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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김석영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이슈 분석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재에서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해외재보험 출재

로 약 9,25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함. 해외재보험 출재는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

험금 규모가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해외재보험 출

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산업은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음. 해외재보험 수재 확

대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1)들은 해외재보험 수재2)를 통해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출

재3)를 통해 약 9,253억 원의 위험전가비용을 부담함4)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국내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에 비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국내 보험산업의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출재가 불가피함

   - 해외재보험 출재로 인한 위험전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수재를 통해 이익을 확보함

1) 재보험회사들은 손해보험회사로 분류되지만 재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도 수재하기 때문에 수재보험료에는 생명
보험회사의 출재가 포함됨

2) 수재보험료는 목적물의 소재지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출재보험료는 보험료를 수재하는 곳에 따라 국내와 해외
로 구분함

3) 해외수재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해외출재와 함께 해외수재를 동시에 함 
4) 국내재보험 거래에서는 수재를 통하여 약 1조 2,389억 원의 이익을 실현한 반면 출재를 통하여 약 1조 1,500억 원의 비용

이 발생하여 889억 원의 이익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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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 손해보험산업 재보험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국내재보험 해외재보험

합계
수재 출재 수재 출재

손익 12,389 -11,500 4,197 -9,253 -4,167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계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재보험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으나 해외재보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해외수재보험료는 2014년 1조 6,288억 원에서 2017년 2조 1,524억 원으로 32.1%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2014년 3,969억 원에서 2017년 4,197억 원으로 5.7% 증가하는데 그침

- 2017년 해외수재보험료는 삼성화재와 코리안 리가 각각 2,771억 원, 1조 5,230억 원의 보험

료를 수재하여 전체 해외수재보험료의 84%를 차지함

- 코리안 리는 해외수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생명보험 해외수재를 늘리고 있음 

 해외재보험 출재 손실은 동기간 5,193억 원에서 9,253억 원으로 78.2% 증가함

<표 2> 해외 재보험 거래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수재보험료 출재보험료 수재손익 출재손익 재보손익

2014 16,288 34,633 3,969 -5,193 -1,224

2015 17,933 37,165 3,582 -5,982 -2,400

2016 19,319 37,676 4,313 -8,214 -3,901

2017 21,524 41,880 4,197 -9,253 -5,056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계

 최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지 개선을 위해 요율규제 개정, 보유한도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반손해보험 요율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재보험과 연계된 협의요율 사용 비중의 축소가 

전망됨

- 자사요율 및 판단요율 사용으로 협의요율로 인한 불필요한 재보험을 줄일 수 있게 됨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손해보험 보유한도를 늘려 출재를 줄이고 있음

- 그러나 보유한도 확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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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를 위해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되어짐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재보험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5)

- 코리안 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상하지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드문제 등으로 중국

보험감독당국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해외재보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국내재보험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시장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요율 산출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 해외에서 활발한 금융재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금융재보험 시장 활성화가 요구됨 

 

5)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보험업계 최초로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을 인가받은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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