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國內 保 險 會計 制 度

1 . 保險會計體系 槪觀

가. 槪要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보험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나, 保

險會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업에 관한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기할 수 없었다. 1977년말에는 보험관계

감독법령이 하나의 보험업법으로 통합되었으나 보험회계관련규정의 미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재무부는 保險會社의 標準會計規程 및 財務諸表規則 을

제정(보험예규 1230- 27- 2)하여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보

험회사의 예산회계업무 및 계약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일관성있는 회계처리를

위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標準會計規定을 일부 수정(1982. 1.

1)하고 재무제표규칙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업회계기준 제131조에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證券管理委員會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1988년 3

월 기존의 표준회계규정과 재무제표규칙을 통합하여 生命保險會社會計規程 및

損害保險會社會計規程 을 제정하였다. 그 후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은 2차례,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은 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내 보험회계규정은 保險會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정과목, 장부조직, 재

무제표 등에 있어서 일반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우선 財務諸表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

의 의의와 작성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살펴본 후에 보험회계의 대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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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개관하기로 한다.

나. 貸借對照表

1) 意義

貸借對照表는 재무상태표, 재정상태표 (stat em ent of fin an cial posit ion )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財務狀態를 나타내는 표로서 기업의

경제적 자원(econom ic resources : 자산), 경제적 의무 (econ om ic oblig at ion s :

부채), 잉여자본 (r esidual int er est s : 자본)을 표시하는 情態的 會計報告書(st at ic

st at em ent )이다.

기업은 여러 가지 재무적 및 생산적 자원을 획득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營業

活動을 수행함으로써 원초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의 기업의 資源과 자원의 調達源泉은 기업의 활동이나 성과를 파악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대차대조표의 貸邊은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어떻

게 조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資本構造를 보여주며 借邊인 資産은 이렇게 조달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즉 企業資本의 운용상태를 보여준

다.

2) 作成基準

기업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의 일반적인 작성기준과 작성특례를 규정하고 있

다 (제12조, 13조).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작성기준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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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資産, 負債, 資本의 分類

財務諸表는 특성이 유사한 항목을 집단화함으로써 理解와 比較分析을 용이하

게 하는 등 정보의 有用性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도 그 구

성요소인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또 다시 副

集團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의 분류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자산을 우선 流動資産과 固定

資産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流動資産은 당좌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固

定資産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으로 분류한다.

부채는 流動負債와 固定負債로 구분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資本剩餘金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분류한다.

나) 總額主義

기업회계기준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은 總額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相計함

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2호).

다) 1年 基準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제12조 3호).

1년 기준은 당해 자산의 現金化가 1년 이내에 가능해야 하고, 경영자가 그

자산을 1년 이내에 現金化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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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流動項目으로 계상될 수 없다.

그러나 1년 기준이 流動과 非流動을 구분하는 전능적인 것은 아니다. 당해

항목의 본질상 또는 기업의 任意性 防止라는 회계기준의 규제목적상 1년 기준의

예외가 많다. 예를 들어 固定資産은 1년 이내에 처분하려고 하여도 유동자산으

로 분류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보유목적이 계속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

이지 現金化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3)

한편, 1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일이다(제

10조 1호).

라) 流動性配列

대차대조표는 전통적으로 流動性이 큰 항목을 먼저 배열하는 流動性 配列法

을 사용하여 왔다. 流動性이 큰 항목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중요하다

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을 원칙적으로 流動性 配列法에 의하

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12조 4호). 이것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 中分類科目

뿐 아니라 각 개별과목의 배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유동성 배열법보다 고정성 배열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마)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의 區分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剩餘金이라 하

며, 이 잉여금은 다시 資本去來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資本剩餘金과 損

益去來에 의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利益剩餘金으로 구분된다.

13) 김영준, 『기업회계기준정해』, 서울 : 조세통람사, 1996,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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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資本剩餘金은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으로서 기업활동을 수

행하기 위한 원초의 투자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 利益剩餘金은 이 투자

금액을 운용하여 획득한 果實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

여금을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은 경영자의 受託責任, 회계의 資本維持 槪念, 그리

고 보다 넓게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情報欲求와 관련하여 볼 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14)

통상 所有主와의 거래 또는 所有主의 원초적 투자액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

(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의 발생거래)는 資本去來라 하고 이

러한 원초적 투자액으로 운용하는 거래는 損益去來라 한다. 즉, 資本剩餘金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고 利益剩餘金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資本剩餘金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利益剩餘金을 혼동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3호).

바) 特定費用의 移延

장래의 기간의 收益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費用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

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제12조 6호).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의 對應槪念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비용의

대응개념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40조)에 내포되어 있다. 이 규정은 移延資産

의 계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資産·負債記載의 特例

假支給金 또는 假受金 등의 未決算項目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

14) 김영준, 전게서,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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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여야 하고 對照計定 등의 備忘計定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

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假支給金은 자산인지 비용 또는 손실인지, 자산이라면 어떤 자산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計上能力이 없다. 假受金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따라

서 假支給金과 假受金은 반드시 그 내용을 규명하여 具體的인 科目으로 계상해

야 한다. 실무상 구체적인 과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先給金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備忘計定은 본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될 수 없는 것을 備忘目的으로 실무

편의상 분개해 놓은 것으로서 재무제표에의 계상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15)

3) 保險社 貸借對照表 槪觀

가) 資産

生命保險會計規程에서는 생보사 자산을 운용자산 (현·예금, 대출금, 유가증권,

부동산)과 비운용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企業會計基準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

로 분류)과는 구분방법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보사가 자산운용 목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전부 有價證券으로 간주하지만 기업회계기준

에서는 流動資産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市場性과 短期的 資金運用의 목적으로 소

유하는 것만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등 차이점이 있다. 또한 생보사의 事

業費는 회사설립후 처음 5사업연도 기간중에는 매년 당년도 事業費의 1/ 2을 移

延資産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보험사

특유의 회계처리방법의 하나이다.

지난 1996년 10월 개정된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기존

15) 김영준, 전게서,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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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보험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손해보험사의 계정과목과 상당부분 일치

시킨 점이다. 특히 자산계정중 운용자산의 계정과목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損害保險會計規程에서는 손보사 자산을 과거에는 운용자산, 보험미수

금, 기타자산,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금번의 개정으로 운용자산과 비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생보사의 자산계정과 일치시키고 있다.

보험사 자산계정과목의 구분이 企業會計基準의 분류방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회사 특성에 따라 투자에 배분된 運用資産과 투자에 활용되지 못하

는 非運用資産으로 구분하여 중요도에 따라 운용자산, 보험미수금, 기타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배열하도록 금번에 회계규정을 개정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負債

보험사의 負債計定은 보험사의 會計的 特性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으로서

생보사의 부채계정은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로 구분된다. 보험사 부채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은 保險料積立金, 未經過保險料, 支給備金, 契約

者配當準備金으로 분류하여 일반기업과 다른 생보사 회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기타부채의 세부항목중 일반기업과 다른 보험사 회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계정과목은 97조준비금계정이다. 동 계정에서는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

여 적립하는 재산평가차액준비금과 매각차액준비금을 처리한다.

손보사의 부채계정도 보험사의 회계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으로서

동 계정은 保險契約準備金, 保險未支給金 및 其他負債로 구분된다. 보험계약준비

금은 다시 責任準備金(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과 非常危險準備金으로 구분된다. 특히 비상위험준비금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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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은 물론 생보사에도 없는 손보사만의 특수한 부채항목으로서 非常危險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적립금이다. 손보사 부채항목중 법97조 준비금은 생

보사와 마찬가지로 재산평가 및 매각차액준비금으로서 기타부채에 계상된다.

다) 資本

資本計定은 생보사와 일반기업이 큰 차이가 없으나 일반기업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資本調整計定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특성

상 所有主持分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資本調整項目은 부채는 아니므

로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구성항목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資本調整科目으로는 주식할인발

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주식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대 (차)가 있다.

그러나 현행 생보사 회계규정에는 자본조정과목이 없다. 이는 금번의 회계

규정개정으로 생보사 보유의 주식을 전부 有價證券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이 발

생할 경우에는 營業費用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손보사의 資本計定은 생보사의 자본계정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조정계정이다. 즉 손보사의 경우 금번의 회계규정 개정으로

資本調整計定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동 계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자사발행주식의 취득가액), 미교부주식배당금, 해외사업환산대(차)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資本調整計定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손보사가 보유

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투자영업비용(손익)으로 처리하며 생보사와 마찬가지

로 當期損益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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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1> 보험사와 일반기업의 대차대조표 항목비교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업회계기준

자 산

운용자산

- 현·예금

- 대출금

- 유가증권

- 부동산

비운용자산

- 미수금

- 선급금

- 무형자산

- 이연자산

- 기타

운용자산

- 현·예금 및 신탁

- 대출금

- 유가증권

- 부동산

비운용자산

- 보험미수금

- 기타자산

이연자산

- 창업비 등

기 타

유동자산

- 현금과 예금

- 유가증권

- 매출채권

- 단기대여금 등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이연자산

부 채

책임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지급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기타부채

- 선수금

- 97조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

- 기 타

보험계약준비금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보험미지급금

- 미지급보험금 등

기타부채

- 가수보험료

- 지급어음 등

- 법97조준비금 등

- 기 타

유동부채

-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선수금

- 미지급배당금 등

고정부채

- 사 채

- 장기차입금

- 장기성매입채무등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 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업합리화준비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임의적립금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

자본금

신주청약증거금

자본잉여금

- 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업합리화준비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임의적립금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 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배당건설이자

- 투자주식평가익, 평가

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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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損益計算書

1) 意義

損益計算書는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經營成果를 나타내는 표로서 일정기

간의 수익의 산정, 비용의 산정 및 순손익의 결정이라는 3가지의 과정을 포괄하

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와 함께 기본적 財務諸表의 하나이며, 收益과 費

用이라는 經營活動의 흐름을 일정기간 집계하여 나타낸 F LOW 개념의 계산서라

고 볼 수 있다.16) 즉, 대차대조표가 靜態的 報告書인 반면 손익계산서는 動態的

報告書이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發生原因別로 구분하여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收

益力(earnin g pow er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수익력은 미래의 순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損益計算書는 수익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으로 대응시키고 利得과 損失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經營成果뿐 아니라 영업활동의 성과와 재무활동의 성과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손익계산서는 그 자체로도 收益性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차대

조표나 현금흐름표와 함께 보완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손익계산서는 직접적인 現金收支를 무시하고 기업활동의 재무적

효과를 發生主義原則에 따라 표시하여 놓은 것이므로 다른 재무제표로부터 현금

등에 관한 정보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7)

2) 作成基準

16) 강정웅, 『손해보험회계』, 보험연수원, 1996, p31,
17) 김영준, 전게서, p78

- 38 -



가) 發生主義

發生主義會計 (accru al basis account in g )는 기업의 주된 活動을 認識의 기준

으로 하며, 주된 活動이 나타난 때에 당해 活動의 財務的 效果를 기록하는 것이

다. 반면 現金主義會計(cash b asis accounting )는 주된 활동보다는 現金의 收支

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때에 그 現金變動으로 인한 財務的

效果를 기록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모든 費用과 收益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配分되

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發生主義會計를 명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

준은 다시 다만, 收益은 實現時期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未實現收益은 손익계산

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收益實現主義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이 단서의 규정은 發生主義에 대한 에외가 아니다. 發生主義會計는

수익·비용뿐 아니라 자산·부채의 기록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매우 넓은 개념이

다. 그러나 수익실현의 원칙은 收益認識의 基準이 충족된 때에 회계처리하라는

것으로 발생주의의 범주안에 드는 개념이다.18)

나) 收益·費用의 對應

收益은 기업의 노력에 대한 報償의 화폐적 표현이고 費用은 노력 그 자체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에 대한 보상에 노력을 대응시킴으

로써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은 그 發生源泉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收益項目과 이에 관련되는 費用項目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제

40조 2호).

18) 김영준, 『기업회계기준정해』, 서울 : 조세통람사, 1996.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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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總額主義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總額에 의하여 기재하고 수익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相計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損益計算書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 3호). 이 규정은 수익과 비용만을 들어 말하

고 있으나 이득과 손실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비용,

손실 등의 재무제표의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19)

라) 區分表示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

감전순손익과 당기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

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賣出總損益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40조 4호). 이와 같이 손익항목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

별 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특성이 유사한 항목을 集團化하

여 서로 식별되게 표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의 目的適合性과 理解可能性을 증진시

키고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의 情報欲求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 ) 保險社 損益計算書 槪觀

가) 收益

일반기업의 收益項目은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 구분된다. 생보사

의 수익항목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 구분된다. 생보사 營業收益

의 세부항목은 일반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收入保險料를 비롯, 수입이자, 유

19) 김영준, 전게서,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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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권처분익/ 평가익, 유형자산처분익/ 평가익 등이 포함된다. 유가증권 및 유형

자산처분익이나 평가익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營業外收益에 포함되어 생보사와

차이가 있다. 생보사 영업외수익항목중 97조 준비금환입은 보험업법 제96조 1

항에 의거 전년도말까지 누적적으로 적립된 負債計定의 준비금으로서 동법 제97

조 2항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환입하는 금액을 처리한다. 생보사의 상각채권

추심이익은 과거에는 特別利益으로 분류되었지만 금번의 개정으로 일반기업과

같이 營業外收益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손보사의 수익항목은 경과보험료, 투자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으로 구분된다. 經過保險料는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하여 전기이월

미경과보험료에 가산하고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처리한다.

일반기업과 세부계정과목분류상 차이가 있는 것은 有價證券處分利益을 분류할

때 손보사의 경우에는 투자영업수익으로, 생보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손보사의 固定資産處分益은 기

업회계기준과 같이 營業外收益으로 분류되지만 생보사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으로

분류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상각채권추심익도 손보사나 생보사의 경우에

는 特別利益으로 분류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營業外收益으로 분류된다.

나) 費用

보험사에 있어서 일반기업의 賣出原價에 해당하는 것은 支給保險金(생보), 發

生損害額 (손보)이며, 일반기업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보험사의 事業費에 해

당한다. 비용항목도 수익항목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속하는 세부계정과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처분손실/ 평가손실의 경우 생보사에서는

營業費用으로 분류하지만 손보사에서는 投資營業費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營業

外費用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생보사에서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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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분류하지만 손보사에서는 營業外費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營業外費用

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Ⅳ- 2> 보험사와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 항목 비교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업회계기준

수 익

영업수익
- 수입보험료
- 수입이자
- 수입배당금
- 유가증권처분익, 평가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

- 보험계약준비금 환입
- 97조 준비금 환입
- 대손충당금 환입
- 상각채권추심이익
-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

입 등
특별이익

- 보험차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경과보험료
- 보유보험료(수입 보험료

- 지급보험료)
투자영업수익

- 예금이자
- 수입배당금
-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

입 등
영업외수익

- 외환차익
- 고정자산처분이익
- 법97조 준비금 환입
- 대손충당금 환입
- 상각채권추심익 등
특별이익

- 보험차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매출액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유가증권처분익, 평가이

익
- 투자자산처분이익
- 외환차익
- 상각채권추심이익
- 사채상환이익 등
특별이익

-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비 용

영업비용
- 지급보험금
- 보험계약준비금전입
- 사업비
- 대손충당금전입
- 유가증권처분이익, 평가

이익
- 유형자산처분손실, 평가

손실 등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할인료
- 이연자산상각비
- 기부금
- 97조 준비금전입 등
특별손실

- 재해손실
- 전기오류수정손실
법인세 등

발생손해액
- 순보험금 (지급보험금-

수입보험금)
장기저축성보험환급
순사업비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증가액
계약자배당준비금증가액
비상위험준비금증가액
투자영업비용

- 유가증권처분손실, 평가
손실 등

영업외비용
- 지급이자
- 외환차손
- 고정자산처분손실
- 법97조 준비금적립
- 이연자산상각비 등
특별손실

- 재해손실
- 전기오류수정손실등
법인세 등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감가상각비
- 광고선전비
- 대손상각비 등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이연자산상각비
- 유가증권처분손, 평가손

실
- 외환차손
- 기 타
특별손실

- 재해손실
- 전기오류수정손실등
법인세비용

이 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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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生命保險會計規程 및 現況

가. 生命保險會社 會計規程

우리나라 생명보험회계와 관련된 규정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규칙의 회계관

련규정과 보험업법 및 동 시행규칙의 위임으로 제정된 生命保險會社 會計規程이

있다. 이 규정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보험계약준비금의

적립방법,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은 손해보험사의 회계규정 보다는 비교적 상세하지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企業會計基準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회

사의 회계처리는 保險營業과 관련해서는 생보사의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一般會計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은 本文과 別表의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적용범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보험계약준비금의 적립방법,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비, 재산관리비의 계정과목의 배열과

해설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88년 3. 31 제정된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은 92년

7월 無配當保險의 판매로 인한 損益의 區分處理를 위해 한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1996년 10월 9일 자산평가방법의 개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재무상태변동표에 관한 규정 삭제 등 큰 폭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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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 생명보험회계규정 내용

구 분 내 용

제1조 목 적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게
기준을 준용함.

제3조 재무재표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방법을 규정

제4조 계정과목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구분을
규정

제5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규정

제6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을 규정

제7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규정

제8조
무배당보험 판매로 인한 손익

의 처리

무배당보험 판매로 인한 손익과 배당보험 판

매로 인한 손익의 구분처리를 규정

제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의 종류별 구분적립을 규정

제10조 보험료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의 계산방법 규정

제11조 미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 규정

제12조 지급비금 지급비금의 계산방법 규정

제13조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규정

제14조
재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
금의 적립

재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규정

제15조 자산의 평가기준 자산의 평가기준 규정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규정

제17조 유형자산의 평가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규정

제18조 이연자산 등의 상각 이연자산의 상각방법 규정

제19조 계약의 원칙 계약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

제20조 계약의 방법 계약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규정

제21조
자기계열사등과의 불공정계약
의 금지

자기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계약
의 금지를 규정

제22조 결산 결산의 방법 규정

제23조 제출서류 및 시기
보험계약준비금명세서, 결산서류 등의 보고를
규정

제24조 내규작성
전표, 장부, 회계단위,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하는 것을 규정

별 표

1.대차대조표 계정과목 해설
2.손익계산서 계정과목 해설
3.사업비 계정과목 해설
4.재산관리비 계정과목 해설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3. 사업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4. 재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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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生命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1) 收益 및 費用의 認識

會計理論上 收益의 개념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收益을 기업의 營業活動으

로 인한 資産의 流入으로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收益을 기업에 의해 財貨 또

는 用役이 창출되어 소비자 또는 다른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다. 환언하면 수익을 純資産의 流入 (inflow of net asset s ) 또는 財貨 및 用役의

流出(outflow of g oods and services )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20)

또한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 (F in ancial A ccounting St andards Boards )에

서는 收益은 일정기간 동안에 재화의 생산·공급, 용역의 재공, 그밖의 실체의

중요한 中心的 活動으로부터 한 실체에로의 자산의 유입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辨濟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21)

한편, 회계이론상 수익의 報告時期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스프라우스

(R .T . Sprou se)와 무니쯔 (M . M oonit z )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收益은

재화와 용역의 창출과 처분에 필요한 중요 經濟活動이 종료되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 때 인식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22) 그리고

중요 경제활동의 종료시기의 대안으로서 決定的 事件의 履行槪念 (cr it ical ev ent

20) Georg e J . St aubu s , "Rev enu e an d Rev enu e A ccount s ," A ccoun ting

R es earch , v ol.7 (July 1956), pp .184∼94
21) F A SB, S tatem en ts of A ccoun ting Concep ts N o.3 , Elem ent s of F inancial

Stat em ent s of Bu sin ess Ent erprises ,(Dec.1980), P ara .63
22) Robert T . Sprou se and M aurice M oonit z, A T ent at iv e S et of Board

A ccount in g Prin ciples for Bu sines s Ent erprises , A ccount ing R es earch

S tudy N o3 ., AICPA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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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을 도입하고 실무적인 의미에 있어 수익의 實現時點을 수익의 報告時點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실현의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소비자 또는 거래

처에 인도되고 현금, 현금청구권 또는 기타의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때를 의미

한다.

이와 같이 수익의 報告時點을 수익의 실현시점으로 보는 實現主義에 입각한

수익의 보고시점은 생산 및 판매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 Ⅳ- 4> 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23) 이상의 실현주의에 입각한 수익의 보고시점은 제공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대가로서 유입되는 資産增加額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原價測定이 가능한 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 4> 실현주의에 입각한 경제활동별 수익보고 시점

보 고 시 간 기 준 예

제조기간중

제조의 여러 단계에서 계약,
일반적인 경영조건 및 시장

가격의 존재를 기초로 기업

의 가격설정을 행함

기간수입의 발생에 따른 계

상, 장기계약수입, 가치 증분

제품완성시

확정적인 판매가격이나 안정

적인 시장가격이 존재, 처분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귀금속, 농작물, 용역

판 매 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설정되

어 있으며, 금액회수의 추정

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 있

고 모든 중대한 관련비용의

추정이 가능함

대부분의 상품매출

현금회수시

수취할 자산의 가치를 정확

하게 알 수 없고 중대한 추

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판매시점에서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없는 상태

할부판매, 검증가능한 가격결

정이 없는 고정자산의 교환

23) Eldon S . H en drik sen , A ccounting T heory , Rich ard D. Irw in In c. Illin ois ,

1982, pp 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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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보사 손익계산서상의 保險料는 생보사 收益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 營業保險料를 처리하는 과목으로서

現金主義에 의거 계상하고 있다. 즉, 당해 회계기간에 현실적으로 입금이 된 경

우에만 그 계상이 가능하며 未收保險料는 계상하지 않는다. 또 先受保險料와

收入利子, 收入賃貸料 등의 未經過金額은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에서 제외하며, 금

융기관예치금, 유가증권, 收入賃貸料, 대출금 (연체 등으로 수익의 실현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외)에 대한 未收收益을 제외한 未收收益은 당해연도의 손익계

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미국의 생명보험회계에서는 미국공인회계사회 (AICPA )의 F A SB에서 1982년

발행한 保險會社의 會計와 報告 (A ccount in g and Report in g by In suran ce

Enterprises , F A S N o. 60) 에 의해 보험료 수익인식기준으로 發生主義를 채택하

고 있어 현금수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보험료 수

익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未收保險料 (due prem ium )는 대차대조표 자산에

계상하며, 先受保險料 (prem ium in adv ance)는 부채에 계상하게 된다. 一時納保

險料에 대해서도 發生主義에 의해 일단 납입기일이 도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며,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는 일부

장기보험계약과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실현손익에 대한 보험회사의 회계와

보고( A ccount in g and Reporting by In suran ce Ent erprises for Cert ain

Lon g - Durat ion Contr act s an d for Realized Gain s an d Los ses from th e S ale of

Inv estm ent s , F A S N o. 97)"에서는 투자계약 (inv estm ent contr act s ), 제한납입계

약 (lim ited - paym ent contr act s ), 유니버셜보험 형태의 계약 (univ er sal life - type

contr act s )과 같은 長期保險契約에서는 일반적인 보험료 수익인식기준과는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기간보다 보험보

증기간이 장기인 제한납입계약의 경우에는 保險料 收益을 회수시에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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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保險金 支給義務가 존재하는 기간동안에 걸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생명보험회계에서는 보험료 수익인식기준으로 現金主義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先納保險料와 같이 본래는 차기 이후의 수익으로 계상하

여야 하는 것도 입금시점에서 이미 당기의 보험료로 계상하고 이에 따르는 손익

의 수정은 責任準備金 (未經過保險料)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한편, 費用의 認識基準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事業費를 발생 즉

시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제96조 및 생명보험 회

계규정 제29조에 의해 회사성립후 처음 5사업연도 기간중에는 매년 당년도 事業

費의 1/ 2을 移延資産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연처리된 사업비는 회사성립후 6

사업연도부터 5년간 매년 균등액 이상을 償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GAAP에서는 新契約의 획득과 관련이 있고 금액이 신계약고와

비례하여 변동하는 新契約費 (acquisit ion cost s )는 移延處理하여 미래의 보험료

수익에 비례하여 償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SAP에서는 모든 비용을 발생 즉

시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事業費를 발생 즉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설립비용 및 초기 5년간의 사업비는 회사설립후 10년이내에

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다.

2) 資産評價制度

지난 96. 3. 31 기업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회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과 규모확대에 따른 회계정보의 適正公示要求에 부응하

고자 企業會計基準이 개정되었다. 특히 자산평가방법에 있어서는 上場株式의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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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評價를 의무화하여 현행 생보사 자산평가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

서는 생명보험회계규정에 나와 있는 자산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가) 資産評價基準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取得原價를

기초로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資産再評價法 및 保險業法에 따라 자산재평

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하는 原價配分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

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나) 有價證券의 評價

현재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有價證券은 기업회계기준처럼 유가증권과 투자

유가증권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부 有價證券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생보사회계규정에 의하면 株式의 取得原價는 매입가액에 附帶費用을 가

산하고 이에 總平均法 또는 移動平均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평가방법은 時價

(상장주식) 또는 純資産價額(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30%이상 하락하고 단

기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低價法適用 可能)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9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하

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

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장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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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有效利子率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

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時價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의 終價에 의한다. 유가증권의 단가산정은

總平均法 또는 移動平均法을 종목별로 적용하고, 유가증권을 低價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회사 주식의 경우

에는 種目別 基準으로 결정한다.

장기보유목적의 국·공채, 특수채, 회사태 기타 채권으로 取得原價와 額面價

額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償還期間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低價基準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評

價損失에 대한 회계처리는 有價證券評價充當金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

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유가증권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

우에는 회복된 금액만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換入한다.

다) 固定資産의 評價

有形固定資産의 取得原價는 취득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

한 금액을, 無形固定資産의 取得原價는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定率法을 적용하여 산정

한 減價償却 累計額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을 하며, 무형고정자산은

定額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생보사는 소유하고 있는 不動産을 보험업법 제97조 및 資産再評價法에 의해

평가익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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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5> 유가증권 평가기준 비교

구 분 개정전 기업회계기준 개정 기업회계기준 생보사 회계규정

유가증권 구분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
권으로 구분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
권으로 구분

유가증권으로만 처리

상 장 주 식

저가법 적용
부칙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경
과조치」로 원가법
적용가능

시가법 적용

시가가 30%이상 하
락하고 단기간내 회
복 가능성이 없을 때
저가법 적용 가능
보험업법에 의거 평
가익 계상가능

비상장주식 상장주식과 동일
원가법 원칙
단, 현저한 하락은 저
가법

시가가 30%이상 하
락하고 단기간내 회
복 가능성이 없을 때
저가법 적용 가능

관계회사 주식

저가법 적용
단, 실질적으로 경영
권을 소지하고 있는
관계회사주식은 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하
락한 경우 원가법 적
용가능

원가법 원칙
20/ 1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
법 적용가능

-

장기보유목적
채권

취득원가와 액면가액
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 점차 가감
한 가액을 대차대조
표 가액으로 함.

좌 동

취득원가와 액면가액
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
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

평 가 기 준

총평균법 또는 이동
평균법은 종목기준
저가법 적용시는 총
계기준

종목별 평가

저가법 적용시 종목
또는 총계기준
단, 관계회사주식은
종목기준

취 득 원 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을 가산하고 이에 총
평균법·이동평균법
을 적용하여 산정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을 가산하고 이에 총
평균법·이동평균법
을 적용하여 산정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을 가산하고 이에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
균법을 적용하여 산
정

시 가
결산기전 1월의 종가
기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 단, 종가가 없
는 경우는 그 다음
거래일의 종가

대차대조표일 이전 1
월간의 종가평균

평가손실처리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을 설정하여 유가증
권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
충당금 계상후 시가
의 회복시 회복된 금
액만큼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을 환입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에는 자본조정 에 계
상
유가증권은 당기손실
로 계상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을 설정하여 유가증
권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
충당금 계상후 시가
의 회복시 회복된 금
액만큼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을 환입

- 51 -



라) 移延資産의 評價

이연자산은 定額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未償却殘額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創業費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상각하고 事業費는 회사설립후 처음 5사업년도 기간중에는 매년

당년도 사업비의 1/ 2을 移延資産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移延資産으로 처리된 사

업비는 회사설립후 6사업년도부터 5년간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마)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換率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

채의 평가시에 발생한 外貨評價損益은 당기비용 또는 당기수익으로 처리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

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評價益 또는 賣却益의 積立과 使用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 固定資産의 평가익/ 매각익이 평가손/ 매각손의 합계

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上場株式의 평가익이 평가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

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계정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동 준비금은 缺損補塡에 충당하거나 責任準備金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경우, 상장주식이나 고정자산의 評價損 또는 賣却損의 補塡에 충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再評價積立金은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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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① 재평가세의 납부, ② 자본에의 전입, ③ 재평

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④ 환율조정계정상의 금

액과의 상계 등의 처분외에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契約者配當으로도 처분

이 가능하다.

3 ) 責任準備金制度

생명보험회계규정상 보험계약에 대한 責任準備金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

험료, 지급비금, 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

조). 이하에서는 각각의 준비금 적립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保險料積立金

우선 우리나라 보험료적립금 적립방식의 변천경과를 살펴보면 1979년 이전까

지는 생명보험업계가 當期損을 시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 적립방법은

전기 Zillm er식을 사용하여 왔고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실정을 고려하

여 매년 결산지침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즉, 초과사업비의 적립금

공제, 적립금 예정이율의 별도 사용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 + 3%이하), 부치

준비금의 인정, 자산재평가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인 운용을 해왔다.

그러나 70년대말 생보사의 재무구조가 점차 호전되어 감에 따라 1980년 결

산지침에 의거, 기존의 적립금 경감조치를 일소하고 처음으로 純保險料式 準備

金 積立을 지시하였다. 그후 재무제표의 개정(1982.1.15)을 통하여 별도의 지침

없이 보험종류별 純保險料式 또는 還給金式으로 재무제표규칙에 의거 시행하여

오던 중 1984년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하고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을 적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7년 생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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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構造 健全化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純保行政의 일환인 K율방식을 채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채택중인 K율방식은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적립을 최저로 하고 순보험

료식을 최대로 하는 방식이며,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tV = K · tV (N ) + (1- K )· tV (W )

단, t V : 실제적립준비금, t V (N ) : 순보험료식준비금

t V (W )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K : 보험료적립율

tV - tV (W )

K =
tV (N ) - tV (W )

한편, 1996년 3월말 현재 생보업계 K율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 교보, 흥국의

3개사가 100% , 제일 14.8%이며, 기타 생보사들의 K율은 0%로 적립수준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未經過保險料의 積立

未經過保險料는 납입기일이 당해사업연도에 속하는 수입보험료중에서 사업연

도말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로서 이미 납입한 순보험료중 經過月數

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한다.

m ' - t
미경과보험료 = × P

m '

단, m ' : 3, 6, 12(분할납입회수), t : 납입경과월수,

P : 납입순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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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支給備金

支給備金은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保險金, 還給金 또는 契約者配當金에 관한 분쟁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함) 또는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

금 지급금액의 未確定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적립한다.

라) 契約者配當準備金

현재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적립은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

금 처리지침 에 의거 규제되고 있다. 생보사는 매사업연도말에 직전사업연도말

K율 수준의 責任準備金을 우선 적립하고 確定配當 등의 소요액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이율 포함)을 적립하고 난 후 잔여액을 配當前 剩餘金으로 하고, 배당전 잉

여금은 K율 수준에 따라 다음 < 표 Ⅳ- 6>과 같이 契約者持分과 株主持分으로

구분한다.

< 표 Ⅳ- 6> K율에 따른 잉여금의 계약자지분 및 주주지분의 배분기준

K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100% 이상 70% 이상 30% 이하

50%이상 100% 미만 80% 이상 20% 이하

50% 미만 90% 이상 10% 이하

계약자지분의 사용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책임준비

금의 추가적립 또는 移越缺損金 보전에 사용 가능하며, 주주지분은 법인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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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재원, 결손보전 또는 주주배당 (K율 100%인 경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 ) 契約者配當制度

가) 契約者配當制度의 變遷過程

(1) 特別配當

1965년 9월 정부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조치(연 15% → 연 30% )에 따라 생명

보험 가입자에 대한 金利補償 차원에서 (당시 예정이율은 10∼12% ) 동년 10월 1

일 이후의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율(21%∼3% )을 계약자에게 보장하여 주는

特別配當制度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후 銀行金利의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배당율도 계속 인하 조정되다가 1972년 8월 은행예금금리가 연 12%로 인하

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연도별 은행예금금리와 특별배당율의 변동은

다음 < 표 Ⅳ- 7> 과 같다.

<표 Ⅳ- 7> 특별배당금리 변동추이

시행연월일 은행예금금리
특별배당율

특별배당금 동 이율

1965 이전 연 15% - -
1965. 10. 1 연 30% 보험료의 21% 배당금의 연 30%
1968. 4. 30 연 28.2% 보험료의 17% 배당금의 연 20%
1968. 9. 30 연 25.2% 보험료의 17% 배당금의 연 20%
1969. 5. 30 연 22.8% 보험료의 12% 배당금의 연 12%
1971. 6. 28 연 20.4% 보험료의 8% 배당금의 연 12%
1972. 1. 17 연 16.8% 보험료의 3% 배당금의 연 12%
1972. 8. 3 연 12% 폐 지 폐 지

자료 : 한국보험공사, 「한국보험공사십년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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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배당금의 재원은 매년 결산시에 계산하여 特別配當準備金으로 적

립하였다가 해약시에 해약환급금, 사망 또는 만기시에 보험금의 지급시에 가산

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2) 確定配當

1972년 특별배당제도의 폐지후 은행예금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가 상존함

에 따라 1978년 9월부터 생보사의 豫定利率이 은행금리보다 낮은 상품에 대하여

그 차이를 보상해 주는 確定配當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확정배당제도가 모든 보험상품에 즉시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우려하여 배당초년도인 1979년에는 우선 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長期保險으로서 5년이상 경과된 계약에 한해서 確定配當金을 지급하

되 적용이율은 기존의 적금최고이율이 아닌 연 14.2%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였고

2차년도인 1980년에는 적용이율을 定期積金最高利率로 하였다.

그 후 1981년 3월 적용이율을 정기적금최고이율에서 1년만기 定期預金金利로

변경하였으며, 산출기준금액도 전회계연도말 책임준비금에서 전회계연도말 해약

환급금으로 변경하였다. 1987년 6월 豫定利率이 8%에서 7.5%로 인하되면서 確

定配當의 적용이율도 정기예금금리에서 0.5%를 차감한 율을 적용토록 하였다.24)

(3) 死差益配當

보험료산출에 적용되는 예정기초율중 豫定危險率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死

差益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982년의 6.28 금리인하조치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한

利差損과 만성적인 費差損으로 인해 계약자배당이 지연되자 정부는 보험계약자

24) 한국보험공사, 『한국보험공사십년사』, 1988,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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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4년 4월

1이부터 우선적으로 사차익부분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配當對象契約은 배당초년도인 1984년도에는 3년이상 유지된 개인보험계약으

로 한정하였으나 1985년도에는 2년이상 유지된 개인보험계약으로, 1986년도와

1987년도에는 1년이상 유지된 개인보험계약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배당금액은 1984년도에는 위험보험료의 40% , 1985년도에는 위험보험료의

30% , 1986년도 및 1987년도에는 위험보험료의 15%를 각각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附利率은 정기예금이율을 적용,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에 가산지급토록 하

였다.

이 死差益配當은 1986년 회계연도까지만 적용되고 1988년초 새로운 새로운

배당정책에 따라 폐지되고 死差配當에 흡수되었다.

(4) 精算配當

종전까지는 예정위험율에 적용하는 사망율로서 일본의 生命表와 경제기획원

의 통계를 기초로 한국보험계리인회에서 보정한 調整國民生命表를 사용하여 왔

으나, 1986년 2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험생명표인 1985년 簡易經驗生命表

를 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생명표의 사망율이 기존의 사망율보다 전반적

으로 낮아짐에 따라 1986년 2월 1일 이후 유효한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기존계

약에 적용한 조정국민생명표와 간이경험생명표와의 死亡率 差異를 정산하여 배

당하도록 하였다. 이 정산배당을 위하여 매사업연도말 사망율차에 위험보험금

액을 곱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지급방법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

료와 相計하거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加算支給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88년의 배당정책에서 死差配當을 신설함에 따라 1986년도까지만으로

국한되었고, 후에 死差配當으로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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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現行 契約者配當制度

국내 생보산업은 1986년에 이르러 비로소 株式 및 不動産 市場의 활황을 배

경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손익상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1988년 3

월 발생이익금 범위내에서 배당실시라는 본래의 개념에 충실한 契約者配當이 본

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사업연도 방식의 공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保險年度

式으로 변경하였고 배당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擔保力 確

保基準을 설정하였다.

(1) 金利差保障

豫定利率이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을 때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배당으로서 현

재는 보험년도말 현재 유지된 계약을 대상으로하여 「전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 × 금리차보장율」을 지급하며, 金利差保障率은 「 (정기예금금리 -

0.5% ) - 예정이율」로 하고 있다.

(2) 利差配當

자산운용에 의한 實際收益率이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경우 利差益이 발생하는

바 그 일부를 계액자에게 환원해 주기 위한 배당으로서 2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전보험년도말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 (종퇴보험은 전보험년도

말 보험료적립금에 당해연도 수입순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의 경과일수에 따른 적

수를 가감한 금액)에 이차배당율을 곱한 금액을 利差配當金으로 지급한다.

利差配當率은 利差配當基準率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금리차보장을 포

함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율로 하며, 利差配當基準率은 10.5%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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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사가 자율로 결정한다.

(3) 長期維持特別配當

보험계약의 長期維持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

여 特別補償形式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현재 6년이상 유지된 계약 (종퇴

보험 제외)에 대하여 각각의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 장기유

지배당율 [0.25% + (경과년수 - 6) × 0.05% ]을 곱한 금액을 長期維持特別配當

金으로 지급한다.

(4) 死差配當

實際死亡率이 豫定死亡率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死差益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제도이며,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회사별로 자율로 결정하나, 配當所

要額(총액배당준비금, 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선적립하지 못한 회사

는 배당율을 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표 Ⅳ- 8> 계약자배당 종류 및 배당율

배당종류 배 당 대 상 배 당 율

이차배당
2년이상

유지계약

일반상품 10.5% 이하

탈퇴형상품 9.5% 이하

종퇴보험 9.0% 이하

장기유지

특별배당
6년이상 유지계약(종퇴제외)

0.25% + (경과기간- 6)

x 0.05%

사차배당 1년이상 유지계약
회사별 자율결정. 단,
배당소요액을 선적립하
지 못한 회사는 5%이하

주 : F Y '96년도 배당지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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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再評價特別配當

재평가적립금은 회사가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再評價差

益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다음 < 표 Ⅳ- 9> 과 같이 K율에 따라 차등하여 契約者持分과 株

主持分으로 구분한다.

<표 Ⅳ- 9> K율에 따른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처리유보액

K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처리유보액

100% 이상 30% 이하 40∼70% 0∼60% (30% )
50%이상 100미만 20% 이하 40∼80% 0∼60% (40% )

50% 미만 10% 이하 40∼90% 0∼60% (50% )

주 : ( )는 주주지분을 최고한도, 계약자지분을 최소한도로 했을 경우

계약자지분은 負債計定으로 처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3항에 의하여 재정경

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즉 ① 계약자지분중 1/ 3이상을

公益事業出捐基金으로 계리하고 매년 동 금액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資産

運用收益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公益事業 財源으로 활용한다. ② 계약자지

분중 제①항의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의 1/ 2을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이상 유

지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당시의 保險料積立金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계약

의 만기 또는 환급금 지급시에 당해 계약자에게 特別配當金으로 지급한다. ③

계약자지분중 ①항 및 ②항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분은 契約者配當安定化

準備金으로 계리하고 매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시 직전사업연도 수준의 계약자배

당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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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支給能力制度

가) 變遷經過

보험산업에 대한 대내외개방의 일환으로 87년이후 설립된 신설생보사의 경

우 그동안 무리한 외형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지급능력이 취약

한 상태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1991. 4. 1 擔保力 確保基準을 제정하였다.

동 기준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말 K율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

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 없는 회사는 총자산(이연자산포함)이 해약

환급금식 책임준비금보다 91사업연도에는 30억원을 초과, 92사업연도에는 50억

원을 초과, 93사업연도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회사는 契約者配當率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후 1994년 6월 24일 보험업법 제6조, 제15조 및 제98조에 의거하여 생명보

험회사의 支給餘力을 충실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상태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生命保險會社의 支給能力에 관한 規程 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기준이 매사업연도말 현재 100억원이상을 유지하여야 하

며, 보험감독원장은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하

여 資本金 增額 등을 권고할 수 있고, 增資勸告를 받은 회사가 이행기간내에 增

資 등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여 적립한 보험료

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보험업 제97조 준비금. 대손충당금, 사업비절감액

으로 하며, 사업비절감액은 이연처리전사업비와 재산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예정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감소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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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0> 지급여력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4. 6)

지급여력 부족규모 제재방법

100억원 미만 계약자배당 제한

100억원 이상 ∼ 600억원 이하

계약자배당 제한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경고, 보험

사업의 일부제한 (규모제한)

600억원 초과

계약자배당 제한

보험사업의 일부정지 (종목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그 후 각 생보사에서는 事業費 減縮, 增資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업

비의 대폭적인 감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연사업비에 대한 상각시기가 도래

함에 따라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난 1996년 2월 지급

여력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現行 支給能力制度

지난 96년 2월 개정된 생보사 支給能力制度는 기존의 제도를 크게 완화하였

는데 주된 내용은 최저 지급여력기준의 정률화, 지급여력항목의 변경 및 추가,

그리고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단계의 세분화이다. 즉 최저 지급여력기

준은 기존의 100억원에서 책임준비금의 1%로 변경되었으며, 지급여력항목의 변

경으로는 기존의 사업비 절감액을 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절감액으

로 변경하였으며, 추가항목으로는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감소

액을 지급여력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단계도 기

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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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11> 지급능력제도의 보완 (1996. 2)

변 경 전

최저 지급여력기준 : 100억원

지급여력인정항목

·사업비절감액

( 신 설 )

제재방법 : 3단계 제재

→

변 경 후

최저 지급여력기준: 책임준비금

의 1%

지급여력인정항목

·초과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

하는 사업비 절감액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에 해당

하는 보험료감소액

제재방법 : 5단계로 확대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 (증자명령 불이행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Ⅳ- 12> 지급여력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 (1996. 2)

지급여력 부족규모 제재방법

100억원 미만 대표이사 경고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기관경고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계약자배당 제한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하 보험사업 규모제한

1,000억원 초과
보험사업 종목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

한편, 정부는 지난 95년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생보

사에 대해 계약자배당 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새로운 지급능력규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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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를 이행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 표 Ⅳ- 13> 증자명령 이행현황 ( 96. 3 현재) 및 제재조치

(단위: 억원)

구 분 동 아 대 신 국 민 한 덕 한 국 아 주 중 앙 총 계

명령액 573 342 131 285 284 68 242 1,295
이행액 80 100* 50 - - - 154* 384

미이행액 493 242 81 285 284 68 88 1,541

제재조치
계약자

배당제한
기관
경고

대표이사
경고

기관
경고

기관
경고

대표이사
경고

대표이사
경고

-

* 96년 상반기(4월∼ 9월) 조기증자에 대해서는 실제증자액의 2배 허용

다) F Y '95 생보사 지급여력 미달현황

정부는 지난 1996년 8월 95회계년도( 95.4∼ 96.3) 현재 지급여력을 제대로 갖

추지 않은 회사 17개 생보사에 대하여 증자명령을 내렸다. 증자기한은 97년 3

월말까지이며, 증자규모는 1조 2,03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증자명령은 1996년 5월 대기업집단의 보험업 참여완화조치와

관련하여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96회계년도에는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어 증자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의 경우 보험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인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2

월 5대 기업집단에도 부실 생보사의 합병을 통한 생보업 참여 허용으로 향후 생

보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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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14> 지급여력 미달현황 ( 96. 3 현재)

(단위: 억원)

회사명
납입자

본금
잉여금

사업비

절감액

금리연동

상품감소액

지급여력

(순자산)

지급여력

미 달 액

동 아 300 - 3,799 - - - 3,499 - 3,747
대 신 150 - 1,163 63 141 - 809 - 910
태평양 150 - 855 75 186 - 444 - 551
국 민 200 - 929 50 168 - 511 - 620
한 덕 100 - 1,029 60 198 - 671 - 757
한 국 100 - 1,170 104 108 - 858 - 972
신 한 400 - 1,016 124 211 - 281 - 400
동 양 120 - 1,141 66 138 - 817 - 939
코오롱 318 - 389 25 75 29 - 9
고 려 400 - 724 8 80 - 236 - 267
한 성 400 - 471 - 23 - 48 - 111
아 주 210 - 558 4 4 - 340 - 388
중 앙 252 - 804 4 - - 548 - 583
두 원 100 - 366 9 - - 177 - 235
국 제 100 - 683 9 132 - 442 - 496
한 신 162 - 718 - - - 556 - 589
태 양 150 - 585 11 3 - 421 - 465

계 3,612 - 16,400 612 1,467 - 10,629 - 12,039

3 . 損害保險會計 規程 및 現況

가. 損害保險會社 會計規程25)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와 관련된 회계규정은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회

계관련규정과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위임으로 제정된 손해보험회사 회계

25) 강정웅, 『손해보험회계』,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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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보험회사의 保險營業, 특히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적인 개념보다는 법적인 통제목적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모든 會計去來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보험회사의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企業會計基準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손해보험

회사의 회계처리는 보험영업과 관련해서는 손보사의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기업

으로서 營利性에 입각하여 경영되는 投資營業과 기타 일반회계는 기업회계기준

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은 本文과 別表, 附表, 別紙의 네가지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本文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적용범위, 보험계약준비금

의 종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別表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계정과목의 배열과 해설을 규정하고 있고, 附表는 일반관리비 및 신계약비,

수금비의 계정과목 배열 및 해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別紙는 재무제표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 9. 11자로 保險契約準備金制度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손해보험회

사 회계규정 내용의 일부 (제5조, 6조, 7조, 8조)가 보험감독원장에게 업무 위탁되

었으며, 95. 10. 1 자로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施行細則을 마련하여 종전 내용

의 변경없이 제정·시달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후 1996년 10월 9일 수익과 비

용의 인식기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등을 신규로 규정하여 소폭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損害保險會計規程과 企業會計基準과의 關係

損害保險會計는 일반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利害關係者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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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企業會計基準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 P )을 기본적으로 준용한다.

< 표 Ⅳ- 15>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내용

구 분 내 용

제1조 목 적

보험업법 제15조,.제93조 및 제98조와 보
험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내지 제
23조의 규정에 정하는 손해보험회사의
계산 및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
함.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함.

제3조 재무재표 등
재무제표의 종류·양식 및 작성방법을
규정

제4조 보험계약준비금 보험계약준비금의 종류 규정

제5조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
료적립금

보험종목별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산출방법 규정

제6조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산출방법 규정

제7조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에 계리할 금액 규정

제8조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과 환입사용기준 규
정

제9조 연금자산에 대한 구분계리 연금자산에 대한 구분계리 규정

제10조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의 발생기간에 의한 배분 규
정

제11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규정

제12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규정

제13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규정

제14조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계약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

별 표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부 표

1.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2. 신계약비 및 수금비 계
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1. 일반관리비 계정별 배열기준 및 게정
과목 해설

2. 일반신계약비, 장기신계약비, 장기수금
비의 계정과목 해설 및 배열

별 지 재무제표의 양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
분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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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보험사업의 특수성인 보험시장의 公共性과 보험회사의 支拂能力確保

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한해서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

칙 등 보험관련법규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94조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금융·보험업 등의 業種別

會計處理基準의 제정 및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제2조

(목적)에서는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企業會計基準을 적용

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의 적용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 損害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1) 收益 및 費用의 認識

가) 收益의 認識

보험계약의 경우 원수보험료의 금액은 보험계약시 확정되나 保險原價는 보

험기간 만료시까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계이론상 保險收益의 계상시

기는 보험기간 만료시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의사결정과

정에서 기간영업성과의 분석, 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의 유지, 주주배당에 필요

한 재무정보의 산출을 위해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전에도 期間損益 計算의 필요성

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보험수익은 부보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실현되는 期間收益으로 간주되며, 보험수익을 기간수익으로 처리함에

따른 재무회계상의 불확실성은 제반 積立金의 보수적인 적립으로 보완하고 있

다.

保險收益의 인식기준을 부보기간의 경과에 따른 기간수익으로 볼 때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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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인수시에 계약자로부터 입금하는 원수보험료는 先受收益의 성격을 가지

며, 기간수익으로서의 보험수익은 보험의 인수와 더불어 계상되는 原受保險料의

인식과정과 인식된 원수보험료를 계약된 위험의 配分機關 (타보험사 또는 재보험

사)별로 배분하는 과정 및 約定期間의 경과에 따른 期間別 配分過程을 통하여

확정된다.26)

(1) 原受保險料의 認識

(가) 一時納契約

일반적으로 短期保險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付保期間 개시

전에 보험료의 납입이 요구되며,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계약이 발효된다. 따

라서 단기보험계약이 一時納契約인 경우 現金基準에 의해 원수보험료가 인식된

다. 다만, 계약자와의 信用 (예: 적하보험)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실

제 보험계약 체결일에 원수보험료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分割納入契約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만기환급금이 보장되어 있는 長期保險의 경우와 일

부 단기계약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조건이 分割納入으로 계약되고 있다. 이

경우 최초보험료 납입시 장기계약은 성립하나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료 납입기일

에 발생하므로 계약상의 납부기일에 원수보험료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6) 이원희, 정민근, 「손해보험회계의 회계이론적 고찰과 개선방향」, 『보험개

발연구』, 1992. 7,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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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共同引受契約

공동인수계약은 사전약정에 의해 보험계약을 간사회사 또는 협회에서 체결하

는 것으로 위험이 사전에 분산된 형태의 거래이다. 이 거래의 인식은 간사회사

나 협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각 共同引受會社에 통보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

다.

(라) 外國 受再保險契約時 受再保險料 認識時期

국내재보험 계약자와는 달리 외국 수재보험계약은 현실적으로 외국의 출재보

험자가 제공하는 계산서에 의해서 보험료를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계산서가

접수된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해야 한다.

(2) 原受保險料의 危險 引受機關別 配分

(가) 任意再保險 (facult at iv e rein suran ce)

원수사에서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매 건별로 보유할 금액과 출재할 금액을 협

상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원수사가 인수할 계약의 위험을 보유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재보험사의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개별계약의 위험을 심사할 수 있다.

(나) 特約再保險 (t r eaty rein surance)

약정된 종류의 위험에 대해 계약회사간에 자동적으로 재보험계약이 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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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재보험계약에는 부보범위와 금액의 한도가 명시된다. 이 보험은 원수사

가 정해진 방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원수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재보험사는 정해진 한도와 범위까지 재보험을 인수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

다.

(다) 超過損害再保險(ex cess los s r ein surance )

초과손해재보험은 보험계약당 超過損害에 대한 재보험과 총원수거래의 총초

과손실금에 대한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재보험거래로 인한 재보험료와 수재보

험료는 전적으로 원수사와 재보사간에 사용되는 계산서에 의존하여 인식되고 회

사간의 자금청산은 순잔액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목별 계산은 총액주

의에 의하여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原受保險料의 付保期間別 配分(未經過保險料의 計算과 積立)

원수보험료가 先受收益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인식된 原受保險料는 실현기간

에 걸쳐 收益으로 인식되고 미실현된 수익은 이연처리되어야 된다. 손보사의 기

간손익 계산에서 이연처리되는 원수보험료를 未經過保險料積立金이라 하며, 미

경과보험료적립금의 계상대상에는 원수보험료, 재보험료 모두를 포함한다. 우리

나라 손해보험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는 미경과보험료의 계상방법을 규정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費用의 認識

가) 發生損害額의 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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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生損害額의 계상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보험사

고의 처리상태에 따라서 支給保險金과 支給準備金으로 인식 계상된다. 즉, 보험

사고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지급보험금의 확정시까지는 支給準備金으로 계상하고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支給保險金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으로 계

상시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금액이 조사되기 이전으로서 추정에 의해

계상되며 지급준비금 추정금액의 다과에 의하여 보험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 支給準備金의 계산방법은 保險營業會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7)

(1) 支給保險金의 認識

원수보험금의 계상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조사

가 종료하고 보험금지급액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금액을 원수보험금으로 계상

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분산으로 出再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보험금을 지급보험금의 조정항목으로 계상하며, 타원수사에서 인수한 수재보

험 거래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지급된 수재보험금을 지급보험금의 일

부로 계상한다.

한편, 지급보험금의 중요한 조정항목으로서 保險金 換入項目이 있다. 이 항

목은보험금의 지급 후 잔존물의 매각, 구상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

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으로 회수되었을 때 이를 계상하고 있다. 보

험금의 환입에 대해 미국의 법정회계기준(SAP )이나 재무회계심의회 (F A SB )에서

는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보험금의 계상시 잔존물처분 또는 구상권 행사로써 회

수가능한 금액 (예상부수비용은 차감)을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

도록 하고 있다.

27) 강정웅, 『손해보험회계』, 보험연수원, 1996,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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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支給準備金의 認識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부터 보험금 확정시까지 보험영업의 기간손익

계산과 기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성충

당금이다.

현행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는 지급준비금을 기보고 발

생손해액 (out st an ding loss )과 미보고 발생손해액 (incurred but not r eport ed )으로

구분하여 적립방법을 정하고 있다. 기보고 발생손해액은 보험사고건별 평가(자

동차보험의 경우 개별평가금액과 평균보험금 지급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중 큰

금액)에 의해 추정하고 있으며,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해서는 경과보험료의 일

정비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事業費의 認識

손보사의 사업비는 보험료중의 부가보험료에 대응해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보

험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지, 위험의 분산, 보험금의 지급 등과 같이 보험영업에

서 발생하는 제반경비를 말한다. 사업비의 비용인식기준이나 측정방법에서 제

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의 차이는 없다.

사업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新契約費의 인식에 대해서는 생

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신계약비는 신계약의

체결,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신계약비의 효과는 해당 보험계약의 기간에 걸쳐 效益을 제

공하는 先給費用 또는 在庫資産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계약비의 未來效益에 대한 자산성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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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입의 기간배분 비율에 따라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

거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손보사의 사업비 회계처리는 保守主義

입장에서 이연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발생시 費用處理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資産評價制度

손해보험회사의 資産評價方法은 과거에는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자산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

다. 그러나 지난 1996년 10월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손보사의 자

산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가) 有價證券의 評價

(1) 株式

株式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

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關係會社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上場株式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時價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저가법 적용). 이 경우 발생하는 評價損失은 有價證

券評價充當金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나 1997 회계

연도 결산시부터 적용하며, 1997년도에는 총 평가손실의 15%를 充當金으로 적립

하고 매년 5%씩 상향조정한다.

한편, 유가증권중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시장성없는 주식을 取得原價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取得原價를 그 시가 또

- 75 -



는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저가법 적용) 이 경우 당초의 취득원가와 새로운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有價證券評價充當金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며,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은 상장주식과 관계회사주식, 시장성없는

주식별로 그 금액을 註釋으로 기재한다.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

가가 회복될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동 충당금을 환입한다.

(2) 債券

債券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

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取得原價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기

보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償還期間에 걸쳐 有效利子率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

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나) 資産再評價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대차대

조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한

임의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차액을 법97조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3 ) 責任準備金制度

손해보험회사의 責任準備金은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

험료적립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세분되며, 보험종목별 지급준비금 및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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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험료적립금의 계산방법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

다.

가) 支給準備金

(1) 支給準備金 積立의 意義 및 種類

손해보험회사의 支給準備金 (los s r eserv e)은 이미 발생한 사유에 의한 보험금,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이다. 이 적립금은 理想的

으로는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지급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28)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적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전한 보험경영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보험사고를 감안한 합리적인 支給準備金의 추정액을 적

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支給準備金은 보험사에게 사고통보가 되었으나 인해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

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손해와 보험사고가 회계기간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아직 보험사에게 사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지급된 손해를 포함

하여 적립한다. 전자를 기보고발생손해준비금(out st andin g loss r eserv e), 후자를

기발생미보고준비금 (in curr ed but not r eport ed reserv e)이라고 한다.

(2) 支給準備金의 推定方法 (旣報告發生損害額 對象)

(가) 個別推算法 (In div idu al Case E st im at e M ethod)

28) In suran ce A ccount in g and St at istical A s sociat ion , I ns urance A ccoun ting ,

F ire and Cas ualty , 2nd ed., 1965,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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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別推算法은 보험사고별로 손해사정자가 지급준비금 산정기준의 세목별 항

목에 의거 개별적으로 추산하여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정도(dam ageability ),

보험금지급이 완결되어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Claim Cost의 변동, 소송관

련 판례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산하는 방법이다.

개별추산법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없을 정도로 건수가 적고 건당 손

해액이 큰 해상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의 공장물건 등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

는 방법으로 損害査定者의 경험적인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추산금 산출이 가

능하므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매사고 건마다 개별적으로 추산, 적립해야 하고 이를 종결시점까지 유지, 관리해

야 하므로 시간과 전산비 등의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나) 損害率方法 (Loss Ratio M ethod )

손해율방법은 경과보험료중 일정한 비율 (豫定損害率 또는 標準損害率)만큼의

금액이 장래에 발생될 손해에 보험금으로 충당된다는 가정하에서 적용되는 방법

으로 수입보험료에 예정손해율 (또는 표준손해율)을 곱해서 구한 豫定保險金에서

그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지급된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

립하는 방법이다.

손해율방법은 豫定損害率 (또는 標準損害率)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계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료제시가 가능하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신상품에 대한 판매기간이 짧아 충분한 통계자료가

적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손해율법에 의해 지급준비금의 추산이 시험적으로 적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예정손해율 (또는 표준손해율)의 크기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크기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므로 어떤 집단내의 예정손해율(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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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손해율)이 부적정한 경우 (즉, 요율수준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매우 큰 오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平均支給保險金 方式(Av erag e P aym ent M ethod, AP M )

평균지급보험금 방법은 1988년 3월 31일에 회계규정 (손보 2234- 137)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自動車保險의 對人賠償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손

해가 발생된 이후부터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의 경과기간동안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통계를 적용) 사고 건당 平均支給保險金이 매우 일정한 비율로 진전되

었다고 가정할 때 장래에도 동일하게 일정한 비율로 진전될 것을 에상하여 지급

준비금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즉, 사고발생이후 사고발생년도별(accident y ear )

진전기간동안 지급된 건당 평균지급보험금이 매우 안정되게 진전된다는 점에 착

안하여 추산하는 방법으로 추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第1段階 : 사고발생년도별로 사고건수 및 경과기간별 지급보험금을 진전

년수별로 계상한다.

② 第2段階 : 제1단계의 진전년수별 지급보험금을 해당건수로 나눈 후 이 각

값들을 진전년수별로 산술평균하여 평균 지급보험금을 산출한다.

③ 第3段階 : 제2단계에서 산출된 평균지급보험금을 해당사고 건수와 곱하여

향후 예상되는 지급보험금을 추산한다.

④ 第4段階 : 제3단계에서 산출한 향후 예상지급보험금을 합계한 금액이 평

균지급보험금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이다.

이 방식은 건당 평균지급보험금의 크기를 감안하므로 지급준비금의 크기가

매우 큰 사고 또는 매우 적은 사고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된다. 따라서 信賴性

있는 통계자료가 충분하여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보험종목 또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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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총 지급보험금의 크기는 일정한데 사고건수의 크기가

매우 크게 변화할 때 平均支給保險金의 크기 역시 심한 偏差를 나타내므로 부정

확한 추산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고건수를 어떻게 계상하느냐에 따라 지급준비

금의 크기가 좌우될 경향이 농후하다.

또한 지급준비금 산정대상기간중 보상한도액의 인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

상조정후의 평균지급보험금이 인상조정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준비금을 추산하는 기초통계자료인 평균지급보험금은 1인당 보상한도액 인

상이전의 지급보험금이 섞여 산출된 것이므로 평균지급보험금보다 훨씬 적어 지

급준비금이 과소추산될 가능성이 있다.29)

(라) 사다리방법 (T he Chain - Ladder M eth od )

사다리방법은 손해진전삼각형 방법 (loss dev elopm ent t r iangle m eth od )이라고

도 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사고발생년도)부터 정산되는 시점까지의 경

과기간동안 손해액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느냐를 총계적으로 분석, 이를 근거로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준비금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년대

비 進展係數의 산출을 사고 발생년도별 전체에 의한 평균으로 할 것인가 최근년

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에 따라 추산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추산절

차는 다음과 같다.

① 第1段階 : 사고발생 연도별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한다.

② 第2段階 : 이들 손해진전계수에 의해 진전년도별 평균적인 손해진전계수

(전체에 의한 평균임)를 산출한다.

③ 第3段階 : 지급준비금 = 총추산보험금 - 지급보험금

29) 강정웅, 『손해보험회계』, 보험연수원, 1996.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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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매년 지급보험금 발생추이가 일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고발생건

수와 관계없이 총계적인 지급보험금 실적에 의하므로 평균지급보험금 방법보다

계산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뢰성 있는 지급준비금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지급보험금의 발생정도가 不正確할 경우 심한 오차가 예상되고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擔保危險別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판매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상의 제한을 받는

다.

(마) 보른휴에터- 퍼거슨法(Bornhu et ter - F ergu son M ethod )

이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損害率法과 사다리법을 합산한 방법으로 豫定損害

率 (또는 標準損害率)과 연도별 손해액 進展係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예정손해율이 안정적 (신뢰도가 높음)이고 요율수준이 적정할 때 매우 정

확한 방법이다.

즉, 연도별 지급준비금 = 예정손해율 (또는 표준손해율) × 연도별 수입(경과)

보험료 × ( 1 - 1/ F ult )로 계산된다. 여기서 F ult는 전년대비손해액 진전계수의

곱을 나타내므로 (1- 1/ F ult )는 사고발생년도부터 지급준비금을 추산하는 시점까

지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방법은 예정손해율 (또는 표준손해율)을 신뢰할 수 있고 연도별 손해액 진

전계수가 합리적으로 산출된다고 가정할 때 매우 정확한 支給準備金의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요율산출기초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이익율) 및 요율수준

이 과거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때 현실에 근접한 추산방법이다.

그러나 예정손해율 (또는 표준손해율)과 손해액 진전계수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므로 계산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정손해율 (또는 표준손해율)을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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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거나 손해액 진전계수가 불안전할 경우 즉, 요율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동 방법에 의한 합리적 지급준비금 추산은 기대할 수 없다.

(3) 旣發生未報告準備金의 積立

旣發生未報告準備金의 산출과정은 미보고 손해의 회수 (빈도)와 금액(심도)이

모두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된 손실에 대한 준비금의 산출과정보다 복잡

하다. 즉,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별 개별추정은 불가능하다.

기발생미보고준비금은 보통 보험회사의 손실경험에 따라 추정되고 추정 당시

의 상황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 상황의 예로는 손해발생가능성의 증가,

손해처리 종결일의 변동, 사고 조사비용의 증가, 최근 손실의 심도와 빈도 등이

있다.

(4) 現行 會計制度上의 支給準備金 積立方法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支給準備金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3

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에서는 보험종목별로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

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가) 自動車保險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중 旣報告損害額의 추정은 보험사고별로 개별 추산

하여 산출한 금액 및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平均支給保

險金方式 (Av erage P aym ent s M ethod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영위기간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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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미만인 경우에는 손해보험업계의 평균치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중 많은 금액

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未報告 發生損害額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

과보험료의 3% 해당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平均支給保險金方式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산출은 자동차보험 전

종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별표「평균지급보험금 방

식에 의한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계산기준」에 의거, 적용대상을 대인, 대물,

자손, 차량사고중 정산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對人事故에 한해 상품별 (책임보험

및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종합보험)로 구분 계산하며,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시고건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추산법에 의해 추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APM방식의 문제점을 인식,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의 재검토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傷害保險, 賠償責任保險, 勤勞者災害保障責任保險 및 保證保險

회계규정에서는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추산하여 적립토록

하되 비교적 보험사고 정산기간이 장기인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배

상책임보험과 위험의 성격상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IBNR 準備金을 포함해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IBNR 準備金은 대차

대조표일 이전 1년간 經過保險料의 3% 해당액으로 하고 있다. 즉, 신체손해관련

보험종목에서의 지급준비금은 개별적으로 추산한 기보고손해액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인 IBNR 준비금의 합계액을 적립토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손해관련 보험종목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기타 物保險 分野(화재

보험, 해상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정산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보고가 되므로 개별적으로 추산한 금액만을 지급준비금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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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도록 하고 있어 IBNR 준비금의 적립의무기준이 없다.

(다) 海外受再保險

해외수재보험의 支給準備金은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旣報告 發生損害額

과 未報告 發生損害額의 합계액으로 하며, 미보고발생손해액은 기보고 발생손

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 발생손해액중 많은 금

액으로 한다. 보험사고지역이 해외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보험과 달리

IBNR을 충분히 적립토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계규정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支給準備金을 保險種目別로 추산하여 적립토

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內規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내규

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감독원장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

다.

(5) 支給準備金 積立推移

(가) 支給準備金 積立額 推移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손보회사들의 支給準備金 積立額의 연평균증가율은

23.0%로 經過保險料 연평균증가율 22.4%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금 적립율 (지급준비금 대 경과보험료 비율)의 추이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86년부터 동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3

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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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6> 연도별 지급준비금 적립액 추이

(단위: 억원, % )

년 도 경과보험료(A ) 지급준비금 (B ) 적립율 (B/ A )
1986 9,828 (15.4) 3,853 (30.0) 39.2(12.6)
1987 12,350(25.7) 4,821(25.1) 39.0(- 0.5)
1988 15,942(29.1) 6,122(27.0) 38.4 (- 1.5)
1989 21,321(33.7) 7,734 (26.3) 36.3 (- 5.5)
1990 30,772(44.3) 9,614 (24.3) 31.2(- 14.0)
1991 40,495 (31.6) 11,371(18.3) 28.1(- 10.1)
1992 51,932(28.2) 13,782(21.2) 26.5 (- 5.7)
1993 62,873 (21.1) 19,406 (40.8) 30.9 (16.6)
1994 75,340(19.8) 21,622(11.4) 28.7 (- 7.2)
1995 98,392(30.6) 25,379 (17.4) 25.8 (- 10.1)

주 : 1. 적립율 = (지급준비금적립액/ 경과보험료) × 100%
2.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나) 保險社別 支給準備金 積立率 推移

국내 원수사들의 지급준비금 적립율은 최저평균 23.3%에서부터 32.5%까지

분포되어 있고 표준편차도 3% 내외의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업사(대보, 한보)의 경우에는 준비금 적립율 추세가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標準

偏差도 국내 원수사에 비해 높고 變動係數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담보력 확

보 측면에서 지급준비금 추산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保險種目別 支給準備金 積立率 推移

보험종목별로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지급준비금 적립율 추이를 경과보험

료 대비로 살펴 보면 <표 Ⅳ-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종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수재, 보증, 자동차보험이 전체평균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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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7> 보험사별 지급준비금 적립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 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동 양 31.6 24.3 16.7 21.4 26.8 26.2 24.5 4.6 18.8
신동아 27.4 25.0 23.4 25.4 26.0 20.8 24.7 2.1 8.5
대 한 34.5 30.6 25.4 39.2 35.7 29.6 32.5 4.5 13.8
국 제 37.1 33.6 27.0 31.6 30.2 30.2 31.6 3.1 9.8
쌍 용 26.1 20.9 22.0 29.7 27.7 25.1 25.2 3.1 12.4
제 일 30.4 27.1 22.3 32.5 25.5 22.3 26.7 3.8 14.2
해 동 29.3 22.7 18.8 32.8 28.9 29.0 26.9 4.7 17.5
삼 성 30.4 27.1 26.0 27.5 25.3 22.0 26.4 2.5 9.5
현 대 30.2 28.5 24.1 26.3 25.8 23.1 26.3 2.4 9.1
럭 키 32.8 26.2 23.7 30.7 29.2 28.0 28.4 3.0 10.6
동 부 20.8 20.3 20.6 26.2 26.1 25.9 23.3 2.8 12.0
대 보 33.4 40.6 41.9 47.1 45.6 36.8 40.9 4.7 11.5
한 보 14.7 50.7 112.2 88.5 46.7 33.8 57.8 32.9 56.9
A .H .A 24.2 26.0 26.3 24.8 18.2 20.4 23.3 3.0 12.9
CIGNA 18.4 11.3 13.1 30.5 14.8 13.3 16.9 6.5 38.5
합 계 29.3 26.7 24.7 29.7 28.1 25.4 27.3 1.9 7.0

주 : 1. 적립율 = (지급준비금적립액/ 경과보험료)×100%
2. 변동계수 = (표준편차/ 평균)×100%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상회하고 있는 반면 장기, 개인연금, 화재보험은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특히 일반보험과 위험의 성격이 상이한 保證保險의 평균적립율이 52%로 전체의

2배에 이르고 또한 標準偏差도 16.9%를 나타내므로 매년 적립율의 크기가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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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18> 보험종목별 지급준비금 적립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 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화 재 15.2 11.1 11.0 10.3 12.4 13.1 12.2 1.6 13.1
해 상 16.4 14.7 16.4 16.6 14.8 16.7 15.9 0.8 5.0
자동차 42.8 39.5 35.1 47.8 46.6 45.7 42.9 4.4 10.3
보 증 31.6 48.8 77.1 71.6 47.1 36.8 52.0 16.9 32.5
특 종 28.8 22.3 24.4 22.6 22.1 21.1 23.5 2.6 11.1

해외원보험 25.4 25.6 36.1 39.8 37.8 47.3 35.3 7.8 22.1
외국수재 369.4 282.5 247.0 243.9 250.7 253.9 273.7 42.5 15.5

장기 1.3 0.9 0.7 0.6 0.8 0.9 0.9 0.2 22.2
개인연금 - - - - 0.2 0.5 0.4 0.1 25.0
합 계 31.2 28.1 26.5 30.9 30.1 25.8 28.5 2.0 0.7

주 : 1. 적립율 = (지급준비금적립액/ 경과보험료)×100%
2. 변동계수 = (표준편차/ 평균)×10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나) 長期貯蓄性保險料積立金

(1) 營業保險料의 構成

장기저축성손해보험의 영업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의 영업보험료 구성과 달리

순보험료가 危險保險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貯蓄保險料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장기저축성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누어지고 위험보

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보험기간중 보험사

고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된 계약에 대하여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豫定

利率을 기초로하여 만기환급금을 계산한 재원으로서 보험사가 매사업연도말에

계약자 앞으로 적립하여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재원이 된다.

장기저축성보험료중 純保險料와 附加保險料의 회계처리는 다른 손해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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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나 저축보험료는 보험료로서의 수익성격보다는 만기시 또는 중도해약

시 지급해야 하는 예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계의 구조상 還給金은 저축성보험료에 대응하는 原價로 처리되

고 있으며, 기일이 경과한 장기저축성보험료중에서 결산일 현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는 보험원가항목으로서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30)

(2) 算出方法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제6조

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효한

계약은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규정된 산식에 따

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세제지원 個人年金損害保險의 경우 보험료적립금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액으로 하며, 이 경우 적립

금이 零보다 적은 때에는 零으로 한다.

한편,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효된 계약중 復活權 留保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은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復活率

(부활계약건수를 실효해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방식은 전기 Zillm er식이며, 이는 초년도에 많이

지출된 新契約 費用으로 인하여 적게 책정된 순보험료 부족분을 차회 이후의 전

보험료 기간에 걸쳐 크게 산출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적립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30) 이원희, 정민근, 전게논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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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未經過保險料積立金

(1) 未經過保險料積立金의 意義

미경과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어느 일정시점에 영업을 중지하거나 모든 보험계

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의 미경과부분에 해당

하는 것으로 未經過保險料積立金은 유효한 보험계약의 미경과 보험기간중 발생

되는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준비금으로서 적립된다.

어느 일정시점에서 각각의 보험계약별로 미경과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렵고도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총괄적으로 합리적이고 정

확성이 기대되는 槪算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경과보험료를 대차대조표의 負債로 계상하고 당기의 收益에서 공제하는 것

은 期間損益을 중시하여 미실현손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회계원칙

적 측면을 따르는 것이며, Rob ert Riegel 교수의 정의와 같이 보험영업 특유의

성질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여야 하는 목적으로 Robert Riegel 교수는

그의 저서 I ns urance, P r incip le and P ractice"에서 ① 아직 거수되지 않은 보

험료(a prem ium as y et unearned )라는 점, ② 담보력 추정상의 필수요소 (a

n ecessary elem ent in estim at in g solv ency )이기 때문에, ③ 해약, 재보험 또는

장래의 손해에 대한 필요원가의 추정액 (an est im at e of necessary cost of

can cellat ion )이기 때문에, 그리고 ④ 이익적정 계산상의 요소 (a factor in

correctly calculat ion profit s )이기 때문에 적립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未經過保險料 算出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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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日割計算法 (daily basis )

個別計算法이라고도 하는데 매계약의 未經過日數에 따라 일할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月割計算法 (分數計算法)과 비교하여 더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月割計算法의 계산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작업량이 많은 일할계산법

을 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31)

(나) 月割計算法 (m onthly basis )

分數計算法 (fr act ion basis )이라고도 하며, 매월의 모든 계약이 일정일에 위험

이 개시된 것으로 가정하여 분수를 적용 산출하는 것인데 매월의 중간일을 引受

日로 보는 것이 1/ 24법이며, 매월의 초일 또는 말일을 인수일로 보는 것이 1/ 12

법이다. 1/ 24법과 1/ 12법에서 적용하는 분수는 <표 Ⅳ- 19> 과 같으며, 1/ 24법과

1/ 12법의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다.

2 N - 2M - 1
1/ 24法 : R = P ×

2N

N - M
1/ 12法 : R = P ×

N

단, R은 P에 대한 미경과보험료 (MN이면 0)

P는 각 계약월의 보험기간별 분류보험료

N은 보험기간의 월수

M은 각 계약월부터 계산월까지의 경과월수

31) 강정웅, 『손해보험회계』, 보험연수원, 1996,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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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9> 1년기준 월할계산법의 분수

월
1/ 24법 1/ 12법

월중기준 당월 초일기준 당월 말일기준

1 1/ 24 0/ 12 1/ 12
2 3/ 24 1/ 12 2/ 12
3 5/ 24 2/ 12 3/ 12
4 7/ 24 3/ 12 4/ 12
5 9/ 24 4/ 12 5/ 12
6 11/ 24 5/ 12 6/ 12
7 13/ 24 6/ 12 7/ 12
8 15/ 24 7/ 12 8/ 12
9 17/ 24 8/ 12 9/ 12
10 19/ 24 9/ 12 10/ 12
11 21/ 24 10/ 12 11/ 12
12 23/ 24 11/ 12 12/ 12

평 균 6개월분 (50% ) 51/ 2개월분 (45.8% ) 61/ 2개월분(54.2% )

(다) 分期計算法 (1/ 8法)

분기별로 계산된 보험료 수입에 근거하여 매분기의 보험료가 분기의 중간일

에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1/ 4분기분의 미경과보험료는 1/ 8, 2/ 4분기분은 3/ 8,

3/ 4분기분은 5/ 8, 4/ 4분기분은 7/ 8로 계산하여 미경과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라) 定率法

包括的 計算法이라고도 하며, 연간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미경과보험료로 추정

하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50%와 40%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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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定率法은 년간 比例計算法(annu al pro rata fr act ion basis )이라고도 하는

데 월할계산법에서 월의 중간일을 기준으로 하듯이 모든 계약의 위험개시가 년

중앙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보험사고는 계절적인 기복이 큰 것

이므로 槪算으로 충분하며, 非常危險準備金을 탄력적으로 적립하게 되면 그 부

족액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의 간소화를 기해보자는 것이다.

40% 定率法은 국제재보험거래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인데 년간 보험계약을

균등하게 4분기로 나누어 1/ 4분기 계약의 未經過保險料는 3개월분, 2/ 4분기분은

6개월분, 3/ 4분기분은 9개월분, 4/ 4분기분은 12개월분 등으로 추정하면 년간보험

료의 62.5%가 산출되는 바 그 1/ 3을 부가보험료로 공제하면 약 40%가 된다는

논리이다.

H .A .L . Cockerell은 그의 저서 I ns urance"에서 평균적인 未經過 保險期間은

6개월이 되므로 수입보험료의 1/ 2은 미경과분이며 손해율은 보험료의 80% 미만

이 예상되므로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는 80%의 1/ 2인 40%에 해당한

다고 보고 따라서 이 40%가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32)

그리고 이 40% 定率法에는 부가보험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색인

데 부가보험료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販賣費 (대리점수수료, 영업사원

인건비, 물건비 등)가 보험료 수입과 동시에 지출되므로 추산된 미경과보험료에

서 약 20% 정도가 공제되어도 이론상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마) 期間保險料法

一定比率法 또는 區間保險料 算出法이라고도 하며, 사업연도말 까지의 수개

월분의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로 산정하는 방법인데 일종의 定率法이긴 하나 매

월의 보험료 수입에는 계절적인 증감이 있으므로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

32) H .A .L . Cockerell, I ns urance , London 195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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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항해보험에 해당하는 적하보험, 선박의 항해구간보험, 운송보험 등은 이 방법

을 이용하고 있다. 가령 국내운송은 1개월, 대양적하보험은 3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로 적립한다.

(바) 初年度收支殘額積立法

당년도 保險料收入에서 당년도 계정의 다음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는

방법이다. 즉, 당년도의 보험금, 지급준비금, 사업비, 해약환급금 등을 공제한 잔

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日本의 보험업법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통상의 방법으로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 (월말기준 1/ 12법)보다 높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사) 年度分割法

營業收支殘額을 차년도로 이월하면서 인수년도의 보험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손익의 확정을 유보하는 방법이다. 英國의 Lloy d ' s나 일부 영국보험회사가 시행

하고 있는 3년결산방식 (thr ee- y ear account in g sy stem )이 여기에 속한다.

(3) 現行 會計制度上의 未經過保險料 算出方法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미경과보험료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은 손해보험

회사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산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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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自動車保險 및 保證保險 (保證期間 未確定은 除外)

매 계약별로 다음과 같은 日割算式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수재

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① 보험료 일시납의 경우: 보유보험료 × 미경과기간 (일수)/ 보험기간(일수)

② 보험료 분할납의 경우

분할납입 보유보험료의 총액 × 미경과기간 (일수)/ 보험기간 (일수)

-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유보험료 해당액

(나) 船舶保險, 航空保險 및 勤勞者災害賠償責任保險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의 20% 해당액으로 한다.

(다) 積荷保險

대차대조표일 이전 3월간의 보유보험료로 한다.

(라) 運送保險 및 海外旅行者 傷害保險

대차대조표일 이전 1월간의 보유보험료로 한다.

(마) 長期貯蓄性損害保險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

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長期貯蓄性損害保險을 위험보험료식으로 수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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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 미경과월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

액으로 한다.

미경과월별 보유보험료×{1 - (경과월수×2- 1)/ (보험료납입기간×2)}

(바) 生命保險의 受再保險

생명보험 재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사) 海外受再保險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의 40% 해당액으로 한다. 단, 經過保險

料 기준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아) 其 他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미경과월별로 다음 산식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미경과월별 보유보험료 × {1- (경과월수×2- 1)/ 24}

(4) 未經過保險料積立金 推移

(가) 年度別 未經過保險料積立金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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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1995년까지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의 연평균증가율은 28.2%로 보유

보험료 증가율 28.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유보험료 대비 미경과보

험료 비율추이를 살펴보면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동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연말보다는 연초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입금되어 적립율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20> 연도별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추이

(단위: 억원, % )

년 도 보유보험료(A ) 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B ) 적립율 (B/ A )
1986 10,559 9,828 3,435 32.5
1987 13,901 12,350 4,986 35.9
1988 17,699 15,942 6,830 38.6
1989 24,905 21,321 10,417 41.8
1990 34,230 30,772 13,918 40.7
1991 45,144 40,495 18,580 41.2
1992 54,904 51,932 21,552 39.3
1993 64,475 62,873 23,160 35.9
1994 79,001 75,340 26,822 34.0
1995 103,691 98,392 32,121 31.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나) 會社別 未經過保險料積立率 推移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최근 6년간 미경과보험료 적립율 추이를 살펴보면 국

내 원수사들의 경우에는 30%∼40% , 전업사의 경우에는 80%∼100% , 외국사의

경우에는 50% 내외의 적립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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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21> 보험사별 미경과보험료 적립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 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동 양 31.2 37.8 37.8 29.1 27.9 24.3 31.3 5.0 16.0
신동아 36.9 37.8 35.7 30.9 24.3 20.9 31.1 6.5 20.9
대 한 34.0 33.6 32.9 28.7 29.5 28.2 31.2 2.4 7.7
국 제 33.7 32.0 33.9 32.0 31.1 29.5 32.0 1.5 4.7
쌍 용 36.0 36.4 36.5 33.5 31.1 27.4 33.5 3.3 9.9
제 일 33.6 34.3 32.8 31.1 30.0 27.1 31.5 2.4 7.6
해 동 36.8 33.2 32.6 32.6 28.7 29.7 32.3 2.6 8.0
삼 성 39.0 39.4 35.4 30.4 27.0 23.7 32.5 5.9 18.2
현 대 37.1 35.1 31.5 30.1 27.8 26.2 31.3 3.8 12.1
럭 키 38.6 42.0 39.5 37.4 30.2 26.6 35.7 5.5 15.4
동 부 32.7 35.0 35.4 30.4 26.7 25.5 31.0 3.8 12.3
대 보 101.8 104.7 96.1 98.7 101.3 105.8 101.4 3.3 3.3
한 보 74.0 83.1 88.0 88.2 102.5 102.3 89.7 10.2 11.4
A .H .A 57.5 55.9 55.2 53.8 55.8 54.2 55.4 1.2 2.2
CIGNA 54.5 53.7 48.9 49.6 44.1 42.3 48.8 4.5 9.2
합 계 40.6 41.1 39.1 35.7 33.6 30.3 36.7 3.9 10.6

주 : 1. 적립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유보험료)×100%
2. 변동계수 = (표준편차/ 평균)×10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다) 保險種目別 未經過保險料 積立率 推移

최근 6년간 보험종목별 미경과보험료 적립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 고유의 종목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標準偏差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편차가 전체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동 종목의 적립율 추세가 매

우 변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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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22> 보험종목별 미경과보험료 적립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 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화 재 51.6 51.4 52.8 52.2 51.9 50.5 51.7 0.7 1.4
해 상 24.9 22.2 23.4 25.3 25.3 22.2 23.9 1.3 5.4
자동차 41.0 40.7 38.0 37.7 38.2 39.8 39.2 1.1 2.8
보 증 101.5 104.4 101.7 99.6 103.0 108.6 103.1 2.8 2.7
특 종 42.1 39.4 39.0 39.0 39.3 39.5 39.7 0.3 0.8

해외원보험 50.0 47.6 47.1 46.4 48.0 50.6 48.3 1.3 2.7
외국수재 40.0 39.8 39.2 39.7 39.3 39.6 39.6 0.2 0.5

장기 20.7 27.8 28.4 17.8 8.0 4.8 17.9 8.9 49.7
개인연금 - - - - 0.9 0.7 0.8 0.1 12.5
합 계 40.7 41.2 39.3 35.9 34.0 31.0 37.0 3.3 8.9

주 : 1. 적립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유보험료)×100%
2. 변동계수 = (표준편차/ 평균)×10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라) 契約者配當準備金

(1)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意義

個人年金保險은 장기계약성 및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 산출시에

약간의 安全割增을 포함하여 계상하므로 사업년도말에 결산을 행하면 통상 剩餘

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잉여금의 대부분은 보험료 안전할증 적용에 기인

한 것이므로 이익분배라기 보다는 보험료의 事後精算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보

험계약자를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되어져야 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와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자율차배당준비금과 계약

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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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契約者配當準備金의 種類

(가) 利子率差 配當準備金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시 사용되는 豫定利

率과 실제의 資産收益率과의 차이중 일부를 配當準備金으로 적립하였다가 연금

지급시 매회 연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적립되는 준

비금이 利子率差 配當準備金이다.

(나)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

이자율차 배당외에도 연금자산의 實際收益率과 豫定利率의 차이중 일부를 적

립하였다가 향후 개인연금의 資産收益率이 豫定利率보다 낮아질 때 (金利差損失

發生) 損失補塡金으로 사용하거나, 자산수익율이 타사보다 현저히 낮아서 契約者

配當率이 낮은 때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것을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이라고 한다.

(3) 配當準備金의 積立과 換入

이자율차 배당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재경원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계약자 배당후

잉여금 해당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年金資産의 보험료적립금과 연금자산의 미

경과보험료적립금 합계액의 10%에 이를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당해연도 이자율차

배당소요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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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연금자산의 이자율차 缺損(실제수익율이

예정이율에 미달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자율차 배당재원으로 換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 非常危險準備金制度

가) 非常危險準備金의 意義

오늘날 경제사회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

운 위험을 탄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위험부담을 채무로 하고 있

는 손해보험사업으로서는 料率水準의 引上이나 再保險手段을 통하여 이를 해결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擔保力의 增强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손해보험의 특성은 개개의 경영주체가 우발적 재해에 의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大數의 法則에 따라서 산출한 保險料라는 비용으로 이를 보상해

야 하는데 대수의 법칙이 실현되려면 1∼2년의 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적어도

5년정도의 平均損害率을 원가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진, 폭풍, 원자

력위험과 같은 불규칙적인 이상위험은 10년∼20년 또는 50년이상의 장기간이 소

요된 후 그 원가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제도가 바

로 非常危險準備金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에는 감독당국이 보험종목별 또는 전종목의 합계

액을 대상으로 미리 그 비율을 결정·시달하는 定率法과 보험회사가 利益金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임의로 결정하는 이른바 任意積立法이 있다.

전자는 負債計定에 계상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資本計定의 任意積立金으로 계상

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負債냐 또는 自己資本의 일부냐 하는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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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될 수 있으나 다른 준비금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데 비하여 非常危險準備

金은 불확실성 즉,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부채라는 점에서 廣意의 自己資本

즉, 擔保資本으로 보는 것이 더욱 유력한 학설이다.33)

나) 現行 會計制度上의 非常危險準備金 積立方法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는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시행세칙 제8

조에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은 經過保險料에 營業利益率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經過保險料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長期貯蓄性保險은 적립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이익율은 {경과보험료- 순보험금- (순사업비- 교육세해당액)}/ 경과보험료×

100%로 산출하며, 이 비율이 20%를 초과할 때에는 20%로 한다.

결산결과 當期純損失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당기순손실 예상액의 한도내에서

해당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주주에 대한 配當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당소

요금액 한도내에서 해당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비상위험준비금의 50% 해당액까

지 감액하여 적립할 수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缺損補塡을 위하여 보험종목별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원보험외 6개종목으로 구분)로 經過損害率이 100%를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 그 초과하는 결손해당금액을 순차적으로 환입하여 사용가능하며, 합

계금액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 결손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3) 강정웅, 『손해보험회계』, 보험연수원, 1996,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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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非常危險準備金 積立推移

(1) 年度別 非常危險準備金 積立推移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최근 10년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의 연평균증가율

은 16.8%로 경과보험료의 연평균증가율 29.2% 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율(비상위험준비금/ 경과보험료)도 1988년의 20.7%를 정점으로 하

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사고에 대한 담보력이 저하되고 있다.

<표 Ⅳ- 23> 연도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추이

(단위: 억원, % )

년 도 경과보험료 (A ) 비상위험준비금 (B ) 적립율 (B/ A )
1986 9,828 1,637 16.7
1987 12,350 2,274 18.4
1988 15,942 3,306 20.7
1989 21,321 3,703 17.4
1990 30,772 4,225 13.7
1991 40,495 4,579 11.3
1992 51,932 4,607 8.9
1993 62,873 4,025 6.4
1994 75,340 4,367 5.8
1995 98,392 6,642 6.8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5) 支給能力制度

가) 支給能力制度의 意義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 擔保力을 중심으로 한 회사 재무내용의 健全性을 나

타내는 경영지표는 계약자의 보호라고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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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擔保力의 크기에 대해서는 통상 契約者剩餘金과 보험영업에 관한 리

스크 규모를 예측하는 척도인 收入保險料와의 비교에 의하는 수가 많고 보험감

독행정상 전통적으로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보험사의 지급불능사태에 의

한 보험계약자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 保險市場 開

放, 資産運用에 대한 규제완화, 경제금융환경변화 등의 보험산업의 환경이 변화

하면서 支給能力制度의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支給能力關聯制度는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에서 年間保有保險料의 총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능력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질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나) 國內 損保社 支給能力制度

(1) 制度의 槪要

우리나라의 損保社 支給能力은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

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사의 年間保有保險料 總額에 한도를 두고 있다.

즉, 손보사의 연간보유보험료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이 연간수입보험료 총액의

50% 미만일 때는 연간수입보험료의 50% )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보유보험료 및 수입보험료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契約者剩餘金은 자기자본금 등의 합산항목에서 移延資産 등 차감항목을 공제

한 금액으로 보험사의 純資産 성격을 지니며 保有保險料는 총수입보험료 (원수보

험료 + 수재보험료+ 해약환급금 환입)에서 지출보험료 ( 해약환급금 - 재보험료 )를

차감한 것이다. 여기서 保有保險料는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계량화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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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고 보험계약자 잉여금을 支給餘力으로 해석한다면 보유보험료비율은

손보사의 보험위험을 고려하여 평가한 지수로 볼 수 있다.

<표 Ⅳ- 24> 보험계약자잉여금 구성항목

합 산 항 목 차 감 항 목

납입자본금(외국사는 영업기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해사업년도중에 유상증자한 금액(외국
사는 본사등으로부터 자금보전금액 포
함)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이연자산
당해년도중에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
자기주식
자본 50%이상 잠식회사 등의 주식지분(평
균주가가 액면가 이상은 제외)
선급비용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에서 퇴직급
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다음과목(대손충당금 초과 금액)

-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
- 1년이 경과된 미수금, 대리점 미수
- 1년이상 연체된 신용대출금 및 이자
- 1년이상 경과된 해외재보험 미수금과 미

지급금을 초과하는 미수금중 적은 금액

(2) 保險會社別 支給能力 現況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支給能力을 F Y '95 보유보험료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11개 원수사가 평균 583.8% , 전업사(2개 보증사와 재보사)가 평균 591.1% , 3

개 외국사가 22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7개사가 500%를 초과하

고 있다.

회사별로는 외국 3사와 국내사중 大韓保證, 再保, 삼성, 국제, 엘지, 대한, 신

동아가 500% 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쌍용, 제일 및 현대가 500%∼600% , 해동

(704.4% ), 동양 (786.9% )은 기준치를 200% 이상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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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Y '95의 보유보험료비율은 F Y 94와 비교할 때 營業收支改善效果에 힘입어

국내사가 106.5%p, 전체로는 53.2%p 개선되었다. 회사별 개선도는 제일이

165.7%p 개선되어 매년 개선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동양, 국제도

각각 101.9%p, 81.4%p의 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부 (- 1,495.0% )와 한국보증(- 116.7% )은 실질적으로 資本金이 잠식된

상태로서 保險契約者剩餘金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보유보험료비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95년중 동부는 9억5천만원의 적자개선이 있어 6억원

정도만 잠식상태에 있으나, 한국보증의 경우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

은 財務健全性의 악화는 향후 국내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規制緩和 및 價格自由

化의 실시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경우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율초과 회

사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표 Ⅳ- 25> 국내 손해보험사별 보유보험료 비율

(단위: 억원, % )

구 분 F Y '93
F Y '94 F Y '95

잉여금 보유보험료 비율 잉여금 보유보험료 비율

국

내

사

동양 781.3 561 4,994 888.8 714 5,620 786.9

신동아 228.4 632 3,093 489.5 688 3,414 496.2

대한 573.7 655 3,011 459.6 759 3,456 455.1

국제 379.0 510 2,045 400.5 728 2,322 319.1

쌍용 776.5 522 2,674 511.7 641 3,504 546.8

제일 1,888.5 428 3,271 764.4 691 4,135 598.7

해동 1,041.2 316 2,232 705.5 321 2,259 704.4

삼성 256.6 2,613 8,589 328.7 3,657 12,822 350.6

현대 969.2 1,417 7,709 543.9 1,664 9,386 564.1

엘지 393.1 1,329 5,905 444.0 1,646 7,238 439.5

동부 - 352.4 - 1,576 7,636 - 484.6 - 627 9,378 - 1,495.0

소계 718.2 7,411 51,164 690.3 10,882 63,535 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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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F Y '93
F Y '94 F Y '95

잉여금 보유보험료 비율 잉여금 보유보험료 비율

외

국

사

A.H.A. 493.1 53 237 443.4 71 281 396.2

CIGNA 101.4 70 80 115.3 80 87 108.2

VIGIL 47.9 31 20 63.8 25 30 118.1

소계 206.8 154 337 218.1 176 398 226.1

전

업

사

대보 235.7 1,233 3,729 302.2 1,261 4,070 322.7

한보 - 208.0 - 1,016 1,709 - 168.1 - 1,489 1,738 - 116.7

재보 209.6 1,910 4,441 232.5 2,082 5,150 247.4

합계 338.4 2,127 9,880 464.4 1,854 10,958 591.1

전체사 601.7 9,694 61,382 633.2 12,912 74,891 580.0

4 . 現行 保險會計의 問題點 檢討

가. 生命保險會計制度의 問題點 檢討

1) 收益 및 費用 認識上의 問題點

가) 先納保險料와 關聯事業費의 對應問題

현행 생명보험회계규정에서는 收益과 費用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對應表示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선납보험료의 경우에는 當期收益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선납

보험료에 관련한 事業費는 발생시점에서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음으로써 상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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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나) 事業費의 當期 費用認識

현행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純保險料式을 원칙

으로 하되 생보사들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解約還給金式을 인정하는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事業費의 발생이 계약기간

에 걸쳐 평균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사업비는 계

약초기에 대부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사업비를 전액 當期費用으로 처리하

고 있는 것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다) 移延事業費制度의 不明確

현행 생명보험회계규정 제18조에는 當期에 발생한 사업비의 1/ 2을 移延資産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1/ 2을 이연상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1/ 2이하를 이연상각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연사업비를 상각함에 있어서는 회사설립후 6사업년도부터 5년간 매년

均等額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企業會計基準의 이연자산상각제

도에도 위배되고 있다.

2) 資産評價制度의 問題點

가) 再評價利益의 社外流出

보험사의 자산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 107 -



가 축적되어 형성된 자금으로서 자금의 성격이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公共性이

높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보험자산의 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 감독을 하고

있으며, 보험자산의 평가는 商法 및 企業會計基準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취득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변하여 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실질적인 자산가

치를 유지하지 못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物價變動에 대한 부분적인 방법으

로 보험사의 資産再評價制度를 도입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업법 제

97조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금은 결손보전,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 3항에서는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재평가 차액은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처분외에도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생보사중 기존사의 경우에는 보유 부동산이 많아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결손보전이나 계약자배당을 해오고 있으며, 신설사의 경우에는 일부사가 95년에

들어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결손보전을 하기도 하였다.

< 표 Ⅳ- 26> 생보사 자산재평가익 처분내역

(단위: 억원)

구 분 1990.5∼1992.3 1992.4∼1994.3 1994.4∼1996.3
자산재평가익 5,383 1,116 534

처분내역

계약자지분 2,611 629 122
주주지분 441 - -

결손보전등 2,331 487 412

자료: 보험감독원

특히 신설사의 경우에는 현재 누적적자가 커서 이러한 資産再評價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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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을 하여 타 사와의 경쟁을 위한 契約者配當 등으로 사외유출이 이루어

져 97조 준비금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97조 준비금의 사용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有價證券評價利益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97조 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하

게 함으로써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법인세

법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益金에 算入되는 반면에 준비금 轉入額은

損金不算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未實現利益을 계상하여 회사의 현금이 사외로

유츌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보사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익의 계상이 가능하지만 평가익을 계상하게 되면 고정자산의 任意評價增에

해당되어 益金에 산입되는 반면에 準備金 轉入額은 損金不算入됨으로써 결과적

으로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97조 준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

황이다.

나) 生保社保有 有價證券의 性格 分類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 소유의 市場性있는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회

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이내에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의미)은 유가증권(流動資産)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유

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 (投資資産)으로 구분하여 계상토록 하고 성격에 따라 평

가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즉, 有價證券의 평가손익 발생시에는 營業外損益으로

계상하여 當期損益에 반영하고, 投資有價證券의 평가손익 발생시에는 資本調整

計定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기본통칙 2- 16- 5…29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市場性있는 유가증권을 賣買目的으로 매입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대한 評價損益은 損金 또는 益金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投資目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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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소유 유

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과거에는 전부 投資有價證券으로 분류되

었으나 지난 96년 10월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의 개정으로 생보사 보유 유가증

권은 전부 有價證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사채 등과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의 주식까지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上場株式의 時價評價

1996. 3. 3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上場株式의 평가방법이 低價法에서 時價

法으로 변경되었다. 時價評價는 평가손실뿐 아니라 평가이익까지도 계상하게

되므로 보수주의 회계에 반하는 것이다. 評價利益이 발생한 경우 아직 현금유

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이익에 대한 法人稅와 配當 등 現金流出이 나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時價法으로

전환한 것은 시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능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정보

를 반영하기 때문에 適時性이 있으며, 또한 시가로 평가하면 기업의 자산상태,

유동성, 지급능력, 재무적 탄력성 등을 보다 잘 견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장점 때문에 금번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시가법으로

전환되었지만 생보사의 경우에는 아직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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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증권시장

침체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에게 막대한 評價損

을 입혔고 이에 따라 評價損을 반영할 경우 금융기관의 信賴性 低下가 예상되고

있다.

銀行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부터 주식평가손을 30% 반영해 왔으며 96회계년

도에도 평가손의 30%를 반영할 예정이다. 證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평가손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해 왔으나 F Y '95년 (1995.4∼1996.3)에는 평가손

의 15%를 반영하였으며, F Y '96년에는 25%를 반영하고 향후에도 證券市場의 상

황을 토대로 적정수준의 평가손을 반영하여 투자가에게 각사의 정확한 회계정보

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반기결산시 평가손의 20%를 반영할 예정이

고, 비교적 보수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損害保險會社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는 주식평가손을 반영해 오지 않았으나, 지난 96년 10월 회계규정 개정으로

F Y '97년 (1996.4∼1997.3)에는 평가손의 15%를 반영하고 F Y '98년부터 매년 5%

씩 상향조정하여 평가손을 반영할 예정이다.

생보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證券去來所에 상장되지 않았고 보수주의적 견지

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금번의 기업회계기준 개정

과 자본시장에서의 時價의 객관적 측정가능성 및 금융기관간 衡平性 問題를 고

려할 때 시가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 責任準備金制度의 問題點

가) 社內留保利益 過多로 契約者間 衡平性 問題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달성한 회사의 경우 社內留保利益은 장래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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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한 지급여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현재의

계약자 몫이 장래로 이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 계약자와 미래 계약자간

利益配當의 衡平性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최저준비금을 적립한 회사가 K율 적립원칙에 의거 당기익의 대부분을

準備金積立 充實化에 사용했을 경우 純保達成期間이 장기가 될 뿐 아니라 이는

현재 계약자의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34)

나) 豫定基礎率 固定에 따른 問題點

현행 규정하에서는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이율과 준비금 적립에 사용

되는 예정이율은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개방에 따른 자유화 조치의 일

환으로 시작된 생명보험의 價格自由化는 지난 94년 4월 예정유지비율의 자유화

를 시작으로 95년 4월에는 사차배당이 자유화되었으며, 97년에는 이차배당 및

예정위험율이 자유화될 예정이다. 가격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 98년 이

후)에는 비차배당 및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의 자유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따

라서 98년이후 검토예정인 豫定利率 自由化와 연계하여 고려해 볼 때 현행과

같이 보험료 산출시와 준비금 적립시 동일한 에정이율을 적용할 경우, 높은 예

정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회사가 큰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어 支給不能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다) 財務諸表上 負債金額 過多로 契約者의 誤解소지

순보험료식 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차이는 未償却 新契約費로서 보

34) 한국보험계리인회, 『제8회 보험계리인회세미나』, 1996. 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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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납입에 따라 보전될 금액이다. 따라서 그 금액이 확대될수록 장래

Cash - F low의 현가는 증가하여 기업의 가치는 개선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부

채를 계상된 책임준비금으로 인식하여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가 經營

不實로 오해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4 ) 契約者配當制度의 問題點

가) 利差益配當을 金利差 保障과 利差配當으로 二元化하여 實施

현행 金利差 保障은 보험이론상 이차익부문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차배당과

이원화되어 있어 계약자가 금리차 보장을 定期預金金利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으로 오해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차 보장의 기준금리인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實勢金利의 변동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손익구조가 은행권의 금리에 종속

되어 금리자유화, 가격자유화 등 금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또한 金利差 保障이 다른 배당보다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 내용

발표시 제외되어 실제 배당금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발표되어 契約者配當에 관

한 홍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나) 死差配當率의 非合理的인 設定

사차익의 기여도가 낮은 연령층이나 재해사망 및 적자요인인 재해입원 등에

대해서도 일률배당이 적용되어 死差損失이 큰 연령층이나 재해급부가 큰 상품의

배당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이나 재

- 113 -



해급부가 작은 상품은 불리하여 계약자간의 公平性을 상실하고 있다.35)

다음 < 표 Ⅳ-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사의 경우 일반사망의 이익은 증

가하는 반면, 재해사망 손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일률적인 배당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 27> 기존사 사차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배당전손익 사차배당금 배당후손익

1993 1994 1993 1994 1993 1994
일반사망

재해사망

1,597

133

2,817

150

860

454

1,094

553

737

- 321

1,723

- 403
계 1,730 2,967 1,314 1,647 416 1,320

자료: 한국보험계리인회, 「제8회 보험계리인세미나」, 1996. 6

다) 過多한 配當競爭으로 新設社의 財務構造 脆弱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總剩餘金에서 지불능력 확보를 위

하여 責任準備金을 충실히 적립하고 자본의 충실화를 기한 후 남은 잉여금을 계

약자 배당재원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新設

社의 경우에는 배당재원을 不動産 評價 또는 事業費 移延 등의 방법을 통해 조

달하는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다한 배당경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赤字配當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

후 신설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5) 한국보험계리인회, 『제8회 보험계리인세미나』, 1996. 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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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9> 신설사 결산현황 (F Y '95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수입보험료 수 지 차 당기손익
지급여력

부족액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43,445

20,211

29,953

13,786

4,934

6,710

- 3,129

- 1,694

- 3,309

4,210

1,215

2,867
계 92,609 25,430 - 8,250 8,292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1996

나. 損害保險會計制度의 問題點 檢討

1) 收益 및 費用 認識上의 問題點

현행 손해보험회계규정 제10조에서는 모든 收益과 費用은 그것이 발생한 기

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나, 구상채권에 의한 未收債權은 회수

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收益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지난 96년 10월 회계규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과거의 회계관행을 명문

화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준용하여 도입하였다.

손해보험사의 수익 및 비용인식 기준은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현

금주의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新契約費

의 費用認識 問題이다. 즉, 입금된 보험료는 결산시점에서 기간이 경과된 부분

만 수익으로 인식되지만 이에 따른 募集費用은 발생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

식하고 있어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保守主

義的 會計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회계기준에도 위배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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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求償債權의 수익인식도 동 채권이 회수된 경우에 한하여 수익으로 인식

하도록 하고 있다. 구상채권의 수익인식은 미국의 SAP에서도 과거에는 우리나

라와 같이 現金回收基準에 의하여 인식하였으나, 1993년부터 회수가능금액을 계

상하고 있다. 또한 F A SB #60에 의한 재무보고서는 支給準備金 또는 支給保險金

의 계상시 잔존물 처분 또는 구상권 행사로써 회수가능한 금액 (예상부대비용 차

감)을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損害保

險經理基準에서도 구상권행사 또는 잔존물매각 등으로 회수예상금액을 지급준비

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상채권의 인식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 관점에서 현금회수기준으로 처리했을 때 期間損

益計算의 왜곡여지가 있고 잔존물 또는 구상으로 인한 流入資産의 처분기간이

길 때에는 상당기간 簿外資産을 보유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 資産評價制度의 問題點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은 결손보전,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 등에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3항에서는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재평가 차액은 자

산재평가법에 의한 처분외에도 財經院長官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들은 지난 90년대초 自動車保險의 적자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일부 손보사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영악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7조 준비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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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 30> 손보사 자산재평가익 처분내역

(단위: 억원)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자산재평가익 660 2,058 - 591

처분내역

계약자지분 - - - -
주주지분 - - - -

결손보전등 660 2,058 - 591

자료: 보험감독원

한편, 지난 96년 10월 손해보험회계규정의 개정으로 97회계연도부터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총 평가손실의 15%를 有價證券評價充當金

으로 적립해야 하고 매년 5%씩 상향조정 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현행 국내

금융기관의 상장주식 평가손 처리방법과 같은 것으로서 금융기관간 衡平性 圖謀

次元에서는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되지만 금번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上場株式에

대해 시가평가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손보사의 경우에도 향후 상장주식의 時

價評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 準備金制度의 問題點

가) 支給準備金 計上의 適正性 問題

支給準備金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지급해야할 채무로서 기간원가로 인식되

어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여부는 期間營業損益과

支給能力의 確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는 지급준비금의 계산기

준으로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과거의 추세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된 지급준비금이 적

정한지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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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 A SB # 60 P aragraph 18에 의하면 지급준비금의 계상시에는 物價上昇

效果를 고려해야 하고, 지급준비금의 적립액과 실제보험금의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시점의 손익으로 계상하고, 예상되는 保險金換入額은 순실현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준비금 계

상금액과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인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현재 회계처리

방법과 차이가 없으나, 지급준비금 계상에 物價上昇率의 효과 고려와 보험금환

입 예상액의 지급준비금 차감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36)

나) 自動車保險 支給準備金 制度

현행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방식 (A PM 방식)는 각 사고들에 대해 개별추산법

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방식은 과거의 經驗値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가상

승율, 의료수가인상율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험종목의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精算期間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할수 있다. 최근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동차보

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旣發生未報告準備金의 一律的 配分

현행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등 보험금 精算期間이 비교적 장기간인 身體損害保險 관련종목과 위험

이 특이한 保證保險에 대해서는 旣發生 未報告損害額으로 결산시점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을 일률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36) 이원희, 정민근, 전게논문,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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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보위험별 과거의 기발생미보고손해액 발생추이, 발생정도 등을 고

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담보위험별 損害率 算出의 정확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라) 非常危險準備金制度의 問題點

대차대조표상의 非常危險準備金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

비금으로서 장래 예상되는 대형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負債性 充當金이

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회사 결산상 배당금을 위한 剩餘金 確保를 위해 輕

減積立이 허용되고 결손보전을 위해 환입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부채성충당금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그 적립 및 사용방법은 保險

營業利益의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논리적인 상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액에 있어서 회사의 결산상황에 따라 恣意的으

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期間損益의 평가와 회계처리의 繼續性 原則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 支給能力制度의 問題點

국내 손해보험의 경우 경영지도기준으로 경영의 합리화 및 건전성 유지를 목

적으로 보험영업, 재산운용,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부문별 및 종합 經營評價制

度가 시행되고 있으나 생명보험과 같이 支給能力의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保險契約者剩餘金 및 再保險管理規定 에 의거 보유보험

료비율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擔保力을 측정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보유보험료 비

율이 500%를 초과할 경우 보험감독기관은 增資命令, 保有保險料의 制限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契約者剩餘金에 대한 保有保險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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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로서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과거 미국에서 현재의

RBCR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채택하였던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동비율이 300%를

초과할 경우 이상치로 간주).

그러나 현행 규정은 그 자체가 너무 包括的이며 보유보험료비율이 지급여력

을 지칭하는 것인지 보유를 제한하는 것인지 개념상으로 불분명한 면이 있다.

또한 보유보험료비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엄격한 監督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율위반에 대한 명확한 制裁基準 및 措置內容이 없는 상태이므

로 감독의 透明性이 부족하고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지급능

력제도의 근본 취지가 실행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생보사의 지급여력은 「生命保險會社의 支給能力에 관한 規定」에 의

거 책임준비금의 1%로 정해져 있어 EU의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표 Ⅳ- 31> 생ㆍ손보 지급능력제도 비교

구 분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관련규정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

력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잉

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

지급능력평가방법 부채비율
보유보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

최저지급능력한도 책임준비금의 1% 500%

제 재 조 치 단계별 제재조치 구체적 제재조치 없음

다음으로 현행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경영리스크 등

을 총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리스크로 측정되는 보유보험료도 모

든 손보사에 대해 보험종목별 구분없이 一律的인 基準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마다의 固有危險과 特性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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