and Promotion Committee)로 대체되

었다. 신설된 규제당국은 보험위원회(OIC)로 불리고 있다.

또한 2008년의 ｢예금자보호기구법(Deposit Protection Institution Act 2008)｣



146 조사보고서 2011-5

에 따라 예금보호기구(Deposit Protection Agency)가 설립되었다. 동 기구는 금

융기관별 총액 1백만 바트(30,859달러)를 한도로 하는 총괄은행예금보장제도

(blanket bank deposit guarantee scheme)를 대신하는 기구이다.

2007년에 개정된 1987년 ｢준비금법(Provident Fund Act 1987)｣은 자발적 준

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준비금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 리스크가 

낮은 곳에 투자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며, 동일 회사 주식의 매입한도는 

전체의 5%로 제한되어 있다. 

준비금과 관련된 가장 최근 개정 법률은 2007년 ｢준비금법(No.3)｣으로 2008

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안에 따라, 저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연금기금으로부터 준비금으로의 자산의 이전이 허용되었다. 

또한 동 법은 준비금이 하나 이상의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의무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곧 시행될 예정에 있다. 국

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은 200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

에, 기존의 자발적 협약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시행이 연기되고, 

2008년 8월 재정정책실(FPO)은 국민연금기금(NPF)이 ‘향후 2년 이내’에 의무연

금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010년 12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

며 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2월 20일에 ｢불안전 상품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Unsafe Goods Act, 약칭 ‘생산물배상책임법’)｣
이 시행되었다. 동 법은 소비자(원고)가 ‘불안전 상품’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

우, 현행 국제적 관행에 벗어나지 않도록 생산자의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이것은 상당부분, 소비자(원고)에게 과실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던 태국의 과

거 법률에서 탈피한 것이다. 2008년 ｢소비자소송절차법(CCPA: Consumer Case 

Procedures Act)｣은 2008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생산물배상책임법｣과 함께 

태국 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legal terrain)을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소송절차법(CCPA)｣은 절차법으로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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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의료 관

련 법률은 1992년 ｢보험법｣과 이후의 개정사항들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회사는 

의료보험을 특약이나 독립증권의 형태로 인수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시스템

과 관련이 있는 주요법률로는 ｢국민의료보장법(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2)｣, ｢국민의료법(National Health Act 2007)｣, ｢의료장비법(Medical Device 

Act 2008)｣, ｢의료시설법(Medical Facilities Act 1998)｣,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2008)｣, ｢태국건강진흥재단법(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ct 2001)｣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2002년 11월에 제정된 ｢국민의

료보장법｣으로서, 동 법에서는 ‘30바트 체계’130)의 재무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2) 감독체계

태국에는 금융부문별로 독립된 감독기구가 존재한다. 은행업은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oT: Bank of Thailand), 증권 및 금융투자업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보험산업은 재무부 산하의 보험위원회

(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의 감독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과 증권

선물위원회 역시 보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의 산하기관이다.

태국 국회는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Promotion Committee Act 2007)｣을 제정하여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하

였다. 동 법은 보험감독주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의 일부였던 보험청(DOI: Department of Insurance)은 

전통적인 보험감독기관이었으나, 상기 법률에 따라,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130) 태국정부는 낙후된 공공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8차 경제개발계획(1997~2001

년)기간 중 ‘30바트(900원)로 모든 질환 치료’라는 슬로건하에 대대적인 의료부문 
보장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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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의 독립된 감독기관인 보험산업감독·개선위원회(Office of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and Promotion Committee)로 대체되었다. 신설된 동 규

제당국은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the Insurance Committee)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취지는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도적

인 규제자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즉, 보험감독기관을 재무부의 영역 내로 옮기

는 이유는 은행 등 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규제경험을 보험산업에 적용

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 분야 마스터플랜Ⅱ(Financial Sector Masterplan 

Phase Ⅱ)’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금융시장 내에서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과거 상무부 산하의 보험감독국은 중앙은행이나 증

권선물위원회와는 달리 방콕 밖에 위치해 있었으며, 업무도 규정개정을 감독하

는 수준에 머물렀다.131)

보험청(DOI)이 상무부의 일부였던 반면, 보험위원회(OIC)는 재무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위원회(OIC)의 운영기금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수입보험료의 0.27%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일

시납 보험료의 경우에는 0.15%, 정기납 보험료의 경우에는 초년도 보험료의 

0.3%와 2차년도 이후의 보험료의 0.15%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위원회(OIC)의 직원은 500여명이고 그들의 대부분은 전국 75개 사무소

에서 수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법｣상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위

원회(OIC)의 조직은 ① 조사·감독실, ② 법제본부, ③ 손해보험실, ④ 생명보험실, 

⑤ 기술·통계본부, ⑥ 보험홍보·정보본부, ⑦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실 및 자

동차보험피보험자보호실 등과 같이 영역별로 구분되고 있다.132)

1992년 ｢보험법｣과 그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위원회(OIC)의 주요

업무는 ① 신설 상장 보험회사의 허가, ②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허가, 

③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의 면허증 발급, 

④ 보증예치금, 보험계약준비금, 자본금의 구성 및 총액 결정, ⑤ 보험회사 간 

131) ｢FOCUS: Thailand-Insurance｣, Allens Arthur Robinson, p. 2.

132) 태국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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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허가, ⑥투자규정의 제정, ⑦보험회사의 부채가 자본을 초과, 법령의 위

반, 영업의 정지,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등의 경우의 허가 취소, 청산 또는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 ⑧보험증권과 보험요율의 승인, ⑨보험회사 자본증자

에 대한 지시, ⑩수수료율의 결정, ⑪재보험협정의 승인 등이다. 여기에서 신

설 상장 보험회사의 허가와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허가는 각료회의의 동의

를 전제로 한다.

태국의 보험산업은 보험위원회(OIC)의 창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개

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태국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5%에

서 49%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5년 이내에 모든 보험회사는 상장회

사(public company)로 전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보다 복잡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보험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법정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태국의 보험회사는 생

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2%, 손해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10%에 해당하

는 준비금(reserves equivalent)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위원회(OIC)는 기업 합

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 제도를 개혁하

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제도를 강화하였다. 즉, 고객에게 상품, 회사의 

재정상태, 계약자보호를 위한 산업기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보

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보험대

리점의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보험위원회(OIC)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규정 그 자체보다는 그 영향력을 중시

한다. 2008년 ｢생명보험법｣ 및 ｢손해보험법｣을 통과시키는 가운데 보험시장이 

자유화와 새로운 자본·허가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

였다. 2008년 ｢보험법｣은 보험위원회(OIC)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모

니터링하고 늦어도 2011년 2월까지 RBC 제도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의무

를 부과하였다. 감독절차는 월별 현장검사 및 현장외검사(off-site examinations)

를 포함하고 있다. 검사절차의 초점은 투자자산의 평가, 보험금 청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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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 비용, 수수료, 미경과 보험료 등에 있어서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다. 보험위원회(OIC)는 감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연금의 감독은 재무부의 재정정책청(Fiscal Policy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준비금법(Provident Fund Act 1987)｣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1992)｣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이관되었

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준비금 담당기관과 규제기관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나. 진입규제

태국은 과거에 생·손보 겸영보험회사를 허용하였으나, 1992년 ｢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는 생·손보 겸영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그룹의 영

업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허는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 재보험사업의 3가지로 구분되며, 더 세분

되지는 않는다. 재보험사업의 면허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으며, 태국 내에서의 

재보험의 인수에 대해서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인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보

험(healthcare insurance)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증권의 특약 형

태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권을 통해 인수가 가능하다.

태국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관련 보험

사업을 영위할 목적을 가진 태국 기업(thai companies incorporated)과 2) 외국

지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 보험사업자의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2008년 ｢보험법(No.2)｣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상장회사나 외국기

업의 지점의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다(｢보험법｣ 제7조 및 제8조).133) 2008년 법

133) 전술한 대로 이하에서는 2008년 ｢생명보험법｣을 기준으로 법 조항을 서술하기로 한다. 

｢생명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와 동일한 규정이 ｢손해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



보험규제 현황 151

률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태국 ｢민상법｣ 규정 하의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동법이 2008년 2월 개정된 이후, 

보험회사는 ｢상장회사법(Public Companies Act 1952)｣에 따라 2013년까지는 

상장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은행이나 태국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경영 복합기

업들과 자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순환출자(cross-shareholding)에 대한 10%의 법정 

상한선을 2001년 폐지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은행 직접 소유 상한선인 10%

는 여전히 유효하다. 

해외의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태국 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법률이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법｣
이 제정된 1992년 이후 생명보험 지점을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는 없다. 새로운 

지점의 설립허가가 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회사들은 기

존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태국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재무부에서 발급한 고시(notifications)’

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실무상 면허 신청건마다 다른 조건들이 제

시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고시가 발급될 때까지 새로운 허가신청절차는 개

시되지 못한다.134)

허가신청서는 40만 바트(11,934달러)의 수수료(fee)와 함께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회사 출자자들은 

상장회사를 결성하고 보험위원회(OIC)에 예탁보증금을 납입한 후 규정에 맞춰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외국 보험회사에 의한 영업지점의 설치에는 8만 바

트(2,387달러)의 수수료와 더불어 동일한 승인절차가 요구된다. 운영자산은 보

험위원회(OIC)규정에 따라 태국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보험사업에 대한 면

정되어 있다.

134) Allens Arthur Robinson(2003. 12), ｢Thai Insurance Market, Focus: Insurance & 

     Reinsurance Asia｣(http://www.aar.com.au),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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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얻기 위해서는 4백만 바트(119,343달러)가 지급되어야 한다. 

더불어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5억 바트(14.9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 설립자가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판매하거나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사는 다른 현존 보험회사와 관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수 및 합병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보험회사 설립허가는 1997년에 승인된 13개의 손

해보험회사의 설립허가이다. 생명보험회사와 관련하여서는 1995년 12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가 가장 최근의 것이고, 그 이전에는 1983년에 설립허

가가 있었다. 한편, 보험위원회(OIC)는 향후 몇 년 내에 보험산업 내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태국 보험시장의 진입은 태국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주

식인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무건전성규제

1) 지급능력규제(Insolvency Regulation)

2008년 ｢보험법｣은 연차보고서 외에 월말보고서와 분기말보고서의 제출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보고요건의 강화는 곧 시행될 엄격한 자본 및 지급능력 요건과 2013년까지의 

상장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보험회사의 지급

불능 위험을 경감시키고 공공의 인식과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2008년 ｢보험법｣ 제53조 내지 제63조는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거나 지급불

능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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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보험위원회(OIC)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

면 보험위원회(OIC)는 ｢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입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 먼저 보험회사에게는 자본상태를 회복할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

나 그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영진을 다른 지정인으로 교체하

거나 회사를 완전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관리위원회(Control Committee)

는 사업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생존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독자적

인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그에 따

라 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재무부 장관은 ｢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①보험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또는 재무적으로 불안정하여 일반국

민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② 동 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보험사업의 

영위를 중단하였을 경우, ④ 보험금 청구나 보험만기에 따른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⑤ 사업의 지속이 보험계약자나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008년 법률은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으로서 ‘생명보험기금 및 손

해보험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법률에 따라 도입된 기존의 보험사업 

발전기금은 새로운 기금에 편입되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이 현행법

정지급준비금 제도에 의해 이미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보호

기금의 설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3월 파이낸사생명(Finansa Life)의 

재정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5년 내지 7년이 필요

하다는 사실이 재무부의 자료에 의해 밝혀지면서 이러한 반대가 많이 줄어들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2008년 ｢보험법｣ 제26조에 따라 채권자들은 규제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탁보증금(secure deposit)이 설정된 자산에 대하여 우선

권을 취득한다. 이 우선권은 현금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최소지급준비금의 25%까지 적용된다.

2009년 3월 재무부는 피보험손해의 보상과 회생에 실패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삼

판보험(Sampanh Insurance)에 대해 사업을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보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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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OIC)에 의하면, 동 회사는 법정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산가액보다 큰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험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1년 8개월의 요구

기간 내에 회생에 실패하였다. 또한 보험위원회(OIC)는 경찰 및 특별조사국과 

함께 횡령과 문서 위조를 이유로 삼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타

의 일부 보험회사들도 기술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s)

신설 생명보험회사는 1995년 이래 5억 바트(14.9백만 달러)의 최소자본금

(minimum capital)을 납입해오고 있다. 더불어, 동 보험회사들은 5천만 바트

(1.5백만 달러)를 최저한도로 하여, 모든 준비금의 2% 이상 해당하는 자본금

(capital fund)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사주 매입 분은 자본금의 일

부로 계산되지 않는다(｢보험법｣ 제27조제4항). 

손해보험회의 최소납입자본금은 3억 바트(8.95백만 달러)이다. 그러나 1997

년 이전에 설립된 손해보험회사의 최소납입자본금은 3천만 바트(895,074달러)

이고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1997년 이전에 설립된 결과, 3억 바트의 자본금

을 가진 손해보험회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회사는 유동자산을 보험위원회(OIC)가 정한 자산, 부채, 준비금의 일정비율

에 맞춰 유지할 의무를 진다(｢보험법｣ 제27조의1). 보험회사는 매달 자본금유

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관(Registrar)135)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법｣ 제27

조의5). 또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법｣ 제20조에 따

라 생명보험회사는 2천만 바트(596,716달러), 손해보험회사는 3.5백만 바트

(1,044,252달러)의 예탁보증금이 보험위원회(OIC)에 예치되어야 한다.

135) ｢보험법｣상 등록관은 보험위원회(OIC)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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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여력(Solvency Margins)

지급여력은 전통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최저 여분인 회사의 최소 자

본(3천만 바트(895,074달러) 또는 3억 바트(8.95백만 달러)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하여, 전년도의 총 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의 10%를 필요로 

한다.

RBC 제도는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부채를 초과하도록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제도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요구자본이 단순히 사업의 크기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다. 또한 동 제도는 자산과 부채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는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본할당(allocation of capital)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구자본의 산출을 위한 공식은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이다. 이것은 리스크요구자본(RCR: Risk Capital Requirement)

으로 분할된 총가용자본(TAC: Total Available Capital)과 동일하며, RBC 제도의 

목표는 RBC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다. 인정된 TAC 자산과 RCR 부채는 공정

가치에 의해 기재되어야 한다. RCR 설정의 기준점(benchmark)은 향후 12개월 

동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99.5%이다.

자본은 기본자본(Tier one capital)과 보완자본(Tier two capital)으로 분류된

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공정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 규모와 영

업권 등을 포함하여 기타의 모든 자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RBC의 모든 세

부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회사는 최소한 요구자본의 150%의 수준으로 지급

여력비율(solvency ratio)을 유지하여야 한다.

RBC 제도가 수립되면, 최소 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제도도 재검토

될 것이다. 동 제도의 기본 골격은 EU Solvency Ⅱ와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의 

체계를 참고한 국제적 모범규준의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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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준비금제도(Reserve Requirements)

책임준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 ｢보험법(No.2)｣과 보험위원회(OIC)

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reserves)은 해약환급금

이나 준비금(reserve) 총액 중 큰 값의 50%에 직전 증권연도의 말일 기준 연간 

순 조정보험료의 50%를 더한 값이 되어야 한다. ｢생명보험법｣ 제24조는 재무부 

장관에게 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의 25%를 현금, 태국 채권 또는 기타 재산

으로 보험위원회(OIC)에 예탁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접근은 RBC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보험위원회

(OIC)의 의지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법｣에 따라 미경과보험료적립금(Unearned premium 

reserves)과 지급준비금(loss reserves)을 적립하여야 한다(｢손해보험법｣ 제23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등에 적용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일반적

으로 ‘24분의 1 방식’에 따라 산출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365분의 1 방식’이나 

단순한 ‘연간 수입보험료의 40%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에는 마지막 90일 동안의 보험료 전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보험위원회

(OIC)는 ‘365분의 1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발생손해액 기준(incurred basis)의 보수적인 방식에 따

라 준비금이 적립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소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은 매월

마다 직전 12개월간의 순 수입보험료의 2.5%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하

거나 더 많이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허용되고 있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을 포함한 모든 수

재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마련하

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립금은 쌓아야 한다. 출재보험의 경우 첫해에는 출재

보험료의 40%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 12개월 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연동형방식(rolling basis)으로 경감된다. 항공보험이나 에너지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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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특정 보험종목의 경우에는 보험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은 RBC 제도의 도

입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위원회(OIC)의 입장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적

립률이 상당부분 재보험 요율에 의존하게 되는 특정 보험종목의 경우에는 적립

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법정준비금으로서 매년 순 수

입의 최소 5%를 평준화적립금(equalization reserve)으로 적립하되, 동 보험회사

의 등록자본금의 10%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라. 공시제도

태국 ｢보험법｣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

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

보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태국 보험산업이 효율적

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원칙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보험계약자는 이

러한 공시를 통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공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부수 기준 1개 이상의 주요 신문지상에 3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본점과 지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1개월 이상에 걸쳐 비치하여야 한다

(｢보험법｣ 제46조). 또한 보험위원회(OIC)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보험법｣ 제46조의1). 

여기서 보험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 자본

현황, 주요 금융지표를 말하고,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의 비율을 말하며,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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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험금 지급·보험회사의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OIC 고시｣
4.13136) 제3조).

보험회사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상태 자료를 직전년도와 비교

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OIC 고시｣ 4.13 제4조). 또한 보험회사는 분기

별 재무상태 자료를 연간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

보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

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2008년 ｢보험법｣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

국 회사에 의한 직접적 주식소유의 허용비율은 25%에서 49%로, 외국인 이사의 

수는 25%에서 절반으로 증가되었다(｢보험법｣ 제10조). 

한편, 재무부 장관은 보험위원회(OIC)의 권고에 따라 현행 회사의 운영으로 피

보험 당사자나 일반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더 많은 소

유권을 가지게 하거나 과반수의 외국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승인은 특정 조건에 따라 또는 기간의 제한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동 규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지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보험법｣ 제11조). 보험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3

개월 이전에 주주명부를 조사하고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규정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3개월 전에 등록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에게는 발

견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주는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한을 초과한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보험법｣ 제12조).

136) Notification of Insurance Commission(4.13) Subject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Disclosure of Financial Standing and Operating Result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B.E. 2551(A.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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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보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국가협의회는 태

국 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판매된 주식 총수(total shares sold)의 

75% 이상과 회사 의결권의 75%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 내에 태국에 있는 보험회사의 주식보유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

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안에 관해 상술하면 다

음과 같다. 

‘voting shares sold’의 용어해석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14일 정부의 법률자

문기구인 국가협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2008년에 개정된 ｢생명보험법｣과 ｢손해

보험법｣의 새로운 주식소유 요건에 있어 해당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동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므로, 다양한 해석과 자국 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137) 개정 법률하에서, 태국인 주

주들은 판매된 의결권 주식 총수(total number of voting shares sold)의 75%보

다 많은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

식소유는 25% 미만이어야 한다. ‘태국 국민’에 의한 소유권에 초점을 맞춰볼 때, 

입법초안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태국 국민들(즉, 개인들)에 의해 소유되지는 않

았으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나 법인들에 의해 소유된 일부 태국 

기관들을 간과하였다. 태국인 소유권을 밝혀내기 위한 해당 자격요건은 비록 

기업 주주들의 2층 구조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궁극적인 

소유권은 분명히 태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태국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일한 이유로 지분을 각자 상호 소유하고 있는 태

국인 회사들의 경우 “순환출자구조(cross shareholding structure)”에 있는 주주

들은 2008년 ｢개정법｣상의 태국인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태국인 주주들

(Thai shareholders)”라는 용어 또한 ‘voting shares sold’의 의미에 의존하기 때

문에, 보험위원회(OIC)는 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국가협의회에 문의를 하였

다. 국가협의회는 ‘voting shares sold’는 ‘voting right(의결권)’과 유사한 뜻을 갖

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태국인 회사로 추정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판매한 

137) 이하의 내용은 AXCO(2010), pp. 38~39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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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식의 75% 이상 또는 총의결권의 75%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

다. 이것은 또한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비태국인이 주주들이 태국인의 의결권보다 많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비태국인 기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새로운 자격요건에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5년의 전환기간(2013년 2월 

종료)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영향을 받는 보험회사들은 그때까지 자유롭게 자신

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까지 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

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현재 외국

인의 주식소유분이 49%인 보험회사는 전환기간 동안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변

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을 받아 2013년 2월 이후 새

로운 자격요건에 맞추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위원회(OIC)가 승인하지 않을 경

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회사(grandfathered 

company, 외국인 지분이 25%를 초과한 회사로서 1992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 

또한 ｢개정법｣하에서 새로운 주식소유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

바. 예금자보호제도

1) 생명보험기금 및 손해보험기금

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금융기관), 증권 및 보험부문이 각각 별도의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은행은 예금보호기금,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발전기

금, 보험회사는 생명/손해보험발전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각각의 금융 분야에 있

어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시 금융계약자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2008년 이

후 생명/손해보험발전기금은 생명/손해보험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태국에 있어 대표적인 예금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을 ｢금융기관사업법(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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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상의 상업은행, 파이낸스회사(Finance company), 신용토지금고

(Credit Foncier Company) 또는 금융활동 및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예금보호기구법｣ 제3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과 증권업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기금 및 손해보험기금(이하 ‘보험기금’이라고 함)을 살펴보면, 2008

년 ｢보험법｣ 제84조는 보험회사들에게 회사가 파산하거나 보험사업면허가 취

소된 경우 보험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는 채권자

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진 ‘생명/손해보험기금’을 법인으로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기금의 재원은 ①보험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험위원회(OIC)의 기금(생명/손해

보험발전기금)으로부터 이관된 금전(money)과 자산, ②휴면보험금, ③보험회

사의 분담금, ④보험기금의 금전과 자산에서 나온 수익과 수입, ⑤ ｢보험법｣ 위
반에 따른 벌금, ⑥다른 개인들에 의하여 제공된 금전 또는 여타의 자산, ⑦정

부 보조금으로 구성할 수 있다(｢보험법｣ 제85조).

또한 보험기금은 ① 회사가 파산되거나 보험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보

험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자들을 

돕기 위한 준비 활동과 ②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보험법｣ 제85조의2).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동의

를 받아 위원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기금에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동 비율

은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 6개월 동안 생명보험회사가 거수한 보험료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총 수입보험료의 0.1% 범위 내에서 보험

위원회(OIC)가 결정한다. 한편,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운용할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동 비율을 낮추거나 

분담금의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보험법｣ 제85조의 3). 

회사가 파산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제26조(예탁보증금)에 따라 수령한 금

액이 불충분할 경우, 보험가입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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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보험금청구권을 갖는 보험가입자들)은 기금으로부터 상환금을 수령

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제26조 하의 상환금과 더불어 기금으로부터 각 채권

자가 수령할 수 있는 총액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이 1백만 바트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는 

1백만 바트까지만 상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보험법｣ 제85조의5). 한편,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상환금에 대

한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모든 또는 특정 형태의 생명보험계약

에 대하여 상기의 1백만 바트보다 더 큰 금액이 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보험법｣
제85조의6).

보험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보험법｣ 
제86조). 기금관리위원회는 재무부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인 의장과 

보험위원회(OIC)의 사무총장인 부의장, 태국은행의 대표자, 태국보험협회의 대

표자(2명),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격을 갖춘 자(4명 까지)로 구성된다. 기금

관리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총무(secretary)로 한다.

2) 태국의 예금자보호제도

참고로 이하에서는 태국 ｢예금보험기구법｣상의 예금보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국은 1997년 8월 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위기에 처

한 아시아 3개국과 함께 전액 예금보호제도를 도입138)하였지만, 이것은 기본적

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유출을 막

아 은행 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139) 따라서 금

융기관의 신용도가 회복된 이후에는 부분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규율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138) 이전에는 1985년 중앙은행 산하에 설치되었던 금융기관발전기금(FIDF: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에 의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였다(함준호·신인석
1998, p. 20).

139) 高安健一(2008. 4), p. 40(pp.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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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보호한도

기존계획 수정계획

제1차 회계연도(2008. 8. 11~2009. 8. 10) 예금 전액 보호 예금 전액 보호

제2차 회계연도(2009. 8. 11~2010. 8. 10) 1억 바트 예금 전액 보호

제3차 회계연도(2010. 8. 11~2011. 8. 10) 5천만 바트 예금 전액 보호

제4차 회계연도(2011. 8. 11~2012. 8. 10) 1천만 바트 5천만 바트

제5차 회계연도(2012. 8. 11 이후) 1백만 바트 1백만 바트

<표 Ⅳ-9> 태국 예금자 보호한도의 단계적 축소 계획

자료: 기존계획-예금보험공사(2009. 4),  p. 11.
         수정계획-태국 예금보호기구(http://www.dpa.or.th/Main.aspx), (2010. 12. 1).

이후 한국(2001년), 말레이시아(2005년) 및 인도네시아(2005년)는 모두 예금

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부분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태국은 2007년 말까

지 전액 예금보호제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1980년대 전반에 소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현안 사항에 집착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태국에서

는 2008년에 ｢예금보험기구법｣에 의해 예금보호기구(DIA)설립된 후 비로소 부

분 예금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다만, 단일 금융기관의 단일 

계좌에 대해 100만 바트를 상한으로 하여 예금이 보호되는 최종 단계의 이행은 

2012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통해 은행예금을 2009년 8월 10일까지 전액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 7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동 기간을 2011년 8월 10일까지로 연

장하였다.140)

140) 연합뉴스(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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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계속 중의 감독

1) 법정 보고서의 제출

2008년 ｢보험법｣ 제43조 및 제47조는 보험회사에게 ① 회계감사를 받은 분기

별 재무제표, ② 회계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회계감사의 의견서 첨부), 

③ 회사의 경영실적을 보여 줄 수 있는 연차보고서, ④ 보험위원회(OIC)에 의해 

규정된 양식, 규칙, 절차 및 조건하에서 보험계리사에 의해 적절하게 확인된 증

권별 보상책임액의 계산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①, ②, ④의 자료를 보험위원

회(OIC)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사의 회

계연도 말로부터 5개월 이내에 외국 본사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법｣ 제43조).

이를 보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회사는 연도 말(역년기준) 

이후 5개월 내에 보험위원회(OIC)에 상세한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동 제출기한은 2011년부터 4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OIC 

고시｣ 4.11 제6조제2항)141) 2008년 ｢보험법｣에서 연차보고서는 연간 재무제표, 

사업운용과 경영실적이 포함된 자세한 연간 영업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재무

제표는 회계사나 회계전문가가 FAP(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가

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OIC 고시｣ 4.11 제4조). 필요한 정보에는 대

차대조표, 자본상황표(capital status), 주요 재무비율,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구분된 보험료 수입과 클레임 등이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인수에 따른 

책임액을 계산한 연차보고서를 회계전문가(보험계리사)의 확인을 받아 보험위

원회(OIC)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법｣ 제47조). 보험회사는 연간 손익이 20% 

141) Notification of Insurance Commission(4.11) Subject “Rules, Procedures, Conditions, 

and Periods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s on the 

Operations for the Life Insurance Business B.E. 2552(A.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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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차이가 나도록 보고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서술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OIC 고시｣ 4.11 제9조).

또한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09년 1월부

터는 재정상태와 보험영업에 관한 월별 세부자료가 추가되었다. 분기별 보고자

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60일이다. 나아가 2012년부터는 동 기

간이 4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OIC 고시｣ 4.11 제6조제1항).

월별보고서의 경우에는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보험회사들

은 대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다. 보험위원회(OIC)는 제출 지연

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5만 바트(1,492달러)에서 10만 바트(2,984달러)까지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그 사실을 상

기시켜 주는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보고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

위원회(OIC)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장요청

은 원래의 기간 내에 하되, 보고서의 복사본과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에 관한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OIC 고시｣ 4.11 제7조). 

또한 보험위원회(OIC)는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검사권

을 갖으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48). 그 권한은 

① 보험회사 사무소의 출입 및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문서 기타의 증거서

류의 요청, ② 보험회사 영업장소에의 출입 및 회사의 재산에 대한 조사 및 평가, 

③ 보험회사나 관계자의 보험영업 관련 자료 기타 증거서류의 제출요구, 

④ 진술 청위를 위한 관계자의 출석요구 등이다. 보험위원회(OIC)의 등록관 또

는 업무위임자는 상기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 보여주

어야 한다(｢보험법｣ 제49조). 또한 이해관계자는 보험위원회(OIC)가 보관하고 

있는 등록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 자료들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보험법｣ 제50조). 보험위원회(OIC)가 매년 발행하는 태국보험보고서는 

그 발간이 상당히 늦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월말보고서는 분석 후 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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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C) 웹사이트에 공시된다.

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

하고 있으며, FAP에 의해 작성되었다. 최근 태국의 많은 GAAP들은 현행 기준

에 맞추기 위해 개정되어 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와 FAP는 태국 자본시장 

내의 회사들에게 IFRS의 회계제도를 전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공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태국 기업들에게는 아직 IFRS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

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에서 SET 50 index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은 2011부터 IFRS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2015년까지 충족

시켜야 한다. IFRS의 이행은 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2) 투자규제

보험위원회(OIC)는 보험회사에게 자산분류와 가중치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

하고 있는 투자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 범주와 제한은 <표 Ⅳ-10>와 같다. 그

러나 향후 RBC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투자지침은 RBC 제도가 반영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평가된 투자위험에 근거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태국은행(BOT)은 외국환의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외국 주식에 5천만 달러까지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적용되었다. 동 

제한은 태국 증권거래소(SET)에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010년 2월 1일부터 2

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보험위원회(OIC)는 국내 및 외국의 가용자산에 관한 투

자지침을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 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자

금잉여금(fund surplus)을 투자할 수 있다. 해외정부채권이나 S&P의 BB+ 등급

의 채무증권(debt instruments)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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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일한도 총한도

태국 내
투자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 10 20

다른 회사의 주식 15 20

다른 회사의 채무증서(debenture) 20 20

유한책임회사의 단위형 투자신탁(unit trust) 10 20

환어음, 약속어음

파이낸스회사 발행 10 15

토지신용금고 발행 10 10

은행 발행 20 한도 없음

태국산업금융공사 발행 10 한도 없음

국영기업 발행  5 한도 없음

주택담보대출 10 25

기타담보대출  5 20

일반 대출 한도 다양 한도 다양

은행 예금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태국 외
투자

ASEAN·ESCAP 기업의 주식·채무증서(재보험용) n.a. 10

사전허가를 받은 기타 투자 n.a. 10

<표 Ⅳ-10> 태국 보험회사의 투자유형별 투자한도

주: 1) 표 안의 수치의 단위는 %이며, 회사의 자산 대비 비율의 한도임.
     2)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10%의 상호출자한도는 폐지되었음.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3) 요율규제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법정 협정요율(statutory tariffs)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위원회(OIC)는 보험요율 산출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험생명표(experience 

life table)”를 명시하고 있다. 2002년 1월 3일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1997년 경험

생명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동 경험생명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기대수명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어 왔다. 상품가격의 산출을 위한 최소 예

정이자율은 2002년에 2%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최소 2%에서 최대 6%까지 사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위원회(OIC)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태국은 규제와 보호가 강한 시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 종목(classes)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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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고요율이나 범위요율이기는 하지만 협정요율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대부

분의 보험종목을 위한 경쟁적 시장요율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현행 화재보험 

협정요율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특별요율의 적용을 원하는 보험회사들은 보

험위원회(OIC)로부터 사전인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가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정요율 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

요한 것은 재물종합보험(IAR: Industrial All Risks insurance)의 경우 협정요율의 

일부로써 간주되고 있지 않으며 최소 권고요율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

다. 보험가액이 20억 바트(59.7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물보험은 보험위원회

(OIC)의 인가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이 3억 바트(8.95백

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물보험은 사실상 자유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재물종합보험계약(IAR contracts)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에는 최소 권고요율과 더불어 3억 바트 제한 또한 무시되고 있다. 자동차의무보

험의 협정요율은 보험위원회(OIC)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요율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임의보험담보에는 보다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고 있다.

보험위원회(OIC)의 전신인 보험청(DOI)은 보험료와 보험금 수준의 형평성을 

감시하고 보험데이터의 계리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보험

요율산출기구(IPRB: Insurance Premium Rating Bureau)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

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기구는 모든 보험

회사가 그들의 보험료 수준에 기초가 되는 적절한 데이터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영업규제

태국 ｢보험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공식적인 모집채널로 인정하고 

있다(｢보험법｣ 제4장).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는 보험위원회(OIC)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를 위

하여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보험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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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면

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그를 보험대리점으로 사용하고자 한

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향서와 보험위원회(OIC)가 마련한 연수

과정 또는 보험위원회가 정한 절차나 프로그램에 따른 여타의 연수과정을 통과

하였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

점은 동일 보험업에 한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대리점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러한 신청에는 신청인이 소속 보험회사의 동의서와 새로운 보험회사의 의견이 

기록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보험회사의 

대리점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가 발급된 경우 등록관 

또는 감독관은 관련 회사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보험법｣ 제70조).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면허증을 갱신

하고자 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갱신신

청서를 등록관(registra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보험위원회(OIC)가 주

최한 추가적인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통과하였거나 보험위원회(OIC)가 정

한 과목(course)과 절차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보험위원회

(OIC)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면허소지자가 면허증을 연속하여 2번 갱신하

고 3번째로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새로 발급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

다(｢보험법｣ 제77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리를 갖으며, 보험회

사의 위임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생명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와 금전 수령의 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종업원은 보험회사의 위임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보험회사를 대신

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보험법｣ 제71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

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마다 면허를 제시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와 보험회사의 종업원은 보험회사

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때마다 보험회사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법｣은 보험중개사에게 사무소의 보유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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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항 통지의무, 등록부·회계장부 등의 문서 작성 및 5년 이상 비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소속 대리점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점의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

여하고 있다.

5. 베트남

가. 규제 및 감독체계

1) 감독체계

보험감독기구는 베트남 재무부이며, 재무부가 ｢보험업법｣과 관련 법안들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설립과 사업면허 허가의 권한을 가진다.142) 2003년 

Decree No.77-2003-ND-CP에서 재무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정의

가 명시되면서 보험국( Insurance Department)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보

험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이 있으며, 각 부위원장은 생명보험팀, 손해

보험팀, 법규제도팀을 총괄하는 방식이었다. 2008년 보험국이 보험감독원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이 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조직의 구성도 <그림 Ⅳ-2>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

142) 재무부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감독을 책임지며, 모든 사업면허 신청을 
검토한다(Decree No.100-CP,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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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보험감독원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연구·교육센터

 (Center for

 Research and
 Training)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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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

내각

(Cabinet)

시장개발

 (Market

 Development)

판매채널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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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단 

(Inspectorate)

<그림 Ⅳ-2> 보험감독원 구성 

자료: Hoan, Pham Xuan(2010), ｢Vietnamese Insurance Market｣,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 OECD. 

재무부는 보험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보험영업, 보험중

개업, 외국보험호사의 대표사무소나 외국계 보험중개회사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행하고 취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143) 또한 보험 관련 법령, 조항, 보험료 

및 수수료의 규모의 이행을 공포, 비준,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재무요

건을 만족하고 보험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보험시장 

상황과 시장 예측에 대한 정보제공의 관리, 보험회사와 보험중개회사의 해외 영

업에 대한 승인, 해외 보험회사의 대표사무소와 해외 보험중개회사의 영업 감

독, 보험감독인원과 보험전문인력의 조직 및 훈련, 보험영업 검사, 민원 및 

｢보험업법｣ 위반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적연금은 베트남사회보장기구

(The Vietnam Social Security Organization)가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 No.71-2006-QH 11)｣에 따라 관리·감독하며, 현재 사적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재무부 보험감독원(Insurance Regulatory and Supervisory 

Administration)이 감독하며, 건강보험만을 감독하는 독립된 감독기관은 없다. 

143) Decree No.45-2007-ND-CP,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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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업법｣ 개정 내용

2010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보험

업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4) 첫째, 베트남의 WTO 양허안

(Commitment)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보험회사나 해외 보험중개회사가 베트남 

내에서 국경을 넘는 보험 영업(Cross-border Insurance Business)을 가능하게 하

는 등 국경 간 보험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보험업법｣과 타 법들 간의 조화를 위해 이전에 국유회사(Stated Owned), 

주식회사(Shareholding), 상호회사, 합자회사(Joint Venture), 100% 외자회사 등

으로 분류되던 보험회사 형태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상호회사 3개의 분류

로 개정하였다. 또한 보험영업에 있어서의 협조와 경쟁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

인 규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면허 허가 조건에 

재무역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

사는 보험회사나 베트남보험협회(Vietnam Association of Insurers)에서 보험교

육 증명서를 보유해야 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는 설계사교육 내용을 규제할 것이며, 설

계사의 교육과 전문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베트남보험협회와 협조할 것이다. 

나. 면허(조건, 요구서류, 절차)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회사의 설립 및 영업과 관련 법령 및 규정들에는 ｢보험

업법｣(제58조∼제69조)과 시행령 등이 있다.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형태는 크게 국영보험회사, 합자보험회

사(Joint Stock Insurance Company), 상호보험단체(Mutual Support Insurance 

Organization), 합작투자보험회사(Joint Venture Insurance Enterprise), 100% 해

144) OECD(2010)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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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분 보험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보험업법｣ 제59조).

일반적으로 사업면허는 생명보험 또는 모든 손해보험 종목에 대한 사업면허

를 부여하나, 감동당국은 회사의 재무능력에 따라 일부 종목의 면허만을 부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 관련 면허에는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 양로보험

(Endowment Insurance), 정기보험(Term Insurance), 종합보험(Combined 

Insurance), 연금보험(Annuity),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다른 보험 영업에 대

한 면허가 있다. 

손해보험 관련 면허에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및 상해보험(Human 

Accident Insurance), 재산보험 및 손해보험(Damage Insurance), 운수보험, 항

공보험, 자동차보험, 화재 및 폭발보험, 선박해상보험 및 선주의 민사책임보험

(Ship-owners' Civil Liability Insurance), 일반책임보험, 신용보험 및 재무위험보

험(Financial Risks Insurance), 사업손해보험(Business Loss Insurance), 농업보

험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다른 보험 영업에 대한 면허가 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으나, 손해보험의 종

목으로 간주되는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부분에서 특약으

로 판매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63조는 보험회사의 설립과 사업면허를 허가 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정부에서 규정하는 법적 자본요구량 이상의 법정납입자본(Contributed Legal 

Capital)을 가져야 한다. 

∙ ｢보험업법｣ 제64조에 따라 준비된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보험업법｣과 관련법 조항들에 부합하는 기업 및 정관 형태를 가져야 한다.

∙ 회사의 관리 및 경영자들은 경영관리, 보험 영업에 대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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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 서류는 ｢보험업법｣ 제6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서

∙ 기업정관 초안

∙ 최초 5년간 운영에 대한 계획: 준비금(Professional Reserves)을 산출하기 위한 

추정방식, 재보험 프로그램, 자본투자, 사업 효율성, 보험회사의 지불능력, 

사업체의 설립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을 포함

∙ 회사의 관리자 및 경영진의 명단과 그들의 능력과 전문적 자질을 증명하는 

이력서와 학위증

∙ 조달된 자본 수준과 자본 조달 방법: 조달자본의 10% 또는 그 이상을 보유

하고 있는 기관들과 개인, 그리고 그러한 기관들과 개인들과 관련된 재무적 

상황 및 기타 정보

∙ 보험계약 조건, 보험료, 사업비 계획 등 

위와 같은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 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하면, 재무부는 60일 

내에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

사나 보험 중개회사는 중앙신문(Central Newspaper)와 지역신문에 5회 연속으

로 본사와 지점 위치, 법정대리인, 자본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면허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인가자본을 채워야 하며, 면허

인가 후 12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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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향서 제출 ∙ 의향서에 대해 재무부는 구두답변 

↓

설립인가 신청 및 심사

∙ 신청서류 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서
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 

∙ 재무부는 6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 

↓

자본금 납입 후 
납입증명서 제출 및 
설립인가서 수령

∙ 환율은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
터 자본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함

↓

회사설립 공고 및 
영업개시

∙ 설립인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및 지역 
일간지에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5일간 공고 

∙ 법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법인설립을 하
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 가능 

<그림 Ⅳ-3> 보험회사 설립인가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2009).

인가신청 및 인가결정
∙ 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허가

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함. 

↓

인가수수료 납부 및 
인가사실 공고

∙ 설립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가수수료 1백 만 
VND를 납부

∙  30일 이내에 현지신문, 방송 등의 매체에 인가
   사실 공고

↓

사무소 등록 및 활동개시
∙ 인가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활동을 개시하

여야 하며,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취소됨

<그림 Ⅳ-4> 보험회사 사무소 설립인가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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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건전성규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은 ｢보험업법｣ 제3편제4장, 

Decree No.46-2007-ND-CP, Circular No.156-2007-TT-BTC, Circular No.86-2009-TT

-BTC 등에서 다루고 있다. 

1)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가 만족해야 하는 최소 법정자본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145)

∙ 생명보험회사가 모든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6천 억 VND(USD 

31.7m)이 필요함.

∙ 보험중개인의 경우 40억 VND(USD 211,640)이 필요하며, 보험과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40억 VND의 자본이 필요함. 

∙ Decree No.46-2007-ND-CP 시행일 이전에 영업하고 있었던 회사 중 법안에

서 규정하는 자본량보다 낮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3년 이

내에 새로운 수준으로 자본량을 늘려야 함. 

∙ 지급여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법정자본량의 2%는 담보로서 재

무부의 승인하에 지역은행에 예치하여야 함. 

∙ 인가 자본은 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채워져야 함. 

∙ 유니버셜 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7천 억 VND, 변액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8천 

억 VND이 필요함.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대해서는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V)에

서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가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준비금

(Insurance Reserves)의 4%와 위험을 지닌 보험가입금액(the sums insured carry 

risks)의 0.1%의 합을 최소 지급여력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5년을 초과하는 계

145) Decree No.46-2007-ND-CP, Circular No 156-2007-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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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을 가진 생명보험의 경우 준비금의 4%와 위험을 지닌 보험가입금액(the 

sums insured carry risks)의 0.3%의 합을 최소 지급여력으로 정한다. 여기서 위

험보험가입금액(the sums insured carry risks)이란 실효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총준비금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준비금 요건은 Decree No.46-2007-ND-CP(제9조)과 Circular No.156-2007-TT-BTC

(SectionⅢ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들이 마련해야 하는 준

비금에는 크게 계리적 준비금(Actuarial Reserve),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 

Unearned Premium Reserve), 지급준비금(Indemnity Reserve), 이익배당 준비

금(Profit Distribution Reserve), 잔고 준비금(Balance Reserve) 등이 있다. 여기

서 계리적 준비금은 보험가입금액 3%의 Zillmmer계수로 조정된 미래 부채의 현

재가치와 미래에 징수할 수 있는 순보험료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 미

경과보험료 적립금은 손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된 재보험 공제 후 총 

보유보험료의 50%로 계산하거나, 1/8법, 1/24법, 1/365법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잔고 준비금(Balance Reserve)은 사망률이나 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

용되는 이자율의 주요한 증가에서 발생된 보험금(Insurance Proceeds) 지불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적립금을 말한다. 

유니버셜보험(Universal Life) 계약에 요구되는 준비금은 Decision No. 

96-2007-QD-BTC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급준비금과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위험보험적립금(Risk Insurance Reserve), 유니버셜보험 펀드

(Universal Life Fund)에 대한 준비금, 투자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경우 회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준비금(Resilience Reserve) 등이 이에 속한

다. 여기서 위험보험적립금은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 계산 방법과 현금유

동성방법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Decision No.102-2007-QD-BTC에 따르면 투자연계변액보험(ULIP: Unit-linked 

Insurance) 계약에 요구되는 준비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험보험적립금이며, 위험

적립금(Risk Insurance Reserve)은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계산 방법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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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Cash Flow) 방법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된다. 둘째, 지급준비금, 셋째, 가치

평가일의 계약자의 투자계좌(unit) 가치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합에서 

계좌(unit)에 투자되지 않은 비용을 뺀 것으로 계산된 변액보험(unit-linked) 요

소에 대한 준비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경우 

회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Resilience Reserve)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보험

Decree No.46-2007-ND-CP와 Circular No.156-2007-TT-BTC에서는 최소 법정

자본 요구량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보험, 석유보험, 인공위성보험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

사에 대해서는 3천 억 VND(USD 15.9mn)

∙ 항공보험, 석유보험, 인공위험보험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1천 억 VND(USD 5.3mn)을 납부해야 함. 

∙ 보험중개인의 경우에는 40억 VND(USD 211,640)을, 일반보험과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40억 VND 자본이 필요함. 

∙ 법정 최소자본량의 2%는 재무부의 승인하에 지역은행에 예치해야 함. 

∙ 인가 자본은 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채워져야 함. 

지급여력에 대한 규정은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V)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최소 지급여력은 1) 계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총수입보험료의 25%와 2) 계산 시점에 총원수보험료와 재보험료 합의 12.5% 

중 큰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계산을 위해서는 유동 자산만이 사용

되어야 하며, 최소 지급여력은 언제나 만족되어야 한다. 

아울러 Circular No.86-2009-TT-BTC는 새로운 조항(Paragraph 4)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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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을 계산을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 전문가는 재무부와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등록된 자여야 하며, 자격에 대한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준비금 요건은 Decree No.46-2007-ND-CP(Section Ⅱ, 제8조)과 Circular No. 

156-2007-TT-BTC(Section Ⅲ, 제2조제4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경과보

험료 준비금(UPR: Unearned Premium Reserve)은 크게 총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준비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1/8법, 1/24법 등에 따라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일별로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지급준비금

(Indemnity Reserve)을 보유해야 하며, 지급준비금 계산은 각 청구건(Claim 

File)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과 발생하는 배상의 계수(the Coefficient of Arising 

Indemnity)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비상위험준비금

(Large Loss Fluctuations Reserve)을 조성해야 한다. 

라. 투자 

자본의 투자에 대한 사항은 Decree No.46-2007-ND-CP와 Circular No. 

156-2007-TT-BTC에 규정되어 있다. 최소법정자본금(최소요구자본량)은 재무부

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고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최소자본요구량이나 최소지급준비금 이외의 자본은 역외투자가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역외투자는 현 역외투자규제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투자 전에 재무부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

기자본을 이용한 투자와 준비금 이상의 잉여자본(Idle Capital from Insurance 

Reserves)을 이용한 투자 계정을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투자자본 원천은 크게 자기자본, 준비금 이상의 잉여자본, 법에 

규정된 기타 법적 원천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회사는 법적자본요구량이나 최

소지급여력 중 많은 양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일부를 법에 따라 역외투자할 수 

있다(Decree No.46-2007-ND-CP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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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경우 기간 중 일반 지급에 필요한 금액146)(the sums necessary 

for regular payments of claims in a period)은 베트남 내에 있는 금융기관

에 예치해야 한다. 위 금액 이상의 잉여자본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1) 국채, 보증사채, 신용기관 

예금 등은 제한이 없으며, 2) 주식, 무보증사채, 다른 기업에 대한 자본기여 

등은 최대 35%까지 가능하고, 3) 부동산과 대출에는 최대 20%까지 가능하

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 국채, 보증사채, 신용기관 예금 등은 제한이 없으며, 

2) 주식, 무보증사채, 다른 기업에 대한 자본기여 등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3) 부동산과 대출에는 최대 40%까지 가능하다(Decree No.46-2007-ND-CP 제13

항∼제14항).

아울러 생명보험에 해당되는 투자연계형보험의 경우에는 연계된 펀드의 투

자에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147) 

∙ 펀드(unit fund)는 동일한 발행인의 주식에 15% 이상 투자할 수 없다(국채 

제외). 

∙ 펀드는 동일한 발행인의 주식에 총자산가치의 2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국채 제외). 

∙ 펀드는 부동산에 총자산가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 펀드는 한 기업집단의 회사들이나 상호소유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30% 이

상 투자할 수 없다. 

펀드(unit fund)의 투자구조는 투자자산가치의 등락과 펀드에 대한 법적 지불금 

등에 의해 위의 제한에 최대 15%까지 변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변동을 발생시킨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3개월 내에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자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 

146) 본 금액은 총준비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47)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구별된 투자규제는 없다. 



보험규제 현황 181

마.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는 민원을 직접 보험회사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재무부의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감독원이 관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보험감독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베트남에는 소비자 단체에 해당하는 VINASTAS(the Vietnam Standards and 

Consumers Association)이 존재하나, ｢소비자보험법｣이나 옴부즈만제도는 존

재하지 않는다. 

바. 영업규제

｢보험업법｣(No.24-2000-QH10) 제120조∼제129조는 영업규제에 대해서 다

루고 있으며, Decree No.45-2007-ND-CP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보험 영업활동

에 대한 검사에 대한 내용은 제12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법｣ 제12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보험영업 관련 법률 위반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 설립 및 사업면허 없이 보험영업을 행하거나, 설립 및 사업면허 항목의 위

배하에 보험영업을 행하는 것

∙ 국가결정기구들(Competent State Bodies)에 의한 설립 및 사업면허 허가, 

검사, 조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 불법적인 경쟁

∙ 보험계약 체결의 강제

∙ 의무보험에 대한 규제 위반

∙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위반

∙ 거짓 정보, 거짓 데이터 또는 거짓 보고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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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설립을 위한 법적 요구자본량, 준비금, 담

보물, 추정, 준비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상태에서 영업을 

행하는 것

∙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 위반

∙ 기타 보험영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보험업법｣ 조항들을 위반한 자들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분

을 받거나 형사책임 조사를 받게 되며,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남용하고 설립 및 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규정, 정부의 

보험영업에 대한 관리, ｢보험법｣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한 자는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 조사를 받게 되며, 손해를 발생시켰

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행정위반 처벌에 대한 처분을 당한 조직과 개인들은 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상부 정부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소송기간 중 행정위반에 대한 처분을 당한 조

직이나 개인들은 행정위반처분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사. 공시제도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Ⅻ)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

의 재무제표 항목 중 연차보고서(Form 1-CBTT)와 요약재무제표(Form 2-CBTT)

는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항목들의 공시는 독립된 회계감사관의 의

견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는 회사의 본부가 있는 지역의 지역신문과 중앙신

문(Central Newspaper)에 3회 연속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무부에 

공시원본이나 공증된 공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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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발표된 정보의 내용을 수정하는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는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Ⅻ, 제1조∼제3조)에서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수정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

여야 한다. 

아. 사업계속 중의 감독

재무검사(Financial Inspection)는 각 회사당 1년에 1회 이하로 실시된다. 최

대 검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상부기관(Competent Superior Bodies)의 결정하에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

나, 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정규 검사는 회사에 의한 위법 근거

가 존재할 때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결정권자들(Competent 

Persons)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검사를 마감하는 시점에는 검사를 마감하는

(concluding)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검사팀의 장은 기록의 내용과 검사에 대한 판

단에 대해 책임진다. 불법적인 검사를 행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검사를 이용

하여 회사의 활동을 괴롭히는 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징계되거나 형사처벌에 

고려될 수 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

불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중개회사는 재무부에 매분기 및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

해야 하며, 매월, 매분기, 매년 통계보고(Statistics Report)와 전문보고서

(Professional Report)를  제출해야한다.148)  

자.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외국 회사가 베트남 보험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베트남 주주들과

의 합작투자, 100% 해외자본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대표사무소 등이 

148) Circular No.156-2007-TT-BTC, Section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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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국 보험회사가 100% 해외소유 회사나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

해 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자국 내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문에서의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최소한 10년 동안 법적으로 영업해왔어야 한다. 

∙ 전연도 총자산이 적어도 2억 USD를 초과했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보험법｣이나 다른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외국 보험중개회사가 100% 해외소유 회사나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

를 통해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국 내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문에서의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최소한 10년 동안 법적으로 영업해왔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행하여왔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보험중개법｣이나 다른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국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대표사무소를 여는 경우, 

｢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면허 지원에는 지원서, 자국 내 사업면허 사본, 

최근 3년간의 회계 감사된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사업계획서, 

대표사무소의 대표로 추천된 자의 이름과 이력서를 제출하여 한다. 재무부는 

지원서 제출 30일 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주게 된다.149) 

생명보험사 현지법인 인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

다.150) 회사경영자는 재직 중에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선임계리사는 회사

149) Section III, Paragraph 3, Circular No.155-2007-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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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선임계리사는 생명보험 부문 5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정식 직원이어야 한다. 아울러 선임계리

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 하는데, 영국, 스코틀

랜드,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계리사 자격증이 이에 해당된다. 

차. 영업규제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모집 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시작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험약관(Conditions and Terms)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밀로 해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성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

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의 실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허위정보 유포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미친 피해를 보상하여

야 한다. 

생명보험의 판매채널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상품은 대부분 보험설계사(agent)

에 의해 판매되며, 보험중개인(broker)은 주로 단체생명보험상품이나 의료사업

(Healthcare Business)을 담당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주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채널이며, 보험중개인 채널을 통한 원수보험료의 비중도 17.1%(2008

년 기준)로 주요한 채널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 보험산업의 주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 수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22,917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생명보험 설계사가 87,762명, 손해보험 설계사

가 35,15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업법｣(제84

조∼제88조), Decree No.45-2007-ND-CP 제28조∼제33조, Circular No.155-2007-

TT-BTC(Section Ⅶ)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문서화된 

설계사 동의서를 가져야 하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50)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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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 보험회사에서 마련한 보험교육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 

주체의 보험교육과정을 마친 자 

∙ 보험회사나 보험회사들과 설계사 계약을 한 자

유니버셜보험(Universal Life)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은행 또는 보험부문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은행 또는 보험 부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

는 자

∙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전문윤리규정을 위반

한 적이 없는 자

∙ 상품을 판매하기 전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24시간 이상 받은 자 

또한 변액보험(ULIP)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전문윤리규정을 위반

한 적이 없는 자

∙ 상품을 판매하기 전 변액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45시간 이상 받은 자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 보험유관기관, 또는 피보험회사의 직원이거나 임원인 경우

∙ 개별적인 설계사동의 서류를 가지고 다른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한 개 이상

의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



보험규제 현황 187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임명하며 설계사의 활동에 책임을 지며, 보험설계

사에게 법에 따라 설계사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Circular No.86-2009-TC-BTC

는 보험설계사 교육 기관, 설계사 자격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보험중개인은 주로 대형 기업성 보험,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해외투자 회사들에 

대한 보험을 다루며, 2008년 말 기준으로 10개의 등록된 보험중개회사가 존재한

다. 이 중 Aon Vietnam, Gras Savoye willis, Jardine Lloyd Thopmson Ltd, Marsh 

등 4개사는 외국계 보험중개회사이며, Viet Quoc, A Dong, Dai Viet, Pacific Joint 

Stock Insurance Broker, Cimeico, Sao Viet Broking 등 6개사는 국내 보험중개회

사이다. 보험중개인의 임명 및 영업에 대한 규정은 ｢보험업법｣(제89조∼제93조), 

Decree No.45-2007-ND-CP, Circular No.155-2007-TT-BTC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최고 수수료율은 손해보

험의 경우 Circular No.86-2009-TT-BTC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수수료 

이외에 설계사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카. 공정거래법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회사는 협조(cooperation) 및 ｢보험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엄하게 금지한

다(｢보험업법｣ 제10조). 

∙ 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해하는 보험내용, 운영 범위와 조건 등

에 대한 허위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일

∙ 타 보험회사의 고용인이나 고객을 방해, 유도, 매수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

로 경쟁하는 일

∙ 불법적인 판촉을 하는 일, 그리고 이밖에 불법적인 경쟁을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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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개인정보보호

베트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된 구체적 법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5년 통과된 ｢민법｣은 개인정보 보

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1조에서는 초상권을 제38조에서는 사

생활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2005년 승인된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과 2006년 승인된 ｢정보통신법(Law on Information Technology)｣
이 있다. 이 밖에도 Circular No.09-2008-TT-BCT 전자상거래 웹페이지가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파. 공제규제

｢보험업법｣(제70조∼제73조)에서는 상호보험조직(Mutual Support Insurance 

Organizations)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보험조직을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험영업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

의한다. 따라서 상호보험조직의 구성원은 소유주인 동시에 보험 구매자가 된다. 

상호보험조직은 부채와 다른 재산상 의무에 대해 조직의 재산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상호보험조직의 설립, 조직, 운영은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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