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1 . 硏究의 背景 및 目的

국내의 보험산업은 지난 70∼ 80년대 급속한 經濟成長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

준 향상과 보험에 대한 認識提高 및 정부의 보험산업 保護政策 등에 힘입어 연

평균 30% 이상의 高度成長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의 보험대국이 되었고 GDP 대비 보험료

비율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세계보험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보험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금융의 國際化, 開放化, 自由化

의 물결속에서, 대내적으로는 金利自由化, 타 금융기관과의 受信競爭深化, 業務

領域調整, 보험산업의 價格自由化 등 시장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급속한 환경변

화에 직면하면서 責任經營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計數的으로 기록·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내·외부적인 이해관

계자에게 제공하는 측정기능과 전달기능을 갖는 保險會計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에 관한 정보는 합리적인 會計制度를 통해서 만

이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고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

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經營者나 모든 利害關係者가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공시 수단으로서 보험

회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保險産業은 산업의 성격상 安定性, 公共性, 健全性이 특히 강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재무상태와 지급능력은 감독당국과 소비자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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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나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세부적

인 規制와 監督이 수행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보험회사 會計制度의 정립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保險會計는 전통적으로 감독법령의 요청에 따라 타업종에 비해 자산 및 부채

의 평가시 支給能力과 安定性을 중시하는 保守主義 입장을 취해 왔다. 이로 인

하여 保險會計에서는 대부분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過少評價를,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는 過大評價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은 사후적으로 원

가가 계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準備金의 적립이 요구되며 이러한 준비금의

적정적립은 보험사의 財務 健全性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기업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保險會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保險會計制度와 관련된 법규로는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세부규정으로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보험회사의 保險事業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企業會計基準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과 보험회계관련 기타규정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營業實績과 財務狀態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의 회계

규정을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회계기준과 보험

회사의 회계규정과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계관련 제반법규들은 保險産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효율적

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保險産業의 特性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기업회계기준과의 整合性, 생·손보 統一會計規定의 정립, 보험선진국의

보험회계제도와의 整合性 維持 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소

지가 있으며, 또한 보험회계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情報提供이라는 회계의 기본

- 2 -



목적의 관점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국내 생.손보 회계제도의 주요내용을 거시적 측면에

서 검토하고 선진국의 保險會計制度에 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주요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보험회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會計 및 計理 專門家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보

험회계제도의 改善方案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國際的 基準에 부합할 수

있는 국내 보험회계제도 개선의 政策的 方向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2 . 硏究의 範圍

保險會計는 그 범위의 包括性 때문에 회계의 모든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제까지 保險會計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

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계의 여러 분야중 일반기업회계와 비교해 볼 때 特徵的이

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즉,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자산평가제도, 계약자배

당제도 (생명보험), 준비금제도, S olv ency M argin제도 등에 대해 국내제도와 외국

제도의 현황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文獻調査方法과 比較硏究方式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 및 정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미국회계학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會計의 基本理論을 살펴

보고 제Ⅲ장에서는 보험회계의 意義와 特性을 살펴 본 다음 제Ⅳ장에서는 국내

생손보의 보험회계제도의 變遷過程과 現況을 개관하고 현행 보험회계제도에 관

한 전반적인 問題点을 검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외국의 보험회계제도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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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營現況을 개관하였고 제Ⅵ장에서는 국내보험회계제도와 외국보험회계제도를

주요 항목별로 比較 檢討하면서 差異点을 분석하였다. 제Ⅶ장에서는 현행 보험

회계제도에 관해 국내 생·손보업계의 保險會計 및 計理專門家를 대상으로 실시

한 設問調査 結果와 회계정보의 有用性에 대해 증권회사의 投資分析家를 대상으

로 실시한 設問調査 結果를 분석하였다. 제Ⅷ장에서는 외국의 보험회계제도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전반적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Ⅸ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改

善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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