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外國 의 保險 會 計制 度

1. 生命保險會計制度

가. 美 國

1) 生命保險會計體系 槪觀

미국 생보사의 외부보고를 위한 會計基準은 SAP (St atut ory A ccount ing

Pract ice : 법정회계원칙), GAA P (Gen erally A ccept ed A ccount in g Principles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세무회계 (T ax A ccounting )의 3

가지로 구분된다.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SAP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회계는 미국의 전생보사가

작성하고 있으며, GAAP에 기초한 재무제표는 公開된 생명보험주식회사는 작성

할 필요가 있지만 상호회사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SAP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원칙으로서 契約者保護 目的으로 제정

된 것이며, 보험사의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회계원칙이다. SA P에 의한 재무제

표는 보험회사 단독의 個別財務諸表를 작성하고 있다. SAP에 의해 보고된 재무

제표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GAAP는 일반 투자가에게 보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회계원칙으로서 繼續企

業 (g oing con cern )을 전제로 하여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과 客觀性에 기초한 재

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찾기 위해 當期損益을 중시한다. GAAP에 의한 재무제

표는 동일그룹의 타업계를 포함한 連結財務諸表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GAAP

에는 생보사의 특수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있는 기준서로서 책임준비금의 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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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험료의 인식, 자산의 평가방법 등은 F A S 60호(A ccounting an d Report ing

by In suran ce Ent erprises )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니버셜보험 등의 보험료 인식

등에 대해서는 F A S 97호(A ccount in g an d Report in g by In surance Ent erprises

for Cert ain Long - Durat ion Contr act s and for Realized Gain s an d Los ses from

the S ale of Inv estm ent s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再保險에 대해서는 F A S

113호(A ccounting and Report ing for Rein surance of Short - Duration and

Lon g - Durat ion Contr act s )에 규정되어 있으며, 時價會計에 관한 규정은 F A S

115호(A ccounting for Certain Inv estm ent s in Debt s and Equity S ecurities )에

규정되어 있다. 稅務會計는 생보사들이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하며, 각주의 會社

法에 의거하여 모든 생보사가 작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는 보험감독당국에 報告目的으로 작성되는 SAP에 의한

재무제표와 證券市場의 공시용으로 작성되는 GAAP에 의한 재무제표는 그 적용

기준과 회계처리방법, 공시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

면 다음 <표 Ⅴ- 1> 과 같다.

2) 生命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미국의 생명보험회계에 있어서 收益의 인식은 SAP와 GAA P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SAP는 現金主義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GAAP에서는 發生主

義를 채택하고 있다. SAP에 의한 보험료의 수익인식은 현금이 입금될 때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NAIC에서 제정한 연차보고서 부속명세서중 Ex hibit s 3

자산원장의 조정 (Recon ciliation of Ledg er A sset s )에서 현금기준에 의한 원장기

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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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납입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어야 하는데 반해

계약자들의 보험료 납입은 법적으로 구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先受保險料

(prem ium in adv ance )의 수익인식은 입금된 보험료에서 선납된 금액을 할인하

여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계상한다.

<표 Ⅴ- 1> SAP와 GAAP의 차이점 비교

구 분 S A P GAAP
회계처리
원 칙

청산(liquidation) 계속기업(going concern)

회계처리
목 적

계약자를 위한 solvency 확보를 확

인하기 위해 계약자에 대한 채권담

보능력 측정

일반투자가의 투자판단 자료제공

손 익 의
계산방법

이익계산보다도 재산상태의 표시에

중점

이익은 일정기간의 기초와 기말에

있어서의 순자산과 비교하여 계산

재산상태의 표시 보다는 이익계산에

중점

기간손익을 기간이익과 기간비용과

의 차액으로 인식

책임준비
금 계산

감독관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기초

하여 계산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적립

기초율은 각주의 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NAIC에서 정한

동일의 기초율로 책임준비금을 계산

각사의 경험에 기초한 기초율(미국계리

인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요

율)에 의거하여 계산하여 적립

신계약비
계 산

신계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발

생한 연도에 비용으로 계상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장기간

에 걸쳐 상각

비인용
자 산

비인용자산(Nonadmitted Asset)은 자

산으로 인식하지 않음(대차대조표의 자

산항목에서 제외)

비인용자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SAP에서 비인용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도

통상의 자산으로 인식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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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ance Ent erprises , F A S N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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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생보사는 보험료의 수익인식기준으로 發生主義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어

현금수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인식

하고 있다. 그러므로 未收保險料 (due prem ium )는 자산에 계상하며, 先受保險料

(prem ium in adv an 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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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과

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費用의 인식기준을 살펴보면 이 또한 수익의 인식기준처럼 SAP에

서는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고, GAAP에서는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비용

의 인식중에서 SAP와 GAAP의 가장 큰 차이는 新契約費의 처리방법이다. 즉,

SAP에서는 신계약비 전액을 초년도의 經費로서 인식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당년

도에 비용처리하지만 GAAP에서는 이를 移延資産化하여 보장기간에 걸쳐 償却

하도록 하고 있다.

나) 資産評價制度

미국 생보사가 보유하고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SAP와 GA AP에서 약

간 상이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SAP

SAP에 의하면 우선 유가증권평가방법중 일정등급 이상의 債券 (채무불이행이

없는 채권)은 均等利率評價法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채권은 NAIC에서 정하는

時價로 평가한다. 普通株는 NAIC에서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며, 優良 優先株는

원가법, 非優良 優先株는 NA IC에서 정하는 시가로 평가한다. 不動産의 평가는

原價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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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AP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손익 및 매각손익 (금리변화에 따른 채권매

각손익 제외)은 적립한도에 달할 때까지 부채계정의 資産評價準備金(AVR,

A s set Valuat ion Reserv e )에 적립하며, 적립한도에 달한 후 평가익은 자본계정의

剩餘金에 편입한다. 금리변화에 따른 債券賣却損益은 그 채권의 본래 만기까지

의 기간에 걸쳐 이연상각한다. 이 경우 연도말의 미상각잔고가 金利維持準備金

(IMR, Int er est M aint enan ce Reserv e)이 된다.

SAP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해 公示問題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유가증권마다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균등이율평가액, 시장가격, 총실현평가익, 총실현평가손, 총

미실현평가익, 총미실현평가손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 GAAP

美國의 F A SB (F in an cial A ccounting St an dards Board )는 1993년 6월에 F A S

115호 債務 및 持分證券에 대한 投資의 會計處理 를 공표하였다. 이 基準書는

1993년 12월 15일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생보사를 포함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었다. 즉, 이전에는 일반기업, 은행, 생보 등에 상이

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었으나 F A S 115호에 의해 통일된 것이다.

GAAP에 의한 자산평가방법을 살펴보면 債券은 원칙적으로 균등이율평가법

을 적용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는 채권은 시가로 평가한다. 보통주

식 및 상환불능 우선주는 時價로 평가하며, 상환가능한 우선주는 균등이율평가

법을 적용한다. 또한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가 取得原價 또는 균등이율평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그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투자액을

純實現可能額으로 감액한다. 한편, GAAP에 의한 未實現損益은 법인세를 차감

한 금액을 주주지분의 별도요소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당해 유가증권의 만기

또는 판매시까지는 당해년도 손익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가격의 하락이 일시적

- 125 -



이지 않다고 생각된 평가감액은 실현손실로서 표시하고 賣却損益은 당기손익에

계상한다.

<표 Ⅴ- 2> 미국생보사의 자산평가방식

구 분 일반기업의 기준 생보의 SAP 기준 생보의 GAAP 기준

유가

증권

평가

기준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저
가법 적용이 원칙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원칙으로 주식의 실질가치
(순자산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에 의해 평가
시장성이 있는 채권은 저가
법을 사용하고,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원가법이 원
칙
저가법의 적용방법은 취득
원가합계와 시가합계를 비
교하여 낮은 것을 대차대
조표에 표시

채권중 일정등급이상의 채
권은 균등이율평가법으로
평가, 이것을 만족하지 않
는 채권은 NAIC가 매년
발행하는「유가증권의 평
가」에서 정하는 시가와
균등이율평가액중 낮은 가
액으로 평가
보통주식은 NAIC에서 정하
는 시가로 평가
우량우선주는 원가법, 비우
량우선주는 NAIC에서 정
하는 시가로 평가

채권은 원칙으로 균등이율
평가법,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는 것은
시가로 평가
보통주식은 시가평가
상환불능 우선주는 시가로
평가하며, 상환우선주식은
균등이율평가법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가
취득원가 또는 균등이율
평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그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투자액을 순실현가능액
으로 감액

유가

증권

평가

손익

취급

평가손에 대해서는 충당금
을 계상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지분
증권관련 평가손 충당금
환입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지
분증권관련 평가손 충당
금 환입액은 자본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
평가손의 처리는 洗變方式*
에 의함

평가손익 및 매각손익(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의 매각
손익은 제외)은 적립한도에
달할때까지 부채계정의 자
산평가준비금(AVR)에 적
립하고, 적립한도에 달한
후에는 평가익은 자본계정
의 잉여금에 편입
금리변화에 따른 채권의 매
각손익은 그 채권의 본래
의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
쳐 이연상각하고 연도말의
미상각잔고가 금리유지준
비금(IMR)이 됨

미실현투자이익 및 손실은
각각에 관련되는 법인세
공제후의 금액으로 주주지
분(계약자지분)의 별도항
목으로서 대차대조표 대변
에 표시, 따라서 미실현이
익 또는 손실은 만기 또는
판매시까지 손익에 계상되
지 않음

가격의 하락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된 평가감액은
실현손실로서 표시

매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

부 동

산

평 가

기 준

취득원가- 감가상각누적액

업무용부동산 : 취득원가
- 감각상각누적액
채권보전부동산 : 지급받
지 못한 채권액과 공정
한 시장가액중 적은 금
액
투자부동산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적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적액

주 * : 洗變方式은 전기말에 평가손을 계상한 경우 다음 기에서 장부가액을 평가손 계상
전의 취득가액으로 되돌리고 전기말의 평가손 부분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수정

익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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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SAP )

미국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1990년 NAIC에서 정한 標準責任準備

金法(St andard V aluat ion Law )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감독관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CRVM , Com m ission er s Reserv e Valuat ion M odel)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초년도 순보험료는 초년도 死亡保險金을 지급할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액 사업비에 충당하며,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계약기간이 1년 짧은 동일내

용 보험의 순보험료로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예정기초율중 豫定死

亡率은 보통의 생명보험에 대하여는 1980년 CS O사망표 (Com missioner s 1980

St andard Ordinary M ort ality T able ), 10년선택 사망율을 부착한 1980년 CS O사

망표, NAIC에 의해 1980년 이후 채택 감독관이 승인한 보통사망표, 특정의 위험

급별에 대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보통사망표 또는 이것의 수정표중 어느 것이든

선택이 가능하다.

책임준비금 산출에 사용되는 利子率은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연동하는 이

자율을 매년 산출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다른 산

식을 결정한다. 즉,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I = 0.03 + W ×(R1- 0.03) + W/ 2 ×(R2- 0.09)

단, R 1 = m in (R , 0.09)

R2 = m ax (R , 0.09)

R은 M oody의 사채이자율37)

W 는 W eight in g F act or로서 보험형태, 보험기간별로 각

37) M oody ' s의 사채이자율은 보험계약 전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4년

평균과 직전 1년간의 평균중 작은 쪽으로 12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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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르며 0.35∼0.50

산식을 적용하며, 一時納年金 및 Gu aranteed Int er est Contr act을 가진 年金의

경우에는

I = 0.03 + W ×(R - 0.03)

을 적용한다.

(2) 其他準備金

과거에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이 보험회사의 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法定有價證券評價準備金(M SVR , M andat ory S ecurit ies

V alu at ion Reserv e)이 있었다. 동 준비금은 1951년 이래로 유가증권에 국한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하였던 준비금이었으나 1991년 12월 NAIC는

종전의 M SVR에 대신한 것으로서 資産評價準備金과 金利維持準備金의 도입을

결정하고 1992년 결산부터 당해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資産評價準備金(AVR , A s set Valuat ion Reserv e)은 확정이자부 증권 및 보통

주식에 추가해서 저당증권, 부동산 및 기타 투자자산에서 생긴 투자손실에 대비

하기 위한 준비금이며, 金利維持準備金 (IMR, Interest M aint en ance Reserv e)은

전체의 확정이자부증권의 이율변동에서 생긴 實現資産賣却損益을 파악하여 증권

의 잔여투자기간에 걸쳐 상각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이러한 준비금들의 개요는

다음 < 표 Ⅴ- 3> 과 같다.

라) 契約者配當制度

미국 생보사의 配當은 1844년 Girad Life In suran ce Annuity an d T ru st

Com pany of P hiladelphia에서 보험금액을 1.25% 할증하여 지급한 것이 그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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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1863년까지의 배당금의 할당방법은 대부분의 회사

가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배당대상기간의 納入保險料 합계에 대하여 일정율을 곱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現金 또는 證書 (scr ipt )로 지

급되었고 지급일은 할당일로부터 수년 (1∼5년)후로 정하고 있었으며, 증서는 보

험료 납입에 사용할 수 있었다.

<표 Ⅴ- 3> A VR 및 IMR의 개요

구 분
자산평가준비금(AVR )

금리유지준비금(INR )
채무불이행 요소 주식/ 부동산 요소

목 적
확정금리증권의 신용위험

에 대비

주식 및 부동산 투자위험

에 대비

확정금리증권의 금리변동

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손

실에 대비

대상자산
모든 확정금리증권 (채권,

우선주, 저당증권 등)
보통주, 부동산

모든 확정금리증권 (채권,

우선주, 저당증권 등)

전입액

실현/미실현손익

- 실제적립액과 적립한도

액과의 차액의 20%이

상

실현/미실현손익

- 실제적립액과 적립한도

액과의 차액의 20%이

상

실현손익 전액

NAIC 등급이 2등급이상

변화되지 않은 채권, 우

선주 등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

은 저당증권

적립한도

채권 및 우선주는 등급

별로 자산의 일정비율

저당증권은 3.5%를 기준

으로 회사의 경험율 반

영

주식 : 0∼25%

부동산 : 7.5%

기타자산 : 7.5%

한도 없음

그 후 1863년 Mutual of New York사가 利源別 配當方式을 채택하였는데 이

방식의 원칙은 각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剩餘金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공평성을 갖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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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다.

또한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했던 내부유보를 환원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1950년대 중반 많은 생보사가 消滅時配當制度를 채택하였으며 사망,

만기, 해약을 포함하는 모든 消滅契約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개인보험에

대한 계약자배당금은 전통적인 이원별 베당방식 이외에도 자산할당방식, 경험보

험료방식에 의해서도 계산되고 있다.

New York주의 경우 보험법 제4231조 및 규정 39조에서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내 생보사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配當

保險契約 및 年金·純粹生存保險契約 전체에 대하여 매년 발생된 잉여금 부분을

확인하고 또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계약응당일

에 배당금을 할당해야 하며, 할당된 배당금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현금지급,

보험료와 상계, 완납보험의 구입, 부리적립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

다.

한편, NAIC에서 발간한 A ccounting Pract ices and P rocedures M anu al F or

Life, A ccident and H ealth In surance Com panies"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자배당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부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38).

첫째는 지급기일은 도래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Div idends Due an d

Unpaid)이다. 이것은 회계연도말 현재 지급의무는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

은 배당금을 말한다.

둘째는 다음 해에 지급해야 할 배당금 (Dividends P ay able in the F ollow ing

Calendar Year )이다. 이것은 차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도록

이사회에서 처분한 금액을 처리하는 것이다(이사회에서 처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계상).

38) NAIC, A ccounting Pract ices and Procedures M anual F or Life, A ccident

an d H ealth In surance Com panies " ch apt er 15, 199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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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配當積立金 (Dividen ds A ccum ulation s )이다.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배

당금을 회사에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예치금액과 발생이자를 처리한다.

또한 GA AP에서도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한 F A S 60에서는 보험계

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負債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39). 동 규정에서는 配當付 保險契約者에 대해 배당금 지급이 割當되거나 직접

지급된 경우에는 負債에서 차감하며 계상된 부채를 초과해서 할당하거나 지급한

배당금은 當期純損益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S olv en cy M argin制度

미국 생보사의 支給餘力制度는 최저자본 잉여금규제(RBCR : Risk Based

Capit al Requir em ent s ) 방식으로서 각 보험사가 최저한도로 필요로 하는 自己資

本 및 支給餘力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위험을 4가지로

분류하여 생보사 지급여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수준을 결정하고 早期警報制로도

사용된다.

C1 리스크(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는 채권(대출금 등)의 債務不履行에

의한 손실, 주식의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등이 발생하는 리스크이며, C2 리

스크(보험 리스크)는 保險料 設定에 관계되는 손실발생 리스크, 즉 보험사고 발

생율의 예측실패, 비용(cost )의 예측차이, 지진 및 전염병 등의 재해등이 이에 속

한다. 또한 C3 리스크 (금리리스크)는 C1 Risk 이외에 金利環境의 변동에 의한

손실발생 리스크로서 예를 들면 실제의 이율이 보험료의 계산에 사용된 예정이

율을 하회하는 리스크, 시장금리의 상승에 기인하여 보유채권의 시장가격이 하

39) F A SB, "St at em ent of F in ancial A ccount in g St an dards" No.60 P aragraph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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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함으로서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 자금유출 리스크 등이 이에 해당된다. C4

리스크 (경영리스크)는 경영상의 과실 또는 착오, 경쟁, 감독규제, 조세의 변경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Risk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이다.

< 표 Ⅴ- 4> 위험종류 및 위험비율

위 험 위험자본 산출기준 위험항목 및 비율

C1 : 자산불량 및

손실위험

자산불량률 (default r at e )

자 산 가 격 변 동 율

(v ariance)

자산종류별 (채권, 주식, 부동

산등) 불량발생률 추정에 근

거한 위험계수산출

C2 : 부채변동위험 위험보험금

(net am ount at risk )

상품별 위험보험금의 일정비

율

C3 : 금리변동위험
책임준비금 (r eserv e)

해약조건의 강약, 약관대출

조항 등에 기초하여 상품별

금리감응도 분류

금리감응도 저상품 : 0.75%

금리감응도 중상품 : 1.5 %

금리감응도 고상품 : 3.0 %
C4 : 경영위험 수 입 보 험 료 ( p r e m i u m

in com e)

생명보험 연금보험 : 2.0%

건강보험 : 0.5%

한편, RBC 비율은 (자기자본/ r isk액)×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自己資本

은 자본금, 잉여금 (surplu s ), 자산평가준비금 (AVR )의 합계액에 배당준비금의

50%를 합하여 산출한다. 리스크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상하며, 적용방식은

RBC합계의 50% (K =RBC×0.5)를 규제수준을 정하기 위한 자금단위 (K )로 정하고

이를 自己資本(실제보유 지급능력)과 비교하여 다음 <표 Ⅴ- 5>와 같이 정부의

생보사 지급능력 규제수준의 척도를 산정한다.

리스크액 = ( C1 + C3) 2 + C2 2 +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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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RBCR 제도는 각 항목별로 危險係數를 정하여 공식화하므로 정밀하

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험계수의 산정에 主觀的 判斷이 개입되기 쉽고 RBC 비

율에 統計的 有意性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Ⅴ- 5> RBC 비율에 따른 규제수준

규제기준 RBC 비율 정부조치

기업차원의 조치

(Com pany A ction Lev el)
150∼200% 미만

재무개선을 위한 재무계획서

제출

규제차원의 조치

(Regulatory A ct ion Lev el)
100∼150% 미만

재무개선계획서 제출과 함께

개선명령 지시

권한적 통제조치

(A uthorized Control

Lev el)

70∼100% 미만
감독관의 판단하에 보험회사

통제

강제적 통제조치

(M an datory Control

Lev el)

70% 미만
보험회사 통제 및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나. 日 本

1) 生命保險會計體系 槪觀

일본 생명보험회계에 관련한 법령들은 상법,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

장성은행국통달 등이 있다. 商法에서 규정하는 계산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는 직

접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적용하고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

법 제59조에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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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형태에는 관계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

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보험업법 제1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사업년

도 종료후 4개월이내에 이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양식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세부적인 경리기준에 대해서는 대장성은행국 통달 「

生保社의 業務運營에 관한 留意事項에 대하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통달에

는 경리처리의 원칙, 자산평가방법, 준비금적립방법, 수익의 인식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다.

2) 生命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일본에서의 보험료의 收益認識은 기말시점까지 본사, 지사 또는 여기에 준하

는 것에 현실적으로 입금이 있었던 것을 계상하고, 未收保險料는 계상하지 않는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수익의 인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發生主義

가 원칙이지만,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의

지급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이며 납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수보험료는 생명보

험회사의 확정채권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納保險料와 같이

본래는 차기 이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도 입금시점에서 이미 당기의

보험료로 계상하고 이에 따르는 손익의 수정은 責任準備金 (未經過保險料)을 통

해서 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 및 유가증권 등에 관련되는 未收利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 회수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費用의 인식기준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을 비롯하여 모든 보험

급부에 관계되는 제비용은 실제 지급시에 당해계정에 계상한다. 즉 期間中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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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하지만 사업년도말에 있어서 보험급부관련의 각 계정의 금

액은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면서 支給備金計定을 이용하여 發生主義에 의

한 처리로 수정된다.

일본의 경우 모든 事業費를 발생 즉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나, 에외적으로 설립비용 및 초기 5년간의 사업비는 회사설립후 10년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어 현행의 우리나라 제도

와 거의 동일하다.

나) 資産評價制度

日本의 商法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기간손익의 측정에 중점을 둔 原價主義

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未實現利益은 계상하지 않는 實現主義 原則에 의거하고

있다. 一般企業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원가법과 저가법의

선택적용이 인정되고 있으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실질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을 경우 저가법이 인정되

고 있다. 이 경우 저가법은 個別低價法을 사용하고 있다. 短期有價證券에 관계되

는 평가손은 영업외비용, 投資有價證券에 관계되는 평가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평가한다.

일본의 생명보험회계에서의 資産評價制度는 보험업법이 상법의 계산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取得原價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구체

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경리통달에 의해 상장유가증권은 저가법, 비상장유가

증권은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산별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상장주식은 저가법, 비상장주식은 원가법을 적

용하나, 특별계정에 속하는 상장주식은 시가법으로 평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업

법 제 112조에 의거, 上場株式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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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당해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익은 準備金으로 적립해야 한다.

債券의 평가방법은 상장채권은 저가법, 비상장채권은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

으며 不動産의 경우는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금전신탁 (유가증권운용을 주목적

으로 하는 단독운용 제외)에 있어서 신탁재산으로 운용되는 유가증권으로 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低價法으로 평가하며, 金地金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 積立制度의 變遷經過

일본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60년대 말까지는 Zillm er식 이었으나 1970년

이후부터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방식의 도입으로 소위 純保行政이 현재까지 이

어지고 있다. 최근 개방화 압력 및 국제금융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1994년 4월 개정된 신보험업법에 標準責任準備金制度를 도입하였다.

<표 Ⅴ- 6> 일본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변천내용

구 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전후회복기 (1948∼59) 전기 Zillm er 전기 Zillm er
구 축 기 (1960∼67) 20년 Zillm er 전기 Zillm er
순보행정기 (1968∼78) 10년 Zillm er 순보험료식

이원별배당 (1979∼96) 5년 Zillm er 순보험료식

신보험업법 이후 원칙적 순보험료식 순보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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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責任準備金

일본 생보사의 責任準備金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위험준비금으로 구

분된다. 보험료적립금의 적립방법은 금번 보험업법 개정시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를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는 보험료산출 예정이율과 준비금 적립이율을 이원화하

며, 보험료산출 예정이율은 점진적으로 제한적인 自由化를 추진하되 준비금 적

립이율의 기준안(guide- lin e) 제시로 적정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한 S olv ency

M argin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방식은 순보험료식

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이율은 基準金利 (예: 10년 국채이율의 일정기간 평균치)

에서 안전율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즉, 예정이율 = 기준금리 × (1 - 안전율)의

산식으로 결정하며, 예정사망율은 표준적인 사망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996년 1월 일본계리인회에서 작성한 「생보표준생명표(1996)」을 적용한다. 이

생명표는 이전의 일본전사경험생명표 (제5회)에 비하여 남자사망율은 5% , 여자사

망율은 8%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증대가 예상됨에 따

라 Ca sh - F low T est를 통한 책임준비금제도 및 評價計理人制度를 적극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 1996년 장은총달 제502호에 의해 1996년 4월 1

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純保險料式에 의

한 준비금적립을 하도록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준비

금의 적립계획을 정하여 이것을 착실하게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 표 Ⅴ- 7>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립방식 순보험료식

예정이율 기준금리에서 안전율을 감안하여 결정 (2.7% )
예정사망율 생보표준생명표 1996적용

대상계약 1996년 4월 1일 이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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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未經過保險料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9조에서 결산기 이전에 수입된

보험료를 기초로하여 미경과기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중 결산기에 있어

서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응할 책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

고 있다. 危險準備金은 보험계약에 따른 장래의 債務를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

하여 장래발생이 예상되는 危險에 대비하는 준비금으로서 1961년 행정지도 통달

로서 위험준비금 적립기준을 규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적립방법은

보험리스크에 대응하는 부분과 예정이율리스크에 대응하는 부분의 2가지로 구분

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 표 Ⅴ- 8> 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적립한도

구 분 위험준비금Ⅰ(보험 리스크) 위험준비금Ⅱ(예정이율 리스크)

적립기준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상을 적립함.
1. 보통사망리스크 : 증가위험보험금액×0.6%
2. 재해사망리스크 : 증가재해사망보험금액×

0.06%
3. 생존보장리스크 : 개인연금의 증가책임준

비금액×10%
4. 재해입원리스크 : 증가재해입원일수×예정

평균급부일수×3%
5. 병원입원리스크: 증가병원입원일수×예정

평균급부일수×7.5%
6. 기타리스크: 산출방법서에 정한 금액

단, 보험금지급 기타 지급상황에 비추어 곤
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보험업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호
(또는 16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증가액 및 이차익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이상
을 적립

단, 자산운용상황에 비추어 곤란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적립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적립한도로 함.
1. 보통사망리스크 : 위험보험금액×0.6%
2.재해사망리스크 : 재해사망보험금액×0.06%
3. 생존보장리스크 : 개인연금 책임준비금액

×10%
4. 재해입원리스크: 재해입원일수×예정평균

급부일수×3%
5. 병원입원리스크: 병원입원일수×예정평균

급부일수×7.5%
6. 기타리스크: 산출방법서에 정한 금액

보험업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호
(또는 16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증가액 및 책임준비금합
계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립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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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험준비금Ⅰ(보험 리스크) 위험준비금Ⅱ(예정이율 리스크)

환입기준

사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보전외에는
환입불가. 단, 보험금지급 기타 지급상황에
비추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환입가능.

이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보전외에는 환입불가. 단, 자산
운용상황에 비추어 곤란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환입가능.

상기에 관계없이
1. 위험준비금Ⅰ의 금액을 환입하여도 보험리스크에 관계되는 차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위험
준비금Ⅱ에서 환입가능

2. 위험준비금Ⅱ의 금액을 환입하여도 예정이율리스크에 관계되는 차손을 보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위험준
비금Ⅰ에서 환입가능

(3) 價格變動準備金

과거의 보험업법 제86조준비금(평가익 및 매각익적립금)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부터 純賣却益 등을 적립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또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1996년 보험업법 개정시 주식, 채권, 외화자산

등을 대상으로 한 價格變動準備金을 신설하였다.

보험회사는 그 소유하는 주식 기타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價格變動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15조). 단, 대장

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

으며, 동 준비금은 주식 등의 매매손실이 매매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의

보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한도액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단, 대장대신의 인

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價格變動準備金의 計算方法은 매결산

기에 보유하는 자산을 각각 다음 < 표 Ⅴ- 9> 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

자산의 기말 장부가에 積立基準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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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가격변동준비금의 한도액은 각 자산의 기말 장부가에 積立限度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 Ⅴ- 9> 가격변동준비금 대상자산 및 적립한도

대 상 자 산 적립기준율 적립한도율

국내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1.5/ 1,000 50/ 1,000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2.5/ 1,000 75/ 1,000
자국화표시 채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0.3/ 1,000 10/ 1,000
외화표시 채권, 예금, 대출금 등 외환시장의 변동에 의

해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
1/ 1,000 25/ 1,000

金 地 金 3/ 1,000 100/ 1,000

(4) 配當準備金

(가) 社員配當準備金(相互會社)

보험업법 제58조에서는 剩餘金의 분배는 공정하고 형평한 분배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대장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

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社員配當準備金 (상호회사의 경우)은 사원에 대한 잉여금

의 분배를 위한 준비금으로서 대차대조표의 負債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社

員配當平衡積立金은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를 안정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

는 任意積立金으로서 資本計定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58

조 2항에서는 상호회사는 그 정관에 있어서 매결산기에 剩餘金의 처분을 행할

경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금액중 당해금

액에 일정비율 (80%이상)을 곱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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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취지

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4.1 장은통달 제500호 生命保險會社의 業務運營에 대하여 에서는

相互會社의 배당준비금은 積立配當額 (이자를 부리하여 적립하는 배당액), 未支給

配當額 (각 계약자에 할당되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액, 결산기에 있어

서는 다음기 배당금액을 포함), 全件消滅時 配當所要額(보험계약이 전건 소멸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의 지급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정관에 근거, 상호회사는 결산시 잉여금의 90% 이상을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나) 契約者配當準備金 (株式會社)

1996.4.1 장은통달 제500호 生命保險會社의 業務運營에 대하여 에서는 株式

會社의 배당준비금은 적립배당액(이자를 부리하여 적립하는 배당액), 미지급배당

액 (각 사원에 할당되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액, 결산기에 있어서는 다

음기 배당금액을 포함), 全件消滅時 配當所要額 (보험계약이 전건 소멸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의 지급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에 계약자배당액을 안정시키기 위

한 任意積立金 (계약자배당평형준비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資本計定에 계상되는 과목은 株主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任意積立金은 法에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定款에 정

하면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달에서는 생명보험주식회사가 契約者配當

額을 安定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任意積立金 (契約者配當平衡積立金)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定款에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는 조항을 두어 주식회사가 資本部門

에 보험계약자계정에 속하는 配當平衡準備金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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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라) 契約者配當制度

일본 생보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이차배당, 사차배당, 비차배당, 특

별배당으로 나누어지는 利源別 配當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利差配當은 이차배당율에 보험년도말 보험료적립금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이

차배당율은 대장성의 행정방침으로 각사별로 동일한 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死

差配當은 사차배당율× (보험금액 - 보험년도말 보험료적립금)으로 결정된다. 사

차배당율은 성별·연령별로 결정되며 대체로 3∼5년마다 변경된다.

費差配當은 비차배당율에 보험금액을 곱하여 계산된다. 特別配當은 순보행

정하에서 생보사의 준비금 적립이 충실히 되었고 capital g ain을 계약자에게 환

원할 필요성이 생겨 1971년 결산부터 도입되었으며, 長期維持特別配當과 消滅配

當으로 구분된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10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利差益의

범위내에서 이차배당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것이다. 소멸배당은

보험계약이 10년이상 유지된 후 소멸될 때 내부유보된 금액을 환급하는 배당이

다.

배당금 지급개시 시기는 개인보험의 경우 3년차 배당방식, 단체보험의 경우

에는 2년차 배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1보험년도의 잉여는 제2사업년도말에

결정되며, 이 때 동 계약에 대한 배당을 할당하고 제3보험년도 개시일에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만기시에는 최종보험년도 및 직전보험년도의 剩餘에 따

른 배당금이 지급된다.

40) 생명보험협회, 『일본 신보험업법하에서의 보험경리 및 보험계리인제도』,

1997. 2 SEOUL - OLIS 1997 세미나 교안,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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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 olv en cy M argin 제도

(1) 槪要

일본에서의 S olv ency M argin 제도는 보험심의회 보험경리소위원회의 수년간

의 연구 보고를 토대로 금번의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배

경으로는 規制緩和, 自由化의 흐름속에서 보험회사 自己責任하에서의 리스크관

리가 필요하고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구미각국에서도 S olv en cy M argin 제도를 채

택하여 보험사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S olv ency M argin제도는 미국의 RBCR (Risk Ba sed Capit al

Requir em ent )이나 캐나다의 M CCSR (Minim um Continuin g Capit al an d Surplu s

Requir em ent )제도와 같은 형태을 취하고 있다. 즉, 보험사의 危險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리스크에 상응하는 리스크계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의 보

유 리스크를 구한 후 보험사의 資本金, 剩餘金 등과 같은 S olv en cy M argin 총액

을 이 리스크 합계액으로 나누어 S olv en cy M argin 비율을 산출하여 이 비율을

기준으로 조기경보체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2) 主要內容

(가) S olv ency M argin의 총액

다음 <표Ⅴ- 10> 의 구성항목 합계에서 이연자산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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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 10> S olv en cy M argin의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구 성 항 목 산 출 방 법

자본계정의 합계 자본계정합계액 - 처분잉여금

가격변동준비금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적립한 금액

위험준비금 보험업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적립한 금액

대손충당금 -
주식함유익 (주식시가 - 장부가) ×90%
토지함유익 (토지의 상속세평가액 - 장부가)×85%

해약식초과 적립금 실제적립책임준비금 - 해약식책임준비금

세효과상당액 -

미할당배당준비금
배당준비금중 계약자에 할당되어 있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

장래이익 배당준비금 이월액의 최근 5년간 평균치

상품유가증권매매

손실충당금
장부가격의 1%

(나) 리스크 合計額

리스크합계액은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자

산운용리스크, 경영리스크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보험리스크 (R1) : 보험리스크는 각 리스크의 대상금액과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A + B ) 2 + C 2 + D + E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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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 11> 보험리스크의 산출방법

리스크의 종류 리스크 대상금액 리스크 계수

보통사망 리스크(A ) 위험보험금액 0.6/ 1000
재해사망 리스크(B ) 재해사망보험금액 0.06/ 1000
생존보장 리스크(C) 개인연금보험기말책임준비금액 10/ 1000
재해입원 리스크(D ) 재해입원일액총액×예정평균급부일수 3/ 1000
병원입원 리스크 (E ) 병원입원일액총액×예정평균급부일수 7.5/ 1000
기타 리스크 (F ) 위험준비금적립한도액 1

② 예정이율 리스크 (R2) :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별 리스크계수를 당해 예정

이율의 보험상품 책임준비금에 곱하여 산출한다.

<표 Ⅴ- 12> 예정이율리스크의 산출방법

예정이율의 구분 리스크계수

0∼3.0% 미만 0.02%
3.0% 이상∼4.0% 미만 0.03%
4.0% 이상∼5.0% 미만 0.13%
5.0% 이상∼6.0% 미만 0.53%

6.0% 이상 1.33%

③ 자산운용 리스크(R3) : 가격변동 리스크, 신용 리스크, 관련회사 리스크,

부외거래 리스크, 재보험 리스크, 재보험회수 리스크의 6가지로 구분하여 각 리

스크의 합계액을 산출한다.

가격변동 리스크는 다음 <표 Ⅴ- 13> 의 리스크 대상자산에 각각의 리스크계

수를 곱한 후 그 합계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신용 리스크도 리스크

대상자산에 각각의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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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3> 가격변동 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의 산출방법

리스크 리스크 대상자산 리스크 계수

가격변동 리스크

국 내 주 식 10%
외 국 주 식 15%

외화채채권, 외화채 대부금 등 5%
부동산 (국내토지) 2%

금 지 금 20%
상품유가증권 1%

신 용 리 스 크
대출금, 채권, 예저금

RANK 1 0%
RANK 2 1%
RANK 3 4%
RANK 4 30%

단자거래 0.1%

한편, 신용리스크 대상자산중 등급별 내용은 다음 <표 Ⅴ- 14> 와 같다.

< 표 Ⅴ- 14> 신용리스크 대상자산의 등급별 내용

구 분 내 용

RANK 1

① 최상등급 또는 OECD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동 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

② 국내 정부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대출, 동 기
관이 발행한 채권 등

③ 상기의 기관이 보증하는 것
④ 보험약관대출

RANK 2

① RANK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동 기관이 발행한 채권

② 외국 정부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공기업, 국내 및 외국의 은
행에 대한 대출, 동 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

③ BBB등급 이상의 등급을 가진 자에 대한 대출, 동 기관이 발행하
는 채권 등

④ 상기 ①∼③의 자가 보증하는 것
⑤ 저당권부 주택 Loan, 유가증권 및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보증협

회가 보증하는 대출

RANK 3
RANK 1, 2에 해당되지 않고 RANK 4에 게재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출 등

RANK 4 경영파산회사에 대한 채권, 연체채권, 금리감면 등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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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련회사 리스크는 국내관련회사와 해외현지법인으로 구분하고 이

를 다시 주식과 대출금으로 구분한 후 장부상의 잔고에 리스크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 Ⅴ- 15> 관련회사 리스크 산출방법

구 분 사업형태 대상자산 리스크계수

국내관련회사

금융관련회사
주 식 15%
대 출 금 1.5%

비금융관련회사
주 식 10%
대 출 금 1.0%

해외현지법인

금융관련회사
주 식 20%
대 출 금 6.5%

비금융관련회사
주 식 15%
대 출 금 6.0%

상기에 관계없이 신용리스크의 rank 4에

해당하는 국내관련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주 식 100%

대 출 금 30%

簿外去來 리스크는 선물거래 리스크, 옵션거래 리스크, 스왑거래 리스크로 구

분하여 각각의 리스크를 산출한 후 이를 전부 합하여 산출한다.

< 표 Ⅴ- 16> 선물거래리스크금액산출방법

거래의 종류 구 분 리스크계수

외국통화에 관계된

선물거래

매도잔고 - 5%

매수잔고 5%

주식에 관계된

선물거래

매도잔고 - 10%
매수잔고 10%

주 : 리스크 금액은 매도 및 매수잔고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

- 147 -



< 표 Ⅴ- 17> 옵션거래 리스크금액 산출방법

거래의 종류 대상거래잔고 리스크계수

외국통화에 관계되는

옵션거래

콜매수 프레미엄 상당액 100%

풋매수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 5%

프레미엄 상당액 100%
콜매도 프레미엄 상당액 - 100%

풋매도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5%

프레미엄 상당액 - 100%

주식에 관계되는

옵션거래

콜매수 프레미엄 상당액 100%

풋매수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 10%

프레미엄 상당액 100%
콜매도 프레미엄 상당액 - 100%

풋매도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10%

프레미엄 상당액 - 100%

주 : 리스크금액은 대상거래잔고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

<표 Ⅴ- 18> 스왑거래 리스크금액 산출방법(original ex posure방식)

거래의 종류 원계약기간의 구분 리스크계수

다른 종류의 통화간

금리스왑 등

1년이하 2%
1년초과 2년이하 5%
2년초과 3년이하 8%
3년초과 4년이하 11%
4년초과 5년이하 14%

매 1년추가시 +3%

동일 통화간의 금리스왑

1년이하 0.5%
1년초과 2년이하 1%
2년초과 3년이하 2%
3년초과 4년이하 3%
4년초과 5년이하 4%

매 1년추가시 +1%

주 : 리스크금액은 거래잔고에 원계약기간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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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보험리스크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71조 및 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出再保險에 상당하는 책임준비금과 지급비금 미적립액에 리스크계수 1%를 곱하

여 산출하며, 재보험회수리스크는 재보험대에 리스크계수 1%를 곱하여 산출한

다.

④ 경영관리 리스크 (R4) : 보험리스크, 예정이율 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의

합계액에 다음과 같이 대상회사를 구분하여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Ⅴ- 19> 경영관리 리스크금액

대상회사의 구분 리스크계수

당기말처리손실을 계상하는 회사 3%
상기이외의 회사 2%

이상의 계산과정을 거쳐 리스크 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하다.

리 스 크 합 계 액 =

[ R 12 + ( R 2 + R 3) 2 + R 4 ]×1/ 2

다. 英 國

1) 生命保險會計體系 槪觀

1985년 會社法(Com panies A ct 1985)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험회사들은 그

주주에게 연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貸借對照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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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sheet ), 損益計算書 (profit and loss account s ), 收益報告書 (r ev enue

account ) 및 그 주석 등을 포함한다. 收益報告書에서의 이익이나 손실은 손익계

산서로 대체되며, 財務諸表는 상이한 보험종목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 작성된다.

1985년 會社法에서는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정보가 동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이 규정은 재무제표가 眞實되고 公正한 見解 (t rue an d fair v iew ) 를 표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일반기업보다는 보험사업의 特殊性을

반영하는 회계처리 및 공시요건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의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재무제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영국보험협회 (A ssociation of Brit ish In surer s )는 「保

險會計를 위한 勸告慣行指針(St atem ent of Recom m en ded P ractice on

A ccount in g for In surance Bu sin ess : ABI S ORP )」을 제정하여 보험에 존재하

는 회계처리방식의 상이함과 다양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 지침은

保險料 認識, 費用의 資産化, 保險金 認識 등의 회계처리에 관해 규정하여 보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회계처립방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貿易産業部 (DT I, Departm ent of

T rade an d In du stry )에서 행하고 있으며, 1994년 6월 S olv en cy M argin , 책임준

비금 적립, 자산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保險會社規則(T h e In surance

Conm apnies Regulation 1994)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생명보험 회계제도의 주요내용을 1994년 보험회사규칙과

ABI에서 제정한 보험회사회계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生命保險會計制度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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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보험료 수익인식은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95년

12월 영국보험협회 (ABI, A ssociation of Brit ish In surer s )에서 제정한 保險會社

會計에 관한 ABI 指針 (ABI Guidan ce on A ccount in g for In suran ce Bu sin ess )"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보험료는 현금의 수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納

入期日이 도래했을 때 이를 收益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금액이 미확정되었을

경우에는 推定値를 사용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에 관한 인식기준도 수익의 인식기준과 같이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동 지침 제139조에 의하면 만기보험금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기일이 도래

했을 때 인식하며, 死亡保險金의 인식은 사망사실이 보험사에 통지되었을 때 인

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140조에는 해약환급금은 지급시점이

나 준비금계산에서 제외되기 전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新契約費는 그 비용의 효과가 미래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資産化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래의 보험료 수

익에 따라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연방법과 신계약비의 상각

에 대한 기준은 대차대조표의 註釋事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資産評價制度

생보사의 자산평가는 1982년 보험회사법에 따라 무역산업부장관이 제정한 규

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험회사법 제97조에서 무역산업부장관의 규칙

제정권한이 규정되고, 제90조에서 資産評價에 관계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자산평가에 관한 방법은 1994 보험회사규칙 (T h e

In suran ce Com panies Regulat ion s 1994)에 규정되어 있다.

생보회사 자산평가에 관한 기본원칙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자산은 규

정된 금액 (prescribed am ount )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예 : 상장주식은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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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산은 일정금액 이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 : 부동산의 경

우에는 가장 최근의 적절한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

자산별 평가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上場有價證券(상장주식 및 상장채권)의 경

우에는 시장가액으로 평가하는 時價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규칙 제53조),

비상장유가증권중 場外市場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

액으로 평가한다 (보험회사규칙 제51조).

한편, 非上場株式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비상장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회사가 3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株當平均利

益에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株價收益比率(PER , price earning ratio)을 곱하여 이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둘째,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1년이상 3년미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회계년도의 株當平均利益 또는

최근 2회계년도의 株當平均利益에 주가수익비율을 곱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보험회사규칙 제51조). 또한 非上場債券은 직접 양도한 경우

정당하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不動産은 가장 최근의 적정가액에 상응

하는 가격으로 매도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

하며, 貸出金은 회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동

규칙 제49조 및 48조) .

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

영국 생보사의 責任準備金 積立에 대해서는 1994년 보험회사규칙 (T h e

In suran ce Com panies Regulat ion 1994) 제64조 내지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의 적립은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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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計理的 原則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존하는 각 계약에 대하여 예상

되는 모든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포함하는 모든 급부금, 계약자에게 계약상 이미 부여, 선언, 분배된 급부, 계약조

건하에 이용할 수 있는 옵션, 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도

록 하고 있다.

계산기초율중 死亡率은 공표된 적정한 사망율 및 해당회사의 경험사망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율은 현존자산의 利率, 장래의 투자액에서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범위내의 이율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소정의 조정을 하고 산출된

자산이율에서 7.5%를 차감한 금액 또는 그 가중이율을 초과해서는 안됨)을 고려

하여야 한다. 부가율은 현존하는 계약의 보전을 예상하고 적절히 稅金을 고려하

며,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계산방식은 원칙적으로 純保險料式이지만 보험금

의 3.5% 이내의 Zillm er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Zillm er공제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신계약비의 동일계약군단 평균액을 상회해서는 안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계획서에 기재된 신계약비까지 Zillm er공제를 할 수 있다. 출재한 부분도 책

임준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장래의 解約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

(2) 其他準備金

영국에서는 缺損補塡을 목적으로 이익을 유보하도록 하는 法定準備金制度는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준비금의 적립은 모두 任意로 하고 있다. 保證積立

金은 지불여력 최저액의 1/ 3이며, 최저액은 주식회사의 경우 80만 ECU , 상호회

사의 경우 60만ECU , 생보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100%를 보유하는 子會社

이고 또한 당해 母保險會社가 출재하는 재보험만을 받는 재보험회사의 경우는

20만E C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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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1년 회사법은 대차대조표에 있어서의 준비금 기재에 대해서 자본준

비금(capit al r eserv e), 이익준비금 (r ev enue reserv e), 충당금(provision s )의 3항목

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契約者配當制度

영국에서 계약자배당은 1776년 Equit able 생보사가 결산시 보험료 총액의

10%를 1777년 11월이후 납입보험료와 相計하거나 보험료를 상회하는 부분을 현

금으로 지급한 것이 그 효시이다. 또 1783년에는 기존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

회수에 따라 보험금액을 인상하는 保險金均等 增額配當 (uniform rev er sionary

bonu s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이 방식은 약 200년간 영국 생보사 배당제도

의 기본이 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주가 대상승으로 인해 생보사의 剩餘金은 대폭 증가하게 되

어 1955년에는 대형 3사가 보험금균등 증액배당 이외에 追加配當을 실시하였다.

또한 1967∼67년에는 특별배당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 보험금 지급시에 최종배

당을 추가지급하는 회사가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신탁업계가 變額養老保險市場

에 새로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생보업계도 이에 대응하여 변액보험을 적극적으

로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最終配當은 capit al g ain을 incom e gain과 분

리하여 계약자에게 환원한다는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변액보험에의 대항이

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망, 만기 이외에 消滅時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

었다. 현재 최종배당 (소멸배당)은 통상배당과 함께 종합적인 배당제도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보험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은 保險會社法 (In suran ce Com panies A ct

1982)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확정잉여금을 구성

하는 자산은 適切한 最低額 (r elev ant m inim um ) 이상을 배당한 경우 또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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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액 미만의 배당에 관한 무역산업부(DT I)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시하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외에는 생명보험사업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

절한 최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b × c c
-

a 200

단, a는 그 종목의 보험계약자에 대해 배당을 실시한 전기의 확정잉여금

b는 배당액

c는 당년도 확정잉여금

한편, 배당과 관련하여 選任計理人(Appoint ed A ctu ary )은 법 등에 의해 정해

진 배당과 관련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통보험과 간이보험을 구분하여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평가보고서를 결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 재무

제표 둥과 함께 DT I에 재출해야 한다(보험회사법 제18조 및 22조). 또한 적정

준비금 (proper provision )에 대한 증명서를 DT I에 제출해야 하며, 확정잉여금으

로부터의 계약자와 주주간 분배 및 분배내용에 대한 경영층에의 조언 및 권고,

결산전에 배당율을 확정하는 경우 확정잉여금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S olv en cy M argin 制度

(1) 槪 要

영국에서의 S olv en cy M argin제도는 長期保險 (Long T erm Bu sines s )과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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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Gen eral Bu sines s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보험의 경우에도

생명·연금보험을 비롯한 9개의 보험종목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단일종목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에서는 장기보험의 범주안에 생명·

연금보험, 변액보험,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며, 각 보험종목별로 S olv ency M argin

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 보험회사규칙

제18조부터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 生命·年金(life and annuity ), 結婚·出産 (m arriage an d bir th ), 社會保

險 (social in surance)

생명·연금보험, 결혼·출산보험 및 사회보험의 最低支給餘力은 다음식의 A

와 B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3년이하의 정기보험은 아래식의 0.3%를

0.1%로 하며, 3년초과 5년이하의 경우에는 0.3%를 0.15%로 한다.

A : 책임준비금의 4% ×
전사업연도 책임준비금 (출재분제외)
전사업연도 책임준비금 (출재분포함)

(우항은 0.85이상)

B : 위험보험금의 0 .3% ×
전사업연도 위험준비금 (출재분제외)
전사업연도 위험준비금 (출재분포함)

(우항은 0.5이상)

(나) 變額 (linked ), 年金管理 (pen sion fun d m an agem ent ) 및 團體保險

변액, 연금관리, 단체보험중 보험사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경우의 最低支給

餘力은 생명,연금보험에서의 산출식 A에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投資危險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A식의 4% 대신 1%를 적용하여 최저지급여력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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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보험회사가 死亡危險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금보험에서의 계산

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금액을 최저지급여력으로 한다.

(다) 終身健康保險 및 資本償還保險(capit al r edem ption )41), 톤틴 (t ont in es )42)

종신건강보험 및 자본상환보험의 최저지급여력은 생명·연금보험에서의 산출

식 A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톤틴보험의 최저지급여력은 톤틴자산의

1%로 한다.

(2) 支給餘力의 構成要素

지급여력의 구성요소는 명시된 과목과 묵시된 과목 (im plicit item s )으로 나누

어지며, 명시된 과목에는 주식회사의 納入株式資本金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納入基金額, 그리고 자본금 또는 기금이 적어도 1/ 4이상 납입이 완료된 경우 미

납입자본금(기금)의 1/ 2이 해당된다.

한편, 묵시된 과목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將來利益의 50%이다. 장래

이익은 최근 5년간 이익의 산술평균값에 평균잔여보험기간 (10이하)를 곱하여 산

출한다. 둘째는 비Zillm er식 책임준비금 또는 일부 Zillm er식 책임준비금과 보험

료중에 포함된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요율과 같은 비율이 적용된 Zillm er

식 책임준비금과의 차액이다. 셋째는 隱匿準備金 (hidden reserv e )으로서 이는 자

산의 과소평가나 부채의 과대평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 준비금이 그 성격

41) 감채기금의 적립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일정기간 후에 불입금의 원리

합계로서 부채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계약. 본래 의미의 보험은 아님

42) 톤틴 (t ont in es )은 다수의 사람이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기금을 창설한 후 그

기금의 운용익을 생존자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장수자일수록 유리한 생존자

보험 또는 생존자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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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급여력으로 인정된다.

한편, 최저지급여력은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保證基金과 관련이 있는데

보증기금은 최저지급여력의 1/ 3로 하며, 최저보증기금은 보험종목마다 차이가

있다. 즉, 1994보험회사규칙 제22조 및 S ch edule 5에 의하면 생명보험을 영위하

는 보험사중 相互會社의 경우에는 60만E CU 이상이고, 株式會社를 포함한 그 이

외는 80만ECU 이상이며,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100% 자회사이

고 또한 당해 모보험회사가 출재하는 재보험만을 수재하는 재보험사의 경우에는

20만E CU 이상이다.

라. 獨 逸

1) 生命保險會計體系 槪觀

독일에서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은 保險監督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은 EC 생·손보 지침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후 지난 1994년 7월 21일자로

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 보험사업에 대한 인가와 보험사 경영, 보험사업의 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의 보험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保險監督廳(BAV ,

Bundesaufsicht sam t fu er das V er sicherrun g sw esen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독청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 여부

의 확인을 주된 목적으로 감독을 행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保險會計에 대한 감독체계는 가장 상위법인 商法을 중심으로 보

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감독법, 감독청의 규정 및 지침, E C 지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반 법규를 기초로하여 보험감독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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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 olv en cy M argin , 자산평가, 계약자배당, 재무제표의 내용 등을 감독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감독청이 제정한 保險規程과 指針은 재무제표의 형태에 관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모든 보험종목, 즉 생명, 손실 및 상해, 사고, 건강 및

재보험에 적용된다. 대차대조표의 형태는 모든 보험사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

용되지만 손익의 형태와 주석 등의 내용은 상이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는 세

계각지의 모든 子會社들의 영업결과와 대차대조표를 포함하며, 連結財務諸表에

관한 특별규정은 감독청이 제정한다.

감독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공인회계사인 監事는 대차대

조표, 손익보고서, 주석 및 경영보고서를 조사하며, 감독청은 위 감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감사가 재선임된다. 감사는

모든 준비금에 대하여 그 계산 및 評價方法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이 적절히 시행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감독청의 지침에 맞게 정확한 準備金이 산정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43)

타사업부문에 비하여 보험사업의 재무제표 公示는 더 엄격하며, 1987년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감사의 인정서가 聯邦官報 (F ederal Gazet te )에서 출

판된다. 이 문서들은 감독청이 관리하는 등록기관에 보관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 모든 보험회사는 매년 감독청에 재무제표와 경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

며, 또한 감독청은 매분기별로 인정자산,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등의 명세를

제출받고 총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사의 국내 부채총액보다 작지 않은지를 검토한

다.

2) 生命保險會計制度의 主要內容 檢討

43) Jerem y Dick son and Daw n Bardw ell, T he E urop ean I ns urance H andbook ,

Cooper s & Lybran d, 1991,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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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수익 및 비용의 인식은 現金主義에 의해 처리하지만 예외적으로 新契約費의

자산화는 일정한도까지 인정된다.

나) 資産評價制度

독일의 자산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保守主義에 입각한 歷史的 原價主義를 채

택하고 있다. 이는 상법 뿐만 아니라 企業會計基準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평가방법도 역시 보수주의를 기준한 低價法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원가와 시가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

는 低價法을 적용하며, 일단 원가이하로 저평가되면 원가를 다시 회복한 경우라

도 원가로 평가하지 않는다.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은 原價로 평가하며, 不動産

은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貸出金 (계열사

대출포함), 上場債券, 銀行預金 등은 額面價額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準備金制度

독일 생보사들은 대차대조표의 부채란에 보험계약자 및 기타보험금 수취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표시하고 있는 保險契約準備金을 적립해야 한다. 이 준

비금은 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증요한 것은 책임준비금, 미경과

보험료, 지급준비금 및 해약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기타 기술적준비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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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責任準備金

생명보험에서의 책임준비금은 매사연도말의 보유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류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감독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리적 기초에 준거

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원칙적으로 純保險料式이지만 보험금의 3.5% 이내의

Zillm er공제가 허용된다. 계산기초율은 전생보사가 공통의 기초율을 채택하고 있

으며, 豫定死亡率은 연방보험감독청 (F ederal In suran ce Supervisory Board )이

독일생명보험협회(A ssociat ion of Life In surer s )와 협의를 거쳐 1986년 사망표를

적용하고 있다. 豫定利率은 보험료산출 예정이율과 책임준비금산출 예정이율

을 동일하게 3.5% (단, 1987년전에는 3.0% )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新契約費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1,000DM당 최대 35DM까지 허용되며, 보험료납입에 따라 보

험금의 0.1%까지 추가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2) 未經過保險料

미경과보험료는 일반적으로 個別法에 의해 산정되며, 미경과보험료의 계산

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지만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

험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계산된 평가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방법은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支給準備金 및 解約準備金

보험사고에 대한 支給準備金은 해당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중 그 시점까지에 완전히 지급, 결재에 의한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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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금액이 확정된 보험사고도 포함된다. 결산일 이후에 판명된 보험사고는

旣發生未判明損害로 계상되고 이미 발생하였지만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보험

사고는 一括準備金으로 계상되지만 모두 지급준비금에 속한다.

(4) 契約者配當準備金

보험회사의 契約者配當準備金은 이사회가 감사의 동의를 얻어 유보할 금액을

결정한다.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보험감독법 제56a조에 의해 대차대조표에 계상

된 殘餘利益에 의해 資本金의 4%를 주주배당으로 할 수 없는 한 契約者準備金

으로서 유보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청은 剩餘利益의 최소한 90%를 배당준비금에 충당하도록 事業方法書에

의해 보험사에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이익의 98% 정도를 보

험계약자에 환원하고 있으므로 주주를 위한 이익분배는 1%에 내외에 불과한 실

정이다.

(5) 其他準備金

(가) 法定準備金

주식회사의 경우 株式法에 의해 法定準備金을 적립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가치하락에 의한 손실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한 損失額을 보상할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감독법 제37조에 의해 정관에 근거

하여 損失補償準備金을 적립하여야 하며, 매년 적립해야 할 금액과 최저적립액

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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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證積立金

독일 생보사의 保證積立金은 지급능력 최저액의 1/ 3로 하며, 그 최저액은 생

명보험의 경우 80만 ECU로서 EC지침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영

국과도 동일하다. 보증적립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기자본은 지급능력에 계산

시 산입되는 자기자본중 秘密準備金, 장래의 잉여금 및 보험료에 산입된 신계약

체결비 (감독관청의 동의를 요함)를 제외하여 구성된다.

라) S olv ency M argin制度

(1) 槪要

독일 생보사의 지급능력제도는 EC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도 동

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저지급능력의 금액은 事業規模에 따라

산정된다.

(가) 一時金 生命保險, 年金保險의 경우

지급능력 최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상되며, M/ N은 최저 0.85, R/ S는

최저 0.5로 한다. 단기사망보험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최고 3년인 것은 아래식

의 0.003을 0.001로, 3년초과 5년이하인 것은 0.0015로 한다.

M R
지급능력 최저액 = (L×0.04 × ) + (Q×0.003× )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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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책임준비금 및 비용부분을 공제한 보험료

이월액

M : 전사업연도의 전체보험거래에 대하여 재보험에 관계되는 부분을

공제한 책임준비금 및 비용부분을 공제한 보험료이월액

N : 전사업연도의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책임준비금 및 비용부분을

공제한 보험료이월액

Q :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위험일시금

R : 전사업연도의 전체보험거래에 대하여 위험일시금에서 재보험에 관

계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

S : 전사업연도의 전체보험거래에 근거한 위험일시금

(나) 變額保險의 경우

상기 산정식중의 (L×0.04×M/ N )의 부분은 보험사가 투자 리스크를 인수하

는데 한해서만 적용되며, 다만 보험사가 투자 리스크를 인수하지는 않으나 계

약의 계속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보험료에 산입되는 관리비용 할증이 5년이상에

걸쳐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0.04를 0.01로 한다.

(2) 構成要素

지급능력의 구성요소는 보험감독법 53c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

사의 경우 基礎資本金에서 미납입액의 1/ 2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社員基金에서 미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사원기금이 최소

한 25%이상 납입된 경우에는 미납입금액의 1/ 2만이 공제된다. 公法保險社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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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초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미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단, 해당금액의 최소한 25%이상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미납입금액의

1/ 2만이 공제된다.

또한 지급능력에는 資本準備金 및 利益準備金, 次期移越利益 (profit carr ied

forw ard ),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자산평가에 의한 再評價積立金(예

외적인 것이 아닌 경우), 손실보상을 위해 사용하고 확정된 배당지급에 충당되

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配當準備金, 보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준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장래의 剩餘金 및

보험료에 산입되어 있는 신계약비가 포함되며, 이 모든 요소를 전부 합한 후 損

失移越額, 대차대조표상의 無形資産, 특히 창업비 및 영업권을 차감하여 지급능

력을 산정하고 있다.

마. EC

1) 保險會計體系 槪觀

EC의 회계에 관한 규칙으로는 1978년 회사법 제4지침 (78/ 660/ EEC)에서 연차

계산서류 및 영업보고서의 양식과 내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였으며,

1983년 회사법 제7지침 (83/ 349/ EEC)에서 連結財務諸表의 作成에 대한 통일적 규

정을 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침은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적용제외하였으며, 별도지침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에는 은행계산서류지침 (Bank A ccount Direct iv e)이 채택되었고, 보험분야도 1991

년 12월에 保險計算書類指針 (In surance A ccount Directiv e)이 채택되었다. 동

지침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항목,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자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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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이 지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국

법률, 규칙 및 행정명령 등을 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각 회원국은 내국회사에 대해 財政狀態와 支拂能力을 기재한 연차결산보고서

(annual account )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그 영역내에 본점이 소재하

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통계서류를 첨부한 정

기적인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대리점과 지점에도 준용하고

있다.

2) 生命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보험료의 수익인식에 대한 기준은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중에서 선택이 가능

하다. 즉,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험료 입금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現

金主義를 채택하든지 혹은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험료 입금에 관계없이 보

험료 납입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發生主義를 채택하든지 어느

것이든 선택가능하다.

한편, 新契約費는 발생시점에서 전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를

이연자산화하여 보험료 納入期間에 걸쳐 상각하든지 회원국에서 선택할 수 있

다.

나) 資産評價制度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取得原價 또는 生産原價에 의하여 평가된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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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달리 대부분의 자산이 생산되기보다는 구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取得原價가 된다. 取得原價는 자산의 價格과 구입에 따른

附帶費用을 합하여 계산되고 생산원가는 原材料의 가격과 생산에 필요한 제반비

용을 합하여 구해진다.

회원국은 투자자산을 포함한 동일 항목의 평가에 있어서 가중평균가격이나

LIF O법 (後入先出法) 혹은 F IF O법(先入先出法)을 쓸 수 있다. 원재료나 소모품

같이 계속하여 代替되고 고가품이 아닌 유형자산인 경우 수량, 가격, 구성이 심

하게 변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고정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投資資産은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자에 대한 장래의 채무를 擔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原價法에

의한 평가는 역사적 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담보능력에 대한

기준에서 볼 때 時價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EC

회원국은 원가법과 함께 시가법에 의한 투자자산의 評價를 허용하고 있다. 토

지와 건물의 평가에도 시가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투자자산과 동일한 평가

법을 사용해야 한다. 투자자산이 시가법에 의해 평가될 때는 원가를, 그리고 원

가법에 의해 평가될 때는 시가를 각각 註釋에 명기해야 한다.

원가와 시가의 차액은 바로 再評價積立金에 적립되어야 하며, 투자위험이 보

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생명보험의 기술적 준비금 (t echnical provision s )에 투자

자산의 시가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損益計定으로 계상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減價償却을 할 의무가 없으나 각각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최소한 매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액이 전보다 減少했을 경

우에는 이들 자산가액을 修正하여 계상해야 한다. 債券의 평가에 있어서 원가법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購入原價와 滿期償還價의 차액을 구입시부터 만기까지 기

간별로 상각하거나 이익계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만기전 채권을 매각함으로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수익으로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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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

생명보험 제3차 지침 제18조는 본점소재 회원국이 해당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전체에 대해서 數理的 準備金을 포함한 충분한 技術的 準備金을 적립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는 준비금 적립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은 없고 基本原則만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기술적 준비금 적립의 기본원칙은 보증된 해약금액을 포함한 모

든 保證給付金, 계약자가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配當金, 계약조건에 근거하

여 보험계약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選擇權,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등 개별 보유

계약의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장래의 모든 채무를 감안하여 충분하고 신중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에 의해 준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責任準備金은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별적

인 계산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近似値의 사용이

허용된다.

준비금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은 본점소재 회원국의 감독당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하나 혹은 복수의 최고 예정이율을 정할수 있지만 이러한 최고이율

의 결정은 보험사가 그것과 동일한 이율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또한 본점소재 가맹국은 unit - link보험, 8년만기 이하의 一時納保險,

無配當保險 등에 대해서는 최고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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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證積立金

保證積立金은 최저지불여력의 1/ 3로 하며, 최저보증적립금은 원칙적으로 80만

ECU로 한다. 그러나 상호회사, 상호주의 보험단체(m utual- type associat ion ) 및

톤틴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증적립금을 60만ECU로 할 수 있다.

라) S olv en cy M argin 制度

EC 생명보험 제1차지침 제19조에서는 최저지급여력은 보험종류에 따라 구분

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1) 生命保險, 年金保險 및 社會保險

생명보험, 연금보험, 사회보험의 최저지급여력은 다음식의 A와 B를 합한 금

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3년이하의 정기보험은 아래식의 0.3%를 0.1%로 하며,

3년초과 5년이하의 경우에는 0.3%를 0.15%로 한다.

A : 책임준비금의 4% ×
전사업연도 책임준비금 (출재분제외)
전사업연도 책임준비금 (출재분포함)

(우항은 0.85이상)

B : 위험보험금의 0 .3% ×
전사업연도 위험준비금 (출재분제외)
전사업연도 위험준비금 (출재분포함)

(우항은 0.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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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變額保險 (linked ), 年金基金管理(pen sion fund m anag em ent ) 및 團體保險

변액보험, 연금기금관리, 단체보험중 보험사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경우의

最低支給餘力은 生命, 年金保險에서의 산출식 A에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投資危險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A식의 4% 대신 1%를 적용하여 최저지급여

력을 산정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死亡危險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생명, 연금보험

에서의 계산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금액을 최저지급여력으로 한다.

(3) 終身健康保險 및 資本償還 (capital r edem ption )保險, 톤틴 (t ont in es )

종신건강보험 및 자본상환보험의 최저지급여력은 생명·연금보험에서의 산출

식 A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톤틴보험의 최저지급여력은 톤틴자산의

1%로 한다.

(4) 生命保險에 부가하여 계약하는 傷害保險, 事故에 기인하는 死亡保險,

高度障害保險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해약환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을 한다.

ECU 1,000만 까지의 금액 × 18% + ECU 1,000만 초과금액 ×16% = A

C
기준금액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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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B = 지급보험금+이월발생손해액- 발생손해액환입

C = B - 재보험회수금

C/ B ≥50%

2 . 損害保險會計制度

가. 美 國

1) 損害保險會計體系 槪觀

미국의 손보사는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2가지의 다른 會計基準에 따라 2종류

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즉, 각주의 보험법에 따라 주 보험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및 그 회사가 주식을 公開한 경우에는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SAP와 GAAP의 차이점을 서술하면 SA P는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를 契約者

保護의 관점에서 保守的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계기준이며, GAA P

는 株主에게 회사의 期間損益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

준이다.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AP에서는 자산가

치가 낮은 자산을 非認容資産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GAAP

에서는 SA P의 非認容資産에 해당하는 자산에도 계상을 인정한다. 둘째, 회계기

준과 세법과의 상이에 따라 미경과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의 전입액의 일부가 課稅

所得 계산상으로는 損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GAAP에서는 세부담 상

당액을 移延하여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SAP에서는 그러한 移延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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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셋째, SA P에서는 지급비금의 적립부족액이나 외국보험사 등에 대한

미수채권 금액 일부를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GAAP에서는 이러한 준비금이 없다. 끝으로 회계기준에는 없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지불하는 法人稅를 산출할 때에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이 각각의 세법에

정해져 있다.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SAP와 GAAP간에 차이가 있으며, 미국의

손해보험사들은 SAP , GAAP 및 세법에 의한 3가지의 다른 이익을 산출할 필요

가 있다.

2) 損害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미국의 손해보험회계에서 수익의 인식은 생명보험회계와 마찬가지로 SAP와

GAAP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SAP는 現金主義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GAAP에서는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 (A ICP A )의 F A SB에서 1982년 발행한 保險會社의 會計와

報告(A ccount in g an d Reporting by In suran ce Enterprises , F A S N o. 60) 에 의

하면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保險契約期間에 걸쳐 收益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

다.

다음으로 費用의 인식기준을 살펴보면 이 또한 수익의 인식기준처럼 SAP에

서는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고, GAAP에서는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비용

의 인식중에서 SAP와 GAAP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新契約

費의 인식방법이다. 즉, SA P에서는 신계약비 전액을 초년도의 經費로서 인식하

여 우리나라와 같이 당해에 費用處理하지만 GAAP에서는 이를 移延資産化하여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비용처리하고 있다. 한편, 구상권이나 잔존물의 보험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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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인식은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보험금 계상시 구상권 행사 또는 잔존물 처분

등으로 回收可能한 金額 (예상부대비용 차감)을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SAP나 GAAP에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SAP에서는 1993년이후 채택).

나) 資産評價制度

자산평가방법에 있어서 SAP에 의한 방법과 GA AP에 의한 방법간의 차이는

앞의생명보험회계에서 설명을 하였다. 미국 손보사의 자산평가방법은 생보사의

자산평가방법과 차이가 없다. 즉, 債券의 경우는 원리금이 충분히 보증되어 채

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 (일정등급 이상의 채권)은 均等利率評價法으로 평가

하고 기타채권은 NAIC에서 정하는 時價와 균등이율평가액중 낮은 가격으로 평

가한다. 주식중 보통주는 時價로 평가하며, 일부상환가능우선주(Sinking fun d

preferr ed st ock )는 原價法, 기타 우선주는 時價로 평가한다. 不動産은 低價法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용부동산은 取得價額으로 평가한다.

다) 準備金制度

(1) 支給準備金

(가) 槪要

뉴욕주보험법 제1303조에는 회사에 대한 보고여부에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험사

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의 청구와 손실의 지급에 필요한 총예상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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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은 각 주보험법에 그 적립의 필요성 또는 最低必要積

立額 (m inim um reserv e)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각

주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결산시 각 보험회사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실정

에 맞는 적립액을 산출하며, 감독당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認可를 얻는 형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NAIC에서도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기타책임보험, 과실의

료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最低法定積立金 (m inimum st atut ory reserv e)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적립금은 경과보험료 (earn ed prem ium )에 대

한 총손해 및 총비용을 비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율은 년

차보고서 명세표 P에 규정되어 있다.

지급준비금은 보험종목, 주 보험법, 관리의 용이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

로 산출되며, NA IC 및 각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및 미지급

손해사정경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부 獨立計理人 또는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전문가의 증명서를 年次報告書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증명서는 보험당

국에 년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算出方法

① 旣報告未支給保險金

㉠ 個別推算方式 (Indiv idual E st im at es M ethod )

이 방식은 개개의 보고된 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해야 할 損害額을 개

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별추산을 하더라도 손해액이 위험범주별

로 비교적 균일한 경우에는 과거의 平均損害額에 따라 예상액을 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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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이 방식은 기보고미지급손해액의 산출방법으로서 기본적인 방법이며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保險種目 또는 회사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다.

㉡ 平均損害額方式 (Av erage V alu e M ethod)

이 방식은 개별추산방식의 변형방식으로서 손해액이 위험범주별로 비교적 균

일한 경우 과거의 平均損害額에 의해 준비금을 추산하는 방법으로서 1건당 평균

손해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클레임 발생건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다

음의 2가지 방법으로 추정한다.

⒤ 준비금 = 기말 기보고클레임건수×기보고미지급보험금의 1건당 추정 평균

손해액

(ⅱ) n년도말 준비금 = ∑〔 (t년도 사고발생분에 관한 클레임의 보고건수) ×

(동사고발생분에 관한 클레임의 1건당 추정평균손해액)

- (동 지급보험금)〕

㉢ 損害率法 (Loss Ratio M ethod)

보험사의 特定分野에 대한 최종적인 손해액은 주어진 기간동안 경과보험료에

대한 예상도는 손해율을 적용함으로써 추산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할 손해액과

損害査定費用은 현재의 지급준비금을 추산할 때 최종손실액에서 공제된다. 이

방법은 특정사업분야에 있어 최소법정지급준비금의 적립이 요구되며 이해하기

간단하고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나 결과가 不正確하고 손해액에 대한 실질채무의

任意的 推算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가정된 손해율이 가끔

보험사의 경과보험료에 대한 실제 손해율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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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旣發生未報告 (IBNR ) 積立金44)

IBNR 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은 미보고된 보험금의 頻度 (fr equen cy )와 金額

(am ount )이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된 손해액에 대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다. IBNR 준비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支給經

驗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손해발생 가능성,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변화, 지급비

용의 상승, 지급보험금액과 빈도 등과 같은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수정된다. 대

형사에 있어서는 IBNR 보험금의 支給頻度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적립되어야 했

던 IBNR을 보유보험료 (premium in force ), 경과보험료 (earned prem ium ), 거수보

험료(w rit t en prem ium ), 발생손해 (in cured loss ), 지급손해(paid los s ), 보고된 클

레임 건수(num ber of claim s report ed ), 순개별적립금 (n et case reserv e ), 총개별

적립금 (gros s ca se reserv e), 계속 클레임 건수 (num ber of open claim s ) 등과 같

은 요소를 하나의 함수로 정율화하여 해당연도의 IBNR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

를 直接法이라고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grow th fact or 또는 dev elopm ent

fact or와 같은 수정계수를 적용하여 가능한 한 실태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년간의

경험실적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間接法은 당해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발생손해 (incurred loss ) 또는 총준

비금(t ot al loss r eserv e)을 추정하고 여기서 지급보험금 및 기보고미지급보험금

또는 기보고미지급보험금만을 공제하여 IBNR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A v erage M ethod가 있는데 이는 사고발생건수의 보

험회사에의 통지상황의 분포 및 발생클레임의 平均單價 (과거 10년간의 장기간

크레임 평균데이타 사용)에 의해 발생보험금 총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행 법정회계기준 (SA P )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익, 재무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크레임의 년도별 추이를 년차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44) F oundat ion of Casu ality A ctu arial S cience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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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상보험 등과 같이 클레임 처리가 비교적

장기인 종목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추이를 명세표P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未經過保險料準備金

뉴욕주보험법 제1305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으로서 미경과보

험료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영업면허를 받은 모든 보험회사는 만기전 또는 미소멸위험 및 보

험계약에 대하여 營業保險料 (gross prem ium )의 미경과부분에 해당하는 준비금

을 적립해야 한다. 만기전에 소멸 또는 감소한 위험에 대해서 취소된 원보험료

및 면허회사에 대한 출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영업보험료에서의 공제는 인정되

지 않는다. 또한 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의 이전(port folio t r an sfer )에 관련

된 수재보험료는 원계약의 보험료로서 출재사의 원보험료산출근거 및 약관규정

에 따라서 영업보험료에 산입한다.

未經過保險料積立金은 감독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일자에 적용가능

한 年間分割方式 (annu al pro rata fr act ion )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방식으

로 만족할 만한 적립금을 쌓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재량에 의해 보험

사로 하여금 월간분할방식 혹은 필요하다면 증권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을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이 불확정인 보험료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한편, 海上保險에 있어서 종료되지 않은 항해보험료는 미경과된 것으로 간주

하며, 감독관은 재무제표 작성일을 기준하여 전월동안에 인수한 항해보험료의

10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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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損害査定費用 準備金

損害査定費는 기발생손해액에 대해 익년도 이후 지급되어야 할 손해조사 및

보험금액 추정을 위한 비용의 예상액이다. 損害査定費에는 개개의 사건처리에

직접 관련되어 지출되는 것(예: 직접소요된 통신비 등)과 개개의 사건에 직접 관

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것 (예 : 손해부문의 사원급여 등)으로 구분되

며, 전자를 割當損害査定費 (allocat ed loss adju stm ent expen ses ), 후자를 未割當

損害査定費(un allocat ed los s adju stm ent ex pen ses )라고 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이러한 손해사정비용에 대한 준비금 적립상황을 부채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割當損害査定費用 準備金

할당손해사정비용 준비금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2가

지로 나누어진다.

① Incurr ed- t o- In curr ed Rat io M ethod

과거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支給割當損害査定費(paid allocated los s

adju stm ent ex pen se )의 비율로부터 당해연도의 발생보험금에 대한 동 비율을 추

정하여 당해연도에 귀속시켜야 할 割當損害査定費의 발생총액을 산출하고 여기

서 지급된 부분을 공제하여 미지급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② Liability - t o- Liability Ratio M ethod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과거에 적립해야 했던 未支給割當損害査定費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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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연도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준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나) 未割當損害査定費用 準備金

미할당손해사정비용 준비금을 계산하는 통상의 방법은 과거의 支給保險金에

대한 기지급 손해사정비의 비율을 구한 후 동 비율을 당해연도의 지급준비금에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IBNR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損害査定費에 있어서 기지급분은 없고 상기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旣報告損害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이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50%의 경비가 전부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상기비율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S olv en cy M argin 制度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규제에 대해서는 NAIC의 RBCR제도가 도입되

기 전에는 契約者剩餘金 (인용자산 - 부채) 대비 保險料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즉, 보험사의 擔保力을 예측하는 척도로서 대부분의 경우 보유보험료의 契約者

剩餘金에 대한 비율 (Gear Ratio)을 관리지표로 삼았고 이 비율이 300% 이상일

경우는 일단 감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손보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계속 이어지자 NAIC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危險基準資本金 (RBC, Risk - Based Capit al ) 제도를

도입하여 1994년 년차보고서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RBCR제도는 손보사의 실제보유지급여력과 위험자본과의 비율을 산출하여

동 비율의 정도에 따라 감독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 점은 생명보험의 지

급여력제도와 동일하다.

손보사의 실제보유지급여력은 總括調整資本金 (T A C, T ot al A dju st ed Capi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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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되는데 여기에는 契約者剩餘金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 자회사의 資産

評價準備金, 임의투자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50%가 포함된다.

危險基準資本金은 자산리스크(부외리스크 R0, , 확정수익부투자리스크 R1, 주

식투자리스크 R2), 신용리스크(R3), 지급준비금 및 손해사정비용준비금리스크

(R4), 보험료리스크 (R5)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스크를 측정하여 다음의 산출식으

로 최종리스크액을 산출한다.

리스크액 = [ R 0 + R 12 + R 2 2 + R 3 2 + R4 2 + R 5 2 ]× 0.5

한편, RBC 비율은 (실제보유지급여력/ 리스크액)×100%의 산식으로 계산하

며, 동 비율에 따른 규제수준은 <표 Ⅴ- 20> 과 같다.

<표 Ⅴ- 20> RBC 비율에 따른 규제수준

규제기준 RBC 비율 정부조치

기업차원의 조치

(Com pany A ction Lev el)
150∼200% 미만

재무개선을 위한 재무계획서

제출

규제차원의 조치

(Regulatory A ct ion Lev el)
100∼150% 미만

재무개선계획서 제출과 함께

개선명령 지시

권한적 통제조치

(A uthorized Control

Lev el)

70∼100% 미만
감독관의 판단하에 보험회사

통제

명령적 통제조치

(M an datory Control

Lev el)

70% 미만
보험회사 통제 및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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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日 本

1) 損害保險會計體系 槪觀

일본의 손해보험회계에 관련한 법령들은 상법,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장성은행국통달 등이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회계와 차이가 없다. 商法에서 규

정하는 계산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적용하고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59조에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회사형태에는 관계없이 대차대조표, 손

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및 그 附屬明細書의 작성이 필요하며, 보험업법 제1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이내에 이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양식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세부적인 經理基準에 대해서는 대장성은행국통달 「損

害保險會社의 經理등에 대하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통달에는 경리처리의

원칙, 수익의 계상방법, 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준비금 및 충당금 적립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損害保險會計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수익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現金主義에 의거 계상한다. 즉, 결산마감일까지

입금보고서 및 신청서 기타 보험료계상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한 계약에 대해서

는 모두 당해연도의 收益으로 계상한다. 단, 상기서류가 결산마감일까지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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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내용불비 때문에 保險料率의 심사결정, 보험책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또한 船舶保險 등과 관련한 분할납보

험료의 계상에 대해서는 初回保險料의 경우에는 상기의 인식방법에 준하고 차회

이후 보험료의 경우에는 결산마감일까지 당해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료지

급기일이 도래한 것은 당해사업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費用의 인식은 우선 보험금의 계상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發

生主義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에서 보험금 지급액의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회계처리는 現金主義에 의해 계상

하고 결산기말에 있어서 기발생보험금 지급예상액을 支給備金으로 계상하는 것

에 의해 발생주의로 수정하고 있다. 사업비도 발생 즉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계약비의 移延資産化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

으로 설립비용 및 초기 5년간의 사업비는 회사설립후 10년이내에서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일부를 상각 (보험업법 제113조 2항)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계약자로부터 취득한 求償權 또는 殘存物에 대해

서는 당해 구상권의 행사(재판의 판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것은 제외)

또는 잔존물의 매각으로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支給備金에서

공제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資産評價制度

유가증권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國債 기타채권(전환사채는 제외)은 원가

법 또는 低價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상장유가증권은 저가법을 적용한다. 또

한 자회사 및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有價證券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며, 금전신탁 (유가증권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독운용재산에 한함)에서 信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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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으로 운용되는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低價法으로 평

가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原價法으로 평가한다.

한편, 보험업법 제112조 (주식평가의 특례)에서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上

場株式에 대해 시가로 평가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익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

일본 손보사의 責任準備金에 관한 규정은 보험업법 제116조 및 시행규칙 제

70조에 나타나 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하면 손해보험회사는 매결

산기에 있어서 보통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환급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으로 구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自動車賠償責任保險과 地震保險

에 대해서는 각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가) 普通責任準備金

보통책임준비금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지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에 의거,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未經過保險料와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해 계산된 收支殘額을 비교하여 큰 금액

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해 계산되는 수지잔

액은 당기수입보험료에서 당해계약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환급금, 지급준비

금 및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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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과보험료 계산방법은 우선 보험계약을 長期契約, 1年契約 (보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미만인 것은 1년계약으로 간주), 短期契約의 3가지로 분류한 다음 단기

계약을 다시 6개월계약 (보험기간 1개월∼6개월미만) 및 1개월계약 (보험기간 1개

월미만)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으로 보험기간별 분류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미경과보험료로 한다 (12분의 1법).

R = P × (N - M ) / N

단, R : P에 대한 미경과보험료

P :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각보험계약의수입보험료(타보험사에 지불한

재보험료 공제), 1년계약 및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기간별로

분류하여 당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를 그 수입월별로 집계한 각

월의 수입보험료(타 보험사에 지불한 재보험료제외)로 함.

N : 보험기간의 월수

M : 보험료 P를 수입한 월의 익월부터 당사업년도말까지의 월수

한편, 상기의 12분의 1법 이외에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그 보험의 特殊

性에 따라 별도의 미경과보험료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종

합보험, 장기보험특약조항부화재보험, 삼림화재특약보상부화재보험, 적립패밀리

교통상해보험, 신용보험의 일부, 주택론보증보험, 공탁보험료를 수수하는 배상책

임보험 등이 있다. 또한 기간보험 이외의 선박보험중의 航海保險, 積荷保險에 대

해서는 국내항로와 외국항로로 구분하여 각각 당해사업년도말 2개월 및 3개월의

계상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로 하고, 운송보험에 대해서는 당해사업년도말 2개월

의 계상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로 하고 있다.

(나) 非常危險準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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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危險準備金은 장래의 이상·거대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그 적립방법은 해마다 적립액을 누적하여 일정한도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책

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最低基準額 또는 稅法에서 인정하는 한도액중 큰 금액

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는 선박·항공보험에 대해서는 정미보험료 (수입보

험료+재보험환급금- 재보험료- 해약환급금)의 160%에 달할 때까지 정미보험료의

3% 이상을 매기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종목에 대해서는 정미보험료의

100%에 달할 때까지 정미보험료의 2% 이상을 매기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統一經理基準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서 稅法에 정한 한도액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3가지 group으로 분류하여 적립비

율이 정해져 있다. 즉, 선박·항공 group은 3% , 화재, 적하, 운송, 풍수해, 동산

종합, 건설공사, 배상책임 group은 2% , 자동차 및 신종 group (풍수해, 배상책임,

건설공사, 동산종합, 개호비용 재외)은 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經理基

準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최저기준액을 정하고 있어 세법상 적립이

필요없는 자동차 및 신종 group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인 2%를 적립해야 한다. 또한 손보사의 擔保力 充實을 도모하기 위해 각

보험 group별 잔고율 (비상위험준비금의 정미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하회하는 경

우에는 통상의 적립율의 150%까지 할증적립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표 Ⅴ- 21> 보험 group별 비상위험준비금 잔고율

보험 group 보험종류 잔 고 율
선박·항공 선박, 항공 50%

화재·적하·운송
화재, 적하, 운송, 풍수해, 배상책임,

건설공사, 동산종합
35%

자동차·신종
자동차, 신종(풍수해, 배상책임, 건

설공사, 동산종합, 개호비용 제외)
15%

개호비용 개호비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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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은 換入使用이 가능하다. 각 종목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는 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동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재해라는 것은 損害率을 기준으로 선박·항공보험은 80%를 초과, 기타보험

은 5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초과액을 준비금에서 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稅法에서는 앞의 < 표 Ⅴ- 21>에서의 보험 group별로 손해율을 산출하

여 선박 group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80% , 화재 및 자동차 group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益金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립

후 10년을 경과한 준비금의 잔고가 있는 경우 이것을 사용하여 益金에 산입하지

만 일정의 洗替保證率이 정해져 있으며, 정미보험료에 이 保證率을 곱한 금액보

다도 잔고(단, 당기의 이상재해에 의한 환입액을 공제하고 적립액을 가산한 후

계산)가 작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洗替保證率은 선박 group은 50% , 화재

group은 35% , 자동차 group은 0%이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세법의 규정에 있는 10년을 기준으로 한 非常危

險準備金의 환입규정은 없으나, 대장대신의 승인을 얻은 경우 환입이 가능하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統一經理基準은 적립후 10년을 경과하고 세법

상의 익금산입 대응액에 관계되는 법인세등 상당액에 대해서는 대장대신의 인가

를 받아 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① 이상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적립후 10년을 경과하고 세법상 익금산입액이 발생한 경우의 2가지 경

우로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還給積立金

還給積立金은 보험료 또는 보험료로서 수수하는 금전을 운용함으로써 얻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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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還給을 약속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환급의 충당을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최근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長期綜合保險이

나 적립fam ily교통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로부터 적립보험료를 받아 이것을

회사가 운용하여 만기시에 일정의 이자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으로서

반환하지만 매사업년도말에는 만기환급금의 複利現價相當額을 당해 적립금으로

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라) 契約者配當準備金

積立型保險에서는 만기환급금 외에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운용성과를 얻은 경

우에는 계약자배당금으로서 계약자에게 환원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契約者配當

準備金은 그 지급준비를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계약자배당준비금과 환급적

립금은 손보사의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다른 준비금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

며, 이는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자배당준비금과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과 유사하다.

(마) 保證特別危險準備金

보증증권업무에 관계되는 保證特別危險準備金은 매기 정미수입보험료의 2%

를 적립하며, 정미손해율이 50%를 초과할 때에는 보증특별위험준비금 전기말 잔

고를 한도로 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2) 自動車保險의 責任準備金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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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긴 매우 공공성이 강한 보험으로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순보험료부분, 부

가보험료부분 및 운용익도 포함되며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N o Los s No

Profit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배법 제28조의 3에 의거, 책

임보험사업에서 발생한 收支差額 및 運用益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主務省令에서

정하는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립된 준비금은 책임보험사업의

수지부족시 이의 보전 또는 기타 主務省令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입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책임준비금은 의무적립금, 조정준비

금, 운용익적립금, 부가율적립금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다.

(가) 義務積立金

義務積立金은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인수년도별로 구분하여

제4년도말까지 적립하는 것이다. 우선 당해연도에 인수한 계약의 순보험료부분

의 收支殘額을 의무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차기 이후는 제2년도말, 제3년도말과

제4년도말까지 각각의 수지잔액을 의무적립금으로서 적립한다. 제5년도말 이후

는 제5년도말기준으로 일괄계산하지만 그 수지잔액은 調整準備金으로 적립한다.

각각의 연도말에 수지잔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초년도에는 당해연도

에 있어서 정미수입순보험료 (수재정미보험료에 장기예상이익을 더한 금액)에서

정미지급보험금 (수재정미보험금) 및 지급비금을 공제한다. 제2년도 이후는 전사

업연도에서 이월한 의무적립금 및 지급비금에 각각의 계약연도에 해당하는 정미

수입순보험료를 더하고 정미지급보험금 및 지급비금을 공제하여 수지잔고를 산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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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調整準備金

의무적립금중 당해계약의 초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에서 5년을 경

과한 계약연도에 해당하는 義務積立金은 5년을 경과한 사업연도말에 調整準備金

으로 전입되어 누적적으로 적립한다. 동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외에는 환입이

불가능하다.

(다) 運用益積立金

운용익적립금은 자동차보험 순보험료부분의 유보자금에서 발생하는 運用益

을 적립하는 것이나, 운용익적립금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法人稅등 상당액을

공제하여 적립한다. 사업년도중에 운용익갹출금을 갹출한 경우에는 운용익적립

금을 그 기말에 환입한다(법인세등 상당액은 환입하지 않음).

(라) 附加率積立金

부가보험료 부분에서 자동차보험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부가보험료 부분의

수지잔액 및 그 운용익을 附加率積立金으로서 적립하여 장래 부가율부분의 수지

가 적자가 되었을 경우에 상당액을 환입한다. 附加率積立金은 과세대상이기 때

문에 법인세등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한다.

(3) 地震保險의 責任準備金

地震災害는 사고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일단 대지진이 대도시에서 발생하

면 그 손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地震保險에서는 장래의 거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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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충분한 지급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

간손익에서 이익이 생길 경우에도 이것을 責任準備金 (지진보험에서는 위험준비

금 이라고 함)으로서 매기 누적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危險準備金은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

서에서 정하고 있으며, 각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 및 재보험환급금의 합계액에서

지급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서 廣告宣傳費 및 再保險手數料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으로 획득한 금액도 추가적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支給備金

보험회사의 期中에 있어서의 보험금 처리는 일반적으로 現金主義로 이루어지

지만 결산기에 있어서 장부를 마감하는 경우 당해연도말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

지 않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함과 동시에 發生主義의 입장에서

손익을 수정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12조에 의거, 기말에 지급

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급비금은 보통비금과 기발생미보고손해 (IBNR, in curr ed

but n ot r eport ed )비금으로 분류된다.

(가) 普通備金

普通備金은 지급액이 확정되었지만 미지급한 保險金, 지급의무는 있다고 인

정되지만 금액이 미확정인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등의 支給豫想額, 소송중인 보

험금은 그 保險金額의 3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에 의해 계약자로

부터 취득한 구상권 또는 잔존물에 대해서는 당해 求償權의 행사 (재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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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것은 제외) 또는 殘存物의 賣却에 의해 회수가 예

상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지급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IBNR備金

보통비금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결산기에 보고가 되고 미지급분에 대해 충당

하는 것인데 비해 IBNR備金은 결산기에 있어서 기발생하였지만 보험사에 보고

가 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충당하는 것이다. 현재 統一經理基準에 의거, 자동

차보험, 상해보험 (상해상호보험을 포함),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의 4종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①,②에 의해 산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적립하도

록 하고 있다.

① 적립액45) = 전년도 이전 3년도의 IBNR비금 적립소요액46) × 1/ 3 × 당년

도를 포함한 최근 3년도의 발생손해증가율47)

45) 원수계약에 수재계약을 더하고 출재계약부분을 공제한 계수로 하며, 해외수

재계약 등에서 계수의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부분을 제외하여 계산하

는 것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적립액은 담보종목별로 산출한 필요적립액

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일부 종목에 대하여 최근 3년도의 IBNR비금 적립

소요액이 적자인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필요적립액을 0(零)으로 하여 계산

가능하다.
46) 전년도 이전 3년도의 IBNR비금 적립소요액은 당해 각년도의 말일이전에 발

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각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

로 한다.

당해연도의 IBNR비금 적립소요액

= 익년도지급보험금 + 익년도말 보통지급비금 - 당해연도말 보통지급비금

47) 전년도이전 3년간의 발생손해액에 대한 당년도이전 3년간의 발생손해액의

비율을 말한다. 단, 발생손해액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 당해

연도에 지급한 보험금과 당해연도말에 적립한 보통지급비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191 -



② 적립액

자동차보험 = 당년도 기경과보험료48) × 3/ 100

자동차보험 이외의 보험 = 당년도 기경과보험료 × 8/ 100

라) S olv en cy M argin 제도

(1) 槪要

일본 손보사의 S olv en cy M argin 제도는 생보사의 S olv en cy M argin 제도와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기준리스크 算出方法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다. 즉, 보험

사의 危險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리스크에 상응하는 리스크계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의 보유 리스크를 구한 후 보험사의 資本金, 剩餘金 등과 같

은 S olv en cy M argin 총액을 이 리스크 합계액으로 나누어 S olv ency M argin 비

율을 산출하여 이 비율을 기준으로 早期警報體制를 실시한다.

(2) 主要內容

(가) S olv ency M argin의 總額

다음 <표Ⅴ- 22> 의 구성항목을 합하여 실제보유 지급여력을 산출한다.

48) 당년도기경과보험료 = 당년도 정미수입보험료 + 전년도말 미경과보험료 -

당년도말 미경과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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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 22> S olv en cy M argin의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구 성 항 목 산 출 방 법

자본계정의 합계 자본계정합계액 - 처분잉여금

가격변동준비금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적립한 금액

위험준비금 보험업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적립한 금액

대손충당금 채권상각특별계정 및 특정해외채권 충당금게정 제외

주식함유익 (주식시가 - 장부가) ×90%
토지함유익 (토지의 상속세평가액 - 장부가)×85%

전기질멜식 초과

적립금
실제적립책임준비금 - 전기질멜식 책임준비금

세효과상당액

다음금액의 합계액

- 보험계약준비금중 유세적립상당액

- 가격변동준비금중 유세적립상당액

- 대손충당금의 세법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잉여금에서 사외유출예정액 및 사원배당준비금 산입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중 유세적립상당액

사원배당준비금 차기배당 소요액은 제외

(나) 리스크 合計額

리스크합계액은 보험사가 보유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자

산운용리스크, 경영리스크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보험리스크 : 보험리스크는 일반보험리스크 (R1)와 거대재해리스크 (R2)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각 리스크의 대상금액과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보험료 기준과 보험금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중 큰 금

액을 적용한다. 단 ρ는 보험종목의 상관계수로서 0.05를 적용한다.

( 1 - ρ) × (A 2 + B 2 + C 2 + D 2 + E 2 + F 2) + ρ× ( A + B + C + D + E + F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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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 23> 손보사 보험리스크의 산출방법

보험의 종류

일반보험리스크 거대재해리스크

보험료 기준 보험금 기준 보험금 기준 보험금 기준

리스크

대상금액

리스크

계수

리스크

대상금액

리스

크

계수

지진보험
리스크

계수
풍수재

리스

크

계수

화재보험(A,가계

지진보험제외)

정미기경

과보험료

12%

정미발생

보험금

33%

추정정미

보험금

각각

100%

추정정미

보험금

각각

100

%

상해보험(B) 9% 26%
자동차보험(C) 8% 14%
선박보험(D) 56% 62%
적하보험(E) 21% 39%
기타보험(F , 자

배책제외)
17% 34%

주 : 1. 정미보험금은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적용함. 이 경우 거대재해보험금은 제외
2. 상기 각 보험종목간에 출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재공제를 하지 않

음(재보험전문회사 제외).

② 예정이율 리스크 (R3) : 장기저축성보험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의 예

정이율을 확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없는 리스

크이며,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별 리스크계수를 당해 예정이율의 보험상품 책임준

비금에 곱하여 산출한다.

<표 Ⅴ- 24> 손보사 예정이율리스크의 산출방법

예정이율의 구분 리스크계수

0∼1.0% 미만 0.01%
1.0% 이상∼3.0% 미만 0.1%
3.0% 이상∼4.0% 미만 0.2%
4.0% 이상∼5.0% 미만 0.35%
5.0% 이상∼6.0% 미만 0.5%

6.0% 이상 0.7%

③ 자산운용 리스크(R4) :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회사리스크, 부외

거래리스크, 기타리스크의 5가지로 구분하여 각 리스크의 합계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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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5> 손보사 자산운용리스크의 산출방법

구분 대상자산
적립자산 일반자산

자산가액 계수 자산가액 계수

가격변동
리스크

금투자신탁 장부가액 20% 장부 15%
국내주식 장부 15% 장부 10%

채권 장부 2% - 0%
엔화채권 장부 2% - 0%
외국주식 장부 18% 장부 13%

외화표시채권 장부 10% 장부 5%
부동산 장부 6% 장부 2%

신용
리스크

리스크대상자산 리스크계수

대출금
국내공사채
외국공사채

예저금

랭크 1 0.0%
랭크 2 0.3%
랭크 3 0.8%

랭크 4 4.0%

단기거래

대출금 랭크1에 상당하는 금액 0.0%

대출금 랭크2에 상당하는 금액 0.1%
대출금 랭크3에 상당하는 금액 0.7%

부외거래
리스크

거래종류 리스크대상거래잔고 리스크계수

환예약 및 통화선물거래
구입잔고
판매잔고

- 10%
10%

통화선물이외의 선물거
래·신용거래

구입잔고
판매잔고

국내주식 - 10%, 외국주식 - 10%
국내주식 10%, 외국주식 10%

옵 션
거 래

콜구입 프리미엄 상당액 100%

펀드구입

행사 가격 ×거 래단 위수
×계약수량

국내주식 - 10%, 외국주식 - 10%,
통화 - 10%

프리미엄 상당액 100%
콜판매 프리미엄 상당액 - 100%

펀드판매

행사 가격 ×거 래단 위수
×계약수량

국내주식 10%, 외국주식 10%,
통화 10%

프리미엄 상당액 100%

관련회사
리스크

구 분 출자비율 영위형태 주식리스크계수 리스크계수

국내
관련회사

10%초과 - 10%
0.3%

10%이하
금융관련회사 100%
비금융관련회사 10%

해외
관련회사

50% 초과

보험자회사 (자기자본비
율이 있는 국가 )

출자비율×해당국가의
리스크/ 해당국가에서
의 지급여력

주식과 동일하
게 취급

보험자회사 (기타 ) 100%
5.3%기타 13%

50%이하 - 13%

기타
리스크

리스크대상자산 리스크계수

출재로 인해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준비금 ,
지급준비금

출재비율 50% 이하부분 : 1%
출재비율 50% 초과부분 : 2%

재보험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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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영관리 리스크 (R5) : 보험리스크, 예정이율 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의

합계액에 다음과 같이 대상회사를 구분하여 리스크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Ⅴ- 26> 경영관리 리스크금액

대상회사의 구분 리스크계수

당기말처리손실을 계상하는 회사 3%
상기이외의 회사 2%

이상의 계산과정을 거쳐 리스크 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하다.

리스크합계액=

[ R 12 + ( R 3 + R4 ) 2 + R 5 ]×1/ 2 + R 2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支給餘力은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된 실제보유

支給餘力과 기준리스크 상당액의 비율로서 평가하며 동 비율이 일정수준을 하회

할 경우 행정적 대응을 하는 早期警報制度로서 활용할 예정이며, 세부활용방안

은 현재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英 國

1) 損害保險會計體系 槪觀

영국의 損害保險會計는 外部報告를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체계에 있어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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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험회계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1985년 會社法 (Com panies A ct 1985)에 의

해 설립된 모든 보험회사들은 그 주주에게 대차대조표 (balan ce sh eet ), 손익계산

서 (profit an d los s account s ), 수익보고서(r ev enue account ) 및 그 주석 등을 포

함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1990년 5월 영국보험협회(A ssociat ion of Brit ish In surer s )는 「保險會計를

위한 勸告慣行指針 (St at em ent of Recomm en ded Pract ice on A ccounting for

In suran ce Bu sines s : ABI S ORP )」을 제정하여 보험에 존재하는 회계처리방식

의 상이함과 다양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 지침은 보험료 인식, 비

용의 자산화, 보험금 인식 등의 회계처리에 관해 규정하여 보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회계처리방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손해보험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會計基準(Basis of A ccount ing )이 年間

基準(Annu al Basis )과 積立基準 (F un d Basis )의 2가지 형태가 있다는 점이다.

보험영업결과는 연간기준으로 작성되어져야 하지만 보험사업의 특성, 즉 보험인

수기간에 있어서의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가 信憑性있는 영

업결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적립기준에

의한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손해보험 종목으로는 海上保險과 航空保險이 있다.

2) 損害保險會計制度의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지난 95년 12월 영국보험협회(ABI, A ssociation of Brit ish In surer s )가 제정

한 保險會社會計에 관한 ABI 지침 (ABI Guidance on A ccounting for In surance

Bu sines s )" 제71조 내지 78조에는 해당하는 회계연도에 개시된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거수된 收入保險料는 당해 회계연도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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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보험료의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사업비중 新契約費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자산화하는 것을 인

정하고 있으며, 미래의 보험료 收益에 따라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연방법과 신계약비의 상각에 대한 기준은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기

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資産評價制度

손보사의 資産評價方法은 생보사의 자산평가방법과 차이가 없다. 자산별 평

가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上場有價證券(상장주식 및 상장채권)의 경우에는 시장

가액으로 평가하는 市價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규칙 제53조), 비상장유가

증권중 場外市場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

한다(보험회사규칙 제51조).

한편, 非上場株式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비상장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회사가 3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株當平均利

益에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株價收益比率(PER , price earning ratio)을 곱하여 이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둘째, 非上場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1년이상 3년미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회계년도의 株當平均利益 또는

최근 2회계년도의 주당평균이익에 株價收益比率을 곱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보험회사규칙 제51조). 또한 非上場債券은 직접 양도한 경우

정당하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不動産은 가장 최근의 적정가액에 상응

하는 가격으로 매도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

하며, 貸出金은 회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동

규칙 제49조 및 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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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

영국 손보사의 책임준비금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繼續危險準備金

(un expir ed risk s provision ), 지급준비금, 이익배당금 및 리베이트에 대한 준비

금, 平準化準備金(equalisat ion reserv 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未經過保險料積立金 및 繼續危險準備金

영국 손보사들은 1/ 365법, 1/ 24법, 1/ 8법 등 기간과 관련하여 未經過保險料를

산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1/ 24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미경과보험료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변동, 새로운 법해석의 등장으로 인한 賠償責任의 增加 등

으로 장래 클레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 繼續危險(un ex pired risk s )에 대한 준비

금으로 충당된다. 繼續危險準備金 (un expir ed risk s prov ision )은 회계연도말 이

후 보험기간중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당해 시점에서 유효한 보험계약과 관련하

여 미경과보험료 및 기타 수취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모든 클레임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경과보험료에 추가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은 保險種目基準 (clas s base )으로 계산되는 반면 계속위험

준비금은 투자수입을 고려하여 모든 보험계약을 통합 (com pany base )하여 계산

한 후 적립한다. 이러한 繼續危險準備金의 적립은 준비금제도의 신중한 일례로

볼 수 있다.

(나) 支給準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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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기보고준비금은 예상되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未支給保險金 件數가 매우 많고 개

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를 위한 보험금의 集團化가 가능하다.

IBNR 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보고된 보험금 지급건수 및 평균지급금

액과 같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다) 利益配當金 및 리베이트에 대한 準備金(provision for bonu ses and

rebat es )

동 준비금 계정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평준화준비금과 함께 부채란의 技

術的準備金計定에 기재된다. 손보사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준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손해보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특정계약의 실적으로부터 산출되는 계약자에 대한 保險料 返還金 (refund of

prem ium )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것은 무사고 할인과 같이 장래의 보험료를 조정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라) 平準化準備金 (equ alisat ion reserv e)

평준화준비금은 클레임 또는 전체 손해실적에 있어서의 變動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특히 우박보험 또는 신용보험과 관련된 준비금이다. 평준화

준비금은 1987년 EC의 신용보험에 대한 지침에서 그 설정을 요구됨에 따라 EC

의 일부 국가에서 몇몇 또는 모든 보험종목에서 적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에

서는 공식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保險會社規則을 개정하면서 제76조에 동 준비금을 적립하

도록하고 있다. 즉, 信用保險을 영위하는 영국보험회사나 비EC국가의 보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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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용보험 수입보험료가 총보험료의 4% 미만인 경우 혹은 수입보험료가

250만ECU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平準化準備金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방

법은 보험회사규칙 S chedule14에 의한 4가지 방법중 하나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

다.

방법 1 : 최근 5사업년도중 최고 정미보험료 (n et prem ium )의 150%에 달할 때

까지 매년 신용보험 營業利益의 75%를 정미보험료의 12%를 한도로

적립

방법 2 : 평준화준비금의 최저액은 최근 5개년간 평균정미보험료의 134%로

하며, 동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년 營業利益의 75%를 적립

방법 3 : 평준화준비금은 積立必要額 (requir ed am ount )에 도달할 때 까지 매년

손해과소액 (claim s short fall )을 적립해야 함. 손해과소는 특정년도의

손해율이 평가기간의 평균손해율 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그 과소

액은 두 개의 손해율차에 당해연도의 經過保險料를 곱하여 산출함.

적립필요액은 평가기간중 매년 손해율과 평균손해율간의 標準偏差에

당해연도의 경과보험료를 곱한 금액의 6배를 말하며, 평준화준비금은

적립필요액에 도달할 때 까지 매년 적립필요액의 3.5%를 적립해야

함.

방법 4 : 평준화준비금은 最高積立額(m ax im um requir ed am ount )에 도달할 때

까지 매년 손해과소액을 적립해야 함. 최고적립액은 평가기간중 매

년 손해율과 평균손해율간의 標準偏差에 당해연도의 경과보험료를

곱한 금액의 6배를 말하며, 최저적립액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

의 3배를 말함. 특정연도에 損害過多가 된 경우에는 평준화준비금이

최소적립액에 도달할 때 까지 평준화준비금에서 삭감함.

- 201 -



(2) 最小保證基金

영국 손보사의 最小保證基金은 보험회사규칙 S chedule 5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보험종목별로 그 금액이 다른다.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최소보증기금이 25%

감액된다.

<표 Ⅴ- 27> 영국의 손해보험종목별 최소보증기금

보 험 종 목 금 액

육상동력차의 민사배상책임, 항공기의 민사책임, 해상,

호수 및 하천상 선박의 민사책임, 일반민사책임, 신용,

보증보험

400,000E CU

상해, 질병, 육상차의 차체, 철도차체, 항공기 기체, 해

상·호수상 및 하천상 선체, 수송화물, 화재 및 자연

력, 각종금전손실, 원조급부 (as sistance) 보험

300,000E CU

육상동력차의 민사배상책임, 소송비용 200,000E CU

라) S olv ency M argin 制度

영국의 S olv ency M argin 제도는 제1차 E C지침중에 손보사의 支給能力 確保

를 목적으로 하는 自己資本 最低額의 결정방법에 관한 통일규칙이 제정됨에 따

라 1978년 保險會社法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1994년 보험회사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S ch edule 3 및 4에는 손보사의 지급여력 산출

방법을 保險料基準 (prem ium ba sis )과 保險金基準 (claim s basis )의 2가지중 하나

를 선택하여 이 중 큰 금액 이상의 純資産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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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險料基準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해약환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을 한다.

ECU 1,000만 까지의 금액 × 18% + ECU 1,000만 초과금액 ×16% = A

C
기준금액 = A ×

B

단, B = 지급보험금+이월발생손해액- 발생손해액환입

C = B - 재보험회수금

C/ B ≥50%

(2) 保險金基準

최근 3개사업연도의 총발생보험금 (재보험회수금 공제전)의 1/ 3에 대해 다음의

계산을 한다.

ECU 700만까지의 금액 × 26% + ECU 700만 초과의 금액 × 23% = D

C
기준금액 = D ×

B

단, B = 지급보험금+이월발생손해액- 발생손해액환입

C = B - 재보험회수금

C/ 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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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獨 逸

1) 損害保險會計體系 槪觀

독일에서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은 保險監督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보험사업에 대한 인가와 보험사 경영, 보험사업의 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보험회계에 대한 감독체계는 가장 상위법인 商法을 중심으로 보

험과 관련해서는 保險監督法, 감독청의 규정 및 지침, EC 지침 등이 있으며, 이

러한 제반법규를 기초로하여 보험감독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방법이나

S olv en cy M argin , 자산평가, 계약자배당, 재무제표의 내용 등을 감독하고 있다.

原保險 (dir ect in suran ce)을 인수하는 손해보험회사는 年間會計基準을 채택하

여야 하며, 회계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2) 損害保險會計制度 主要內容 檢討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독일 손보사의 수익 및 비용인식기준은 現金主義에 의거 계상된다. 그러나

신계약비의 경우 당해 발생비용중 일부의 移延資産化는 인정되어 상각할 수 있

다.

나) 資産評價制度

독일의 자산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保守主義에 입각한 歷史的 原價主義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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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다. 이는 상법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평가방법도 역시 보수주의를 기준한 低價法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有價證券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원가와 시가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

는 低價法을 적용하며, 일단 원가이하로 저평가되면 원가를 다시 회복한 경우라

도 원가로 평가하지 않는다.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은 原價로 평가하며, 不動産

은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貸出金 (계열사

대출포함), 上場債券, 銀行預金 등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準備金制度

(1) 責任準備金

독일 손보사들은 대차대조표의 부채란에 보험계약자 및 기타보험금 수취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표시하는 保險契約準備金을 적립해야 한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증요한 것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

준비금, 보험료환급적립금, 變動準備金(평준화준비금), 기타 기술적준비금으로 구

성된다.

(가) 未經過保險料積立金

일반적으로 미경과보험료는 각 보험계약에 대한 個別法으로 계산되지만 개별

법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近似法(approx im at ion m ethod)의 계산결과

가 개별법에 의한 계산결과와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근사법도 허용된다. 이 경

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1/ 24법, 1/ 12법, 1/ 6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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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보험료가 연간 일정하게 거수된다는 가정하에 거수보험료의 50%를

미경과보험료로 계산하는 比率法도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계약을 임의추

출하여 각 계약의 미경과보험료 비율을 계산하여 동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

다.

(나) 支給準備金

독일 손보사의 지급준비금에는 기발생기보고준비금, 기발생미보고준비금, 해

약환급준비금, 손해사정비용준비금 등이 있다.

① 旣發生旣報告準備金

기발생기보고준비금은 예상되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 보험금 지급의 경험에 기초한 균일한 비율의 가감

(flat r at e addit ion s or dedu ction s )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지급보험금 건수가 매우 많고 개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를 위한 보험금의 集團化가 가능하다.

② 旣發生未報告準備金

IBNR 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보고된 보험금 지급건수 및 평균지급금

액과 같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比率基準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개

정에 따른 추세의 변화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변

화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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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解約還給積立金

이 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을 참

조하여 계산한다.

④ 損害査定費用準備金

손해사정비용준비금은 원가비율을 적용하는 比率法으로 계산하여 적립한다.

原價比率은 기지급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비용의 비율을 말하며, 동 비율을 적

용하기 전에는 미지급보험금 일부가 부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

여 원가비율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평균 발생지급보험금

이 기지급보험금의 평균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原價는 보험금 규모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원가비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손해사

정비용준비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원가비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후 적립하는 것

이다.

(다) 保險料還給積立金

이 준비금은 보험계약자에게 保險料還給을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여기

에는 미래보험료의 공제를 위해 적립한 것도 포함된다.

(라) 變動準備金 (平準化準備金)

變動準備金은 예상 지급보험금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평준화하기 위해 적립

하는 준비금으로써 현재 醫藥賠償責任保險 및 核危險保險에 한해 동 준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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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마) 其他準備金

① 損失補償準備金

損失補償準備金은 대차대조표일 이후 및 회계기간말에 보유계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동 준비금은 각 보험종목별로 계

산하며, 보험료의 예상추세, 예상손실 및 원가비율, 장래이자수익 등과 같은 요

소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② 保險料解約準備金 (provision for prem ium cancellation )

保險料解約準備金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자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예: 보험료

미납) 피보험이익(in sured int er est )의 중지 혹은 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적립

하는 준비금이다. 동 준비금은 총거수보험료 혹은 미수보험료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비율로서 계산된다.

(2) 保證積立金

독일 손보사의 보증적립금은 보험회사의 자본준비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금액이 다르다. 또한 보험사의 취급종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적용되는 금액중 가장 최고의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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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 28> 독일의 손해보험 종목별 보증적립금

보 험 종 목 금 액
과거 3년연속으로 연간수입보험료가 9,150,000DM를 초과하거

나 수입보험료의 4%를 초과하는 신용보험
5,124,000DM

육상차,항공기, 해상, 호수 및 하천상 선박의 민사책임, 일반민

사책임, 보증보험 혹은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보험
1,464,000DM

상해, 질병, 육상차의 차체, 철도차체, 항공기 기체, 해상·호수

상 및 하천상 선체, 수송화물, 화재 및 자연재해, 각종금전손

실, 원조급부(assistance) 보험

1,098,000DM

눈·서리 기타의 재물손해, 소송비용 732,000DM

라) S olv en cy M argin 制度

독일 손보사의 S olv en cy M argin에 관한 내용은 EC 지침을 토대로 보험회사

의 資本準備金에 관한 法令(Kapit alau sstat tun g s - V erordnung ) 제1조 제1항 내지

3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支給能力은 연간보험료와 최근 3년간

보험사고에 소요된 평균지출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폭풍, 우박, 서리에 대한 피해

보험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최근 7년간 보험사고에 소요된 平均支出額을 기준으

로 한다.

(1) 保險料基準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해약환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을 한다.

DM 3,660만 까지의 금액 × 18% + DM 3,660만 초과금액 ×16% = A

C
기준금액 = A ×

B

- 209 -



단, B = 지급보험금+이월발생손해액- 발생손해액환입

C = B - 재보험회수금

C/ B ≥50%

(2) 保險金基準

최근 3개사업연도의 總發生保險金 (재보험회수금 공제전)의 1/ 3에 대해 다음의

계산을 한다(단, 폭풍, 서리, 우박에 대한 피해보험의 경우에는 1/ 7).

DM 2,562만까지의 금액 × 26% + DM 2,562만 초과의 금액 × 23% = D

C
기준금액 = D ×

B

단, B = 지급보험금+이월발생손해액- 발생손해액환입

C = B - 재보험회수금

C/ B ≥50%

(2) 構成要素

支給能力의 구성요소는 보험감독법 53c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

사의 경우 基礎資本金에서 미납입액의 1/ 2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社員基金에서 미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사원기금이 최소

한 25%이상 납입된 경우에는 미납입금액의 1/ 2만이 공제된다. 公法保險社의 경

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초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미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단, 해당금액이 최소한 25%이상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미납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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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만이 공제된다.

또한 支給能力에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차기이월이익 (profit carr ied

forw ard ),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자산평가에 의한 再評價積立金(예

외적인 것이 아닌 경우), 총자기자본의 1/ 2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정관상

1회계년도에 허용된 추가부담분의 1/ 2이 포함된다. 이 모든 요소를 전부 합한 후

損失移越額, 대차대조표상의 無形資産, 특히 창업비 및 영업권을 차감하여 지급

능력을 산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상기 지급능력, 자기자본에 대해 그 지급능력의 계산서 및 자기자

본의 확인서를 매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마. EC

1) 收益 및 費用의 認識

보험료의 收益認識에 대한 기준은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중에서 선택 가능하

다. 즉,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험료 입금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現金

主義를 채택하든지 혹은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保險料 入金에 관계없이 보험

료 납입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發生主義를 채택하든지 어느

것이든 선택가능하다.

한편, 新契約費는 발생시점에서 전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를

이연자산화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償却하든지 회원국에서 선택할 수 있

다.

또한 보험금의 지불에 따라 게약자로부터 취득한 求償權 또는 殘存物에 대해

서는 당해 구상권의 행사 또는 잔존물의 매각으로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지급준비금에서 공제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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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準備金制度

가) 未經過保險料積立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보험회계지침 제57조에서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個別法에

의한 계산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예상될 때에는 比例法 혹은 均一比率法

(flat - r at e m ethod)과 같은 近似法도 허용된다.

比例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1/ 24법, 1/ 12법, 1/ 8법이 있다. 均一比率法

은 수입보험료가 연간 일정하게 거수된다는 가정하에 거수보험료의 50%를 미

경과보험료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한편, EC 회원국중 신계약비의 移延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신계약비를 미

경과보험료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재표의 주석에 공제금액을 기재

하여야 한다.

나) 繼續危險準備金(provision for un ex pir ed risk s )

繼續危險準備金은 회계연도말 이후 보험기간중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당해

시점에서 유효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미경과보험료 및 기타 수취보험료

(prem ium receiv able )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보험금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계속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로 細分化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회원국 보험당국이 모든 보험종목이 長期的

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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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支給準備金

(1) 旣發生旣報告準備金

기발생기보고준비금은 예상되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지급보험금 건수가 매우 많고 개

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를 위한 보험금의 集團化가 가능하다.

(2) 旣發生未報告準備金

기발생미보고준비금은 대차대초표일 이후에 보고된 보험금 지급건수 및 평균

지급금액과 같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3) 損害査定費用準備金

손해사정비용준비금은 보험인수에 의해 발생하는 내적 외적 비용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EC지침에는 동 준비금의 적립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과거의 收入保險料 규모를 감안하

여 충분히 할당하고 또한 충분히 적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라) 平準化準備金

平準化準備金은 향후 손해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평준화하기 위해 적립하

는 준비금으로써 각 EC 회원국중 동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EC

회계지침에서는 손해보험 제3차지침에 의해 信用保險에 있어 각 회원국이 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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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마다 평준화준비금을

적립하는 보험종목은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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