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保險 會 計의 意 義와 特 性

1 . 保險會計의 意義와 目的

보험회계는 회계의 분류상 위에서 언급한 會計主體의 性格에 의한 分類중 기

업회계의 범주에 속한다. 보험사업은 일반 제조 판매업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

르기 때문에 보험회계는 일반 기업회계와는 다른 많은 특수한 회계처리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會計의 目的은 기업외부에 있는 각종의 利害關係者들 (주주, 투자

자, 채권자, 재무분석가 등)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情報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保險産業의 경우는 일반대중

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크고 내재된 複雜性에 의한 정보의 非對稱 때문에 관

계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規制와 행정당국에 의한 실질적인 監督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당국이 보험산업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유지하기 위한 規制 및

監督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지니고

있는 技術的 特性을 감안하여 이에 적절한 객관적인 會計基準의 설정이 필요하

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독

특한 방식의 會計制度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規制와 監督은, 보험

금의 지급 등 보험회사의 保險契約者에 대한 義務가 확실히 이행되고 保險募集

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보험사업의 健全性을 확보하며 保險資産을 公益에 부합

되게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게 運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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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부감독의 目的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보험회사의 擔保力 保全 및 强化

② 보험요율 算定의 適正性(adequacy )과 公正性 (equity ) 유지

③ 보험시장의 公正性, 衡平性, 合理性 확보

④ 사회적 目標의 달성

위에서 언급한 政府監督의 목표 중에서도 첫째의 보험회사의 擔保力 確保問

題는 보험계약자의 保護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정부도 여기에 관

하여 많은 구체적인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이 보편화되고 保險技術이 발

달되어 있는 先進國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保險會社의 담보력 규제에 주안점을

둔 精巧한 보험회계제도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資産과 負債의 評價方法,

準備金積立 등에 있어서 保守的인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계는 이러한 감독상의 目的達成, 즉 보험회사의 담보력을 測定,

維持, 强化하기 위한 하나의 方便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담보력의 유지 확보

가 전제되지 않는 다른 規制手段은 보험회계와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 保險會計의 特性

가. 保險會計의 一般的 特性

보험감독자를 주 이용자로 하는 보험회계는 통상 契約者保護를 위한 담보력

확보에 그 目標를 두고 있으므로 貸借對照表 계정의 評價에 있어서 保守主義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損益計算書에 의한 營業實績의 측정보다 대차대조표에

의한 財務狀態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보험회계의 實務와 規則은 감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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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독기관의 담보력확보의 목적

을 이해하지 않고는 보험회계의 核心을 파악할 수가 없다. 保險會計는 기본적

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Generally A ccept ed A ccount in g

Principles : GA AP )과 證券管理委員會가 제정한 「企業會計基準」을 따르고 있지

만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保險業法 및 保險關聯 例規와 기타 保險關係法

令을 통하여 회계처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험회계의 특수성은 보험영업

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고 보험회계의 올바른 이해는 이러한 보험의 本質과 理

論 및 實務의 이해가 先行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이론의 주요골

자인 評價 (v aluation ), 繼續性 (goin g concern ), 實現(r ealizat ion )의 관점에서 일반

회계와 보험회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보험회계의 特殊性을 파악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評價의 槪念 (v aluation con cept s )

회계에 있어서 평가라 함은 資産과 負債를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일반회계와는 달리 회사의 안전성을 우선한 보험회계에서 평가는 다음의

두가지 基準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保險契約者 剩餘金(policyholder s ' surplu s )이 保守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보험계약자 잉여금은 가급적 급격한 變動이 없게 평가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가능한 여러 代案중 자산을 가장 적게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負債評價에 있

어서는 부채를 가장 많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期間別 잉여금의 급격한 변동을 最小化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취함으로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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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자 잉여금의 安定性을 도모할 수 있다. 위의 두 기준사이에 마찰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보험영업의 繼續性과 資産賣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제가치 등

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상기의 보수주의에 입각한 評價의 원칙은 보험회사의 擔保力을 유지하여 계

약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美國의 경우에는 資産

評價에 있어서 비품, 가구, 자동차 등 流動性이 부족한 資産은 保險會計의 목적

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非認容資産 (n on - adm itt ed a sset s )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등 無形資産은 자산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

는데 이러한 회계처리 원칙은 모두 보수주의 (con serv at ism )에 근거한 會計原則

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保守主義가 보험회계를 위한 올바른(nom ativ e) 원칙이라는 理論

的 根據는 없다. 다만 보험회사의 안정을 목표로 한 保險監督者의 입장에서 이

러한 保守的 評價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주주 등 다른 관계자들을

중시한 미국의 GAAP , 캐나다 등은 保守的 評價가 아닌 보다 正確한 評價라는

방향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평가의 보수주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 繼續性의 槪念(cont inuity concept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에 의하면 기업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기업의 經營活動도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前提하

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일정기간 (會計期間)을 설정

하여 그 기간 동안의 損益計算과 회계기간 말의 財務狀態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영업을 中止하거나 제한된 기간동안만을 영업한다고 가

정한다면 기업의 繼續性에 근거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더 이상 適

用될 수 없고 淸算(liquidat ion )의 개념하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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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資産의 評價, 收益·費用의 認識 등 제반 회계처리원칙이 바뀌게 된다.

보험회계도 GAAP와 같이 계속성의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收受 保險料와

신규 보험계약에 관련된 費用의 처리 등 일부의 會計處理에 관하여는 청산의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破産 등 영업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善意의 보험계약자를 保護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副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 實現의 槪念 (r ealizat ion con cept s )

“實現”이라는 용어는 損益을 測定하고 評價하는데 있어서 收益 (r ev enues )

과 費用 (expen ses ), 利益 (g ain s )과 損失 (los ses )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된다. 보험회계에서의 실현의 개념은 流動性과 擔保力을 강조하는 보험규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보험회계에 있어서 비용의 실현은 즉시 示現되나 수익의 실현은 移延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수입은 현금수수시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고 保障期間의 경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익으로 실현된다. 대신에 보험회사는 未經過保險料에 대하

여 積立金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負債는 보험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保險金 支

給에 대한 채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신규보험계약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는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다 많은 담보

력과 유동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保險會計의 技術的 特性

1) 保險引受(un derw riting )營業과 投資 (inv estm ent )營業의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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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保險契約者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장래 事故가 발생했을시 보험금

을 지급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그러므로 보험료 受納과 보험금 支給에 관한 회

계처리는 보험회계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 保險料率 算定은 실제로 이러한

회계처리의 산물로서 결정되므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資料에 의한 회계처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相互理解와 信賴를 구축하고 건전한 보험사업의 育

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보험회계는 타 업종보다도 精密性과 眞

實性을 요구하며 보험회계제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시기 사이에는 時差가 존재하므로 보험회사

는 수입보험료를 자금의 安定性, 流動性, 收益性을 고려하여 적절히 配分 投資함

으로써 투자수익을 올리게된다. 이러한 투자수익은 보험 인수부문에서의 수익

과 함께 보험회사 소득원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擔保力을

향상시키며, 보험영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運用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전략적

요소가 된다.

보험경영의 政策樹立, 實行, 評價, 修正 등 순환과정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인 회계정보는 이와 같이 보험 引受部門과 投資部門으로 구분, 회계 처리되

므로 각 부문의 獨立性과 連繫性을 적절히 구분하여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2) 事後原價計算

保險은 不確實한 特定事件이 발생했을시 이에 따른 經濟的 損失을 擔保하기

위한 危險管理의 한 형태로서 보험회사는 이를 위하여 被保險者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받고 사건의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서비스를 提供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의 대가인 보험료의 受納이 보험금의 지급에 앞서 이루어지므로 보험료의

결정이 간단 명료하지 않으며, 사전에 계산된 보험료가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는 적정한 금액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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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一般企業會計에서는 먼저 製造原價와 販賣原價가 결정되고 이것과 매출

액과의 차이가 賣出利益으로 계산되지만 보험에 있어서는 매출원가가 나중에 계

산되므로 實際原價와 豫定原價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영

업의 特殊性 때문에 보험회계는 準備金의 적정한 積立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未經過保險料積立金, 支給準備金, 非常危險準備金 등의 보험계약준비금은 기

간손익을 계산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賣出額과 賣出原價를 확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修正計定이다. 따라서 事後原價 計算制度下에서 보험계약준비금은 適正

損益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회사의 경영정책 결정과도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즉, 준비금을 過少 또는 過多積立하는 경우에는 보험요율을

부적절하게 책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결국 해당 營業種目의 實績을 왜곡시키

게 된다. 그러므로 事後原價計算을 특징으로 하는 보험회계에 있어서 準備金의

適正 적립여부는 보험회사의 經營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 保險收益 및 費用의 認識

收益은 財貨의 생산 판매, 用役의 제공 및 그 밖의 營業活動에 의하여 발생

하는 資産의 流入이나 增加 또는 負債의 減少이다. 수익을 現金額에 의하여 정

의한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의 현금회수액이 그 기간 동안의 수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努力에 대한 報償인 반면,

현금의 유입은 그 노력 이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

라서 收益의 認識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언제 遂行되었느

냐에 따라 決定되어야 하며, 언제 현금이 回收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現金主義會計 (cash basis account in g )는 각 기간별로 기업의

노력과 이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 주지 못하므로 기업활동의 成果를 測定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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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豫測能力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

리 發生主義會計 (accru al b asis accounting )는 현금흐름 (ca sh flow )에 영향을 미

치는 經濟的 事件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 영향을 측정하여 보고하므로 보다 有用

한 情報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이론상 費用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

으나 收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수익은 현금액으로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實現主義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실현주의가 발생

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발생주의도 화폐액으로의 測定可能性을 전제

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실현주의는 발생주의를 다르게 표현한 것

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保險契約의 경우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계약시 確定되

나 保險原價는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계이론상의

保險料 收入의 計上時期는 보험기간 滿了時가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동일 종류의 危險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大數의 法則이 성립하고 개별위험을 分散함으로써 단일위험에 의한 보험회사의

損益效果를 분산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는 기간영

업성과의 分析, 계약자에 대한 支給能力의 維持, 주주의 配當에 필요한 財務情報

의 산출을 위해 보험계약의 만료 전에도 期間損益計算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保險會社 경영의 필요성과 다수 危險保有와 危險分散이라는 기술

적인 보완으로 보험료 수입은 付保期間에 따라 균등하게 실현되는 期間收益으로

간주된다. 보험수입을 기간수입으로 처리하게됨에 따라 야기되는 재무회계상의

不確實性은 제반 적립금의 保守的인 적립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保險引受시에 계약자로부터 수수하는 보험료는 先受收

益의 성격을 가지며 期間收益으로서의 보험료 수입은 보험의 인수와 더불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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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보험료의 인식과정과 인식된 원수보험료를 계약된 위험의 配分機關(타보

험사 또는 재보험회사)別로 배분하는 과정과 약정기간의 경과에 따른 기간별 배

분과정을 통하여 확정된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주요 費用項目은 지급보험금과 사업비 부문으

로 대별할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에 대한 調査가 종료하고 보험금 지급액

이 決定되었을 때 이 확정된 금액을 原受保險金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해보험

의 支給準備金이나 생명보험의 支給備金은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

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負債性充當金이기 때문에 이의 계상에는

합리적인 추정이 요구된다.

지급준비금이나 지급비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지급해야할 債務로서 기간

원가로 인식되야할 금액을 計上한 것이므로 이들의 適正性 여부는 기간영업손익

과 지급능력의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附加保險料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경비로서 보험

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지, 위험의 분산, 보험금의 지급 등과 같은 보험영업 활

동과정에서 발생하는 諸般 經費를 말한다. 사업비 회계의 비용인식기준이나 측

정방법에서는 기타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다. 다만, 보험료는 純保險料와 附加保

險料로 구성되므로 부가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는 각 종목별로 발생한 사업비의

配分이 적절히 이루어 졌을 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업과 업무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업비 배분기준을 設定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 財務諸表上의 計上

보험회계의 特異性은 전통적으로 또는 감독법령의 요청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의 평가가 다른 사업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評價原則에 비해 支給能

力 보다는 오히려 安全性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 그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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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전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려나 법령에 의한 평가원칙은 보험회계에 있어서

자산가치의 過小評價와 부채의 過大評價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재무제표에

있어서 利益은 현실보다 적게 계상되고 損失은 실제보다 크게 계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계의 재무제표상의 계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12)

1) 費用項目의 過大評價

보험업에 있어 계약의 체결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구입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매우 유사할지라도 그 生産原價 또는 取得原價는 당기수익에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완전히 費用으로서 상각된다. 그러나 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과는

보험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 후 수개년의 이익의 원천이 된

다. 이와 같이 보험업에 있어서 費用의 실현은 즉시 시현되나 수익의 實現은

移延시킴으로써 이연될 수 있는 비용은 資産에 계상하고 수익과 대응하여 수익

이 실현될 때 費用化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비교할 때 보험사의 비용항목은

過大評價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계에서도 계약자보호를 위한 保守主義的 觀點에서 신계

약비를 포함한 모든 事業費를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負債項目의 過大評價

보험계약의 債務, 즉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감독법령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으로 정당한 것

12) S .J .Lengy el, I ns urance Comp an ies ' A ccoun ts , M em bourne London , 1947,

Ch a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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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즉,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生命表의 사용과 순보험료계산에 있어서

의 낮은 利子率의 적용은 지급능력의 유지에 실제로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 保

險料積立金을 적립시키게 되며, 또한 損害保險에 있어서는 연간 수입보험료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일반적으로 過多積立되고 비상위험준비금이나 미지급보험

금 등의 不確定債務에 있어서도 산술적인 正確性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保守的으로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

3 ) 無形資産項目의 無視

보험사업에서 유지되고 있는 保有契約은 막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

는 제조업의 在庫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이는 그 실체가 인정될 수 없는

자산의 일부이다. 이것은 營業權(good - w ill)의 특수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때

로는 그 가치가 보험회사의 지분이 讓渡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회계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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