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國內保 險會計 制度와 外國 保險會 計制度 의 比較 分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보험회계제도와 외국의 보험회계제도

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保險會計와 관련한 주요국의 關

聯法規 體系를 검토하고 생·손보회계의 主要內容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 生命保險會計制度의 比較 分析

가. 保險會計關聯 法規體系 比較 檢討

일반적으로 會計의 目的은 기업외부에 있는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인

意思決定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保險産業은 일반대중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크고 내재된 複雜性 때문에 관

계법령에 의하여 專門的이고 細部的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가에서

나 공통적인 상황이다.

美國 보험사의 경우에는 우선 각주 保險法에서 보험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보다 상세한 규정은 각주 보험감독청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 IC에서는 공통적인 會計基準을 정하여 각주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生命保險會計와 관련하여 NAIC는 생명, 상해, 건강보험 회계관행 및

절차에 관한 지침 (A ccount in g Pract ices an d Procedures M anu al for Life,

A ccident and Health In suran ce Com panies )을 제정하여 각주에서 이를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에는 자산평가방법, 준비금적립, 사업비회계, 분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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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NAIC에서는 年次報告書의 통일된 양식

을 제정하여 보험사들이 동 양식에 의한 財務諸表를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생보사들은 法定會計基準(SAP )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GAAP )의 2가지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감독당국 (주보험감독

청, SEC)에 각각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日本의 경우 보험회계관련 법규로는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대장

성통달 등이 있으며, 특히 보험업법시행규칙과 대장성통달 生命保險會社의 業務

運營에 대하여 는 생명보험회사의 收益 및 費用認識方法, 자산평가방법, 책임준

비금 적립방법, S olv ency M argin제도 등 보험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경영 리스크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S olv en cy M argin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에 대한

개요는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英國은 국가가 보험사업 운영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公示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支拂能力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재

무측면의 감독에 중점을 두어 왔다. 재무상황의 健全性이 유지되고 있는 한 보

험회사는 公示主義에 근거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보험

요율, 계약조건, 자산운용의 방법 등 폭넓은 競爭活動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시주의 감독방식은 1958년 법개정을 통하여 상당부분 實質的 監督主義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에 새로운 부속

주기서, 부속명세서, 부속보고서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생보사에 대해서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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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년마다 1회로 되어 있던 選任計理人(Appoint ed A ctu ary )에 의한 검사를 3년

이내의 기간마다 1회로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49). 현재 보험회계 관련법규

로는 보험회사법(T h e In surance Company A ct 1982), 보험회사규칙(T he

In suran ce Com panies Regulat ion 1994), 보험회사 (회계 및 보고서)규칙 (T he

In suran ce Com panies (A ccount s and St at em ent s ) Regulation 1993), EC의 연결

재무제표지침 등이 있다.

獨逸은 다른 EU 국가에 비해 엄격한 감독을 해왔고 특히 보험회사의 재무상

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밀착감독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보험회

계에 관한 법규중 保險監督法 (VA G)은 EC 생·손보 제3차지침을 반영하여 지난

1994년 개정되었는데 동 법에는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支給餘力, 保證基金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보험회계관련 법규로는 상법, 保險會社

의 資本準備金에 관한 命令, EC의 연결재무제표지침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회계와 관련한 법규로는 보험업법을 비롯하

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 등이 있다.

나. 生命保險會計 主要內容 比較 檢討

1) 收益 및 費用의 認識

일반적으로 보험회계는 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담보력 확보를 그 목

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험회계에 있어 保險

49) 보험감독원, 『주요국 보험감독제도와 검사방향』, 1995.12 pp7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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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 收益은 현금수입시 실현되지 않고 보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실현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신에 未經過保險料에 대하여 적립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보험계약과 관련한 費用은 발생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보험회계의 保守主義的 특징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擔保力과 流動性을 확보가능하게 한다.

주요국의 收益認識基準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SAP , 일본, 독일에서는 보험료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GA AP , 영국, 캐나

다에서는 發生主義를 채택하여 현금수수와는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일이 도래

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의 수익인식기준시 현금주의

를 채택하는냐 혹은 발생주의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경과보험료의 계산에서 準備金에 약간의 차이를 발

생시킬수도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주로 미경과보험

료가 영업보험료의 일부로 계산되나 준비금 증가분에서는 영업보험료 보다 적은

보험료가 감안되므로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50)

한편, 費用認識基準에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事業費의 회계처리방법에 있다. 즉, 現金主義는 비용발생 시점

에서 일시에 지출로 처리되며 자산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發生主義에서

는 사업비중 新契約費를 당년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자산화하여

保障期間에 걸쳐 상각한다. 따라서 비용의 인식에 있어 現金主義는 보험회계의

보수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發生主義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會計理論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의

SAP , 일본, 독일이며,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GAAP , 영국,

50) 조이수, 「한국과 미국의 생명보험회계 비교」, 『월간생협』, 1989. 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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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비용 및 초기

5년간의 사업비를 이연시킬수 있는 移延事業費 償却制度가 있는 점이 특이하며,

독일의 경우에도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일정한도까지 신계약비의 이

연자산화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타 국가와 다른 점이다.

<표 Ⅵ- 1> 주요국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비교 (생명보험)

국 가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

한 국 현금주의 현금주의, 사업비의 이연상각제도 존재

미국 SAP 현금주의 현금주의, 신계약비를 당해 전부비용으로 인식

미국 GAAP 발생주의 발생주의, 신계약비를 이연자산화하여 상각

일 본 현금주의 현금주의, 사업비의 이연상각제도 존재

영 국 발생주의 발생주의, 신계약비를 이연자산화하여 상각

독 일 현금주의 현금주의, 신계약비의 일정한도 자산화 인정

2) 資産評價制度

주요국의 자산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有價證券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주

로 時價法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原價法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原價法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하애서 時價評價 (상장주식의 評價增額)를

허용하고 있다. 不動産의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原價法

또는 低價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7조 및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익이 계상가능한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不動産에 대해 任意的인 평가익 계상이 가능했으나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동산의 任意評價를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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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2> 주요국 생보사의 자산평가방법 비교

국 가
유 가 증 권

부 동 산
채 권 주 식

한 국

원가법 원칙
장기보유목적채권: 균
등이윤평가방식

원가법 또는 저가법
보험업법 제96조 2에의
거 평가익 계상가능

원가법
보험업법 제97조 및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평가익 계상가능

미 국

(SAP)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
는 채권은 균등이윤평
가방식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
는 채권은 시가로 평
가

보통주: 시가
우선주: 원가법(단, 비
우량우선주는 시가로
평가)
상장자회사: 시가
비상장자회사: 저가

업무용부동산: 원가
투자용부동산: 원가
또는 저가로 평가
채권보전용부동산 :
시가

일 본
상장채권: 저가법 또
는 원가법
비상장채권: 원가법

상장주식 : 저가법
비상장주식: 원가법
보험업법 제112조에 의
거 평가익 계상가능

원가법

영 국

상장채권: 시가법
비상장채권 : 적정 평
가액

상장주식: 시가
비상장주식: 수익가치를
고려한 적정평가액

가장 최근의 적정가
액에 상응하는 가격
으로 매도될 때 실현
될 수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독 일
국채 및 무담보채권:
원가법
기타채권: 저가법

저가법 저가법

한편, 주요국의 有價證券 評價益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미국 및 일

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準備金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평가익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각사의 계리인의 판단에 따라 배분하도

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임의적인 평가익 계상이 가능하며

평가익은 법97조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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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Ⅵ- 3> 주요국 자산평가익 처리방법의 비교 (생명보험)

국 가 유 가 증 권 부 동 산

한 국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 준비금으
로적립. 단, 허가를 받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의 추가적
립 또는 평가손/ 매각손의 보전에만
사용. 단,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가능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 준비금으
로적립. 단, 허가를 받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의 추가적
립 또는 평가손/ 매각손의 보전에만
사용. 단,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가능

미 국
(SAP )

이익발생요인에 따라 AVR(자산평
가준비금)으로 적립
AVR의 적립한도 초과시 임의적립
금으로 처리하여 배당재원으로 활
용가능

평가방식이 원가법 또는 저가법을
채택하고 있어 평가익이 발생하지
않음

일 본

보험업법 제112조에 의한 상장주식
평가익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준비
금(책임준비금 및 배당준비금)으로
적립

평가방식이 원가법 또는 저가법을
채택하고 있어 평가익이 발생하지
않음
금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과거의 임
의평가 불가

영 국
평가익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각사의 계리인의 판단에
따라 배분

평가익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각사의 계리인의 판단에
따라 배분

독 일
평가방식이 원가 또는 저가법을 채
택하고 있어 평가익이 발생하지 않
음

평가방식이 원가 또는 저가법을 채
택하고 있어 평가익이 발생하지 않
음

3) 準備金制度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생보사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

가 純保險料式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적립방식은 국가마다 다소 차

이가 있다. 最低積立方式의 경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게적립하고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으나, 실제준

비금의 적립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은 최저준비금 이상에서 選任計理人의 판단

하에 자율 적립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산출이율과 보험료산출이율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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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국가와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전자에 속하는 국가

로는 한국, 독일이고 후자에는 미국, 일본, 영국이 이에 속한다. 미국, 영국처럼

보험산업의 價格自由化가 대부분 시행된 국가에서는 준비금산출이율과 보험료산

출이율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책임준비금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보사에 대해 추가적인 준

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AVR , IMR , 일본의 危險準備金, 價格變動

準備金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이외에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이 있지만 동 준비금은 法定準備金이 아니고 준비금 적

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립하는 준비금이기 때문에 타 국가의 기타준비금과

는 차이가 있다.

< 표 Ⅵ- 4> 주요국 생보사 준비금제도 비교

국 가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기타준비금

한 국

순보료식을 최대,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을 최저로

하는 K율방식

책임준비금 산출이율과 보험료산출 이율의 동일

사용

보험업법 제97조 준비

금

미 국

(SA P )

보험감독관식방법(CRVM)
책임준비금 산출이율과 보험료산출 이율의 별도

사용

자산평가준비금

금리유지준비금

일 본

순보험료식 원칙

97년 4월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책임준비금

산출이율과 보험료산출이율의 별도 사용

위험준비금

가격변동준비금

보험업법 제112조 준

비금

영 국

순보험료식이 원칙이나 보험금의 3.5%이내의

Zillmer공제 허용

책임준비금 산출이율과 보험료산출 이율의 별도

사용

임의준비금

독 일

순보험료식이 원칙이나 보험금의 3.5%이내의

Zillmer공제 허용

책임준비금 산출이율과 보험료산출 이율의 동일

사용

주식회사: 법정준비금

상호회사 :손실보상준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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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契約者配當制度

보험료의 사후적 정산성격을 가진 契約者配當制度는 각국마다 제도상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剩餘金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기본적인 방침

은 같다. 보험가격자유화가 진전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배당율도 자유화되어

각 보험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아직 행정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配當金 計上方式은 3利源別 配當方式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

국에서는 消滅時 配當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배당제도는 배당금이

현금 등으로 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액을 增額시켜 계약소멸시에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표 Ⅵ- 5> 주요국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제도 비교

국 가 배당율 결정방법 배당금 계상 기 타

한 국

이차배당기준율은 상
한선 설정
사차배당율은 자율결
정

3이원별 배당방식
장기유지특별배당: 6
년이상 유지된 계약
재평가특별배당

K율수준의 책임준비금
을 우선 적립하고 확정
배당 등의 소요액 적립
잔여액(배당전잉여금)을
K율수준에 따라 계약
자지분과 주주지준으로
구분

미 국

(SAP)
각사 자율 결정

3이원별 배당방식
자산할당방식
경험보험료방식
소멸시배당

배당준비금적립
- 지급기일은 도래했으

나 지급되지 않은 배
당금

- 다음 해 지급해야 할
배당금

- 배당적립금

일 본
배당율의 상하한선 설
정, 규제범위 제시

3이원별 배당방식
특별배당

- 장기유지배당: 10년
이상 유지계약

- 소멸시배당

배당준비금 적립
- 상호회사 : 결산시 잉

여금의 90%이상
- 주식회사 : 배당준비

금적립액과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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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배당율 결정방법 배당금 계상 기 타

영 국

완전자유화(단, 적절한
최저액 이상을 배당한
경우 나머지 잉여금
사용방법만 규제)

보험금증액배당방식
소멸시배당

배당준비금적립
- Reversionary bonus :

평가일에 배당율 결
정, 보험금액을 증액
하여 적립

- T erminal bonus : 계
약 종료시 추가로 지
급, 배당적립금 없음

독 일

최근 3사업연도의 평
균배당환원율은 전보
험회사 평균을 기준으
로 설정한 표준하회율
이상 설정
법적인 배당율은 90%
이나 실제로는 97∼98
% 수준

-
배당준비금 적립

- 최소한 잉여금의 90%
이상 적립

5) S olv ency M argin制度

S olv ency M argin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純資産 (支給

餘力)으로서 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金融自由化, 開放化

등에 따른 보험사업의 健全性을 유지하고 契約者 保護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요국의 S olv en cy M argin제도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美國 및 日本에서 채택하고 있는 RBCR방식과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比率

方式이 그것이다. RBCR 방식은 보험사가 보유하는 危險을 체계적으로 분류하

여 이를 計量化하여 리스크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自己資本比

率을 구하여 비율정도에 따라 감독당국의 규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EU

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율방식은 보험종목별로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一定

比率을 최저지급여력으로 설정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동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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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6> 주요국 생보사의 S olv en cy M argin제도 비교

국 가 운 영 방 식 비 고

한 국
EU의 비율방식과

유사

최저지급여력이 책임준비금의 1%이상 유

지

지급여력 미달금액에 따른 배당제한, 증

자명령, 합병권고 등 제재조치

미 국

(SAP )
RBCR 방식

보험사 위험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를

계량화

리스크금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규제수준 결정

일 본 RBCR 방식

보험사 위험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를

계량화

리스크금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규제수준 결정

영 국 비율방식

보험종목별로 책임준비금 및 위험보험금

의 일정비율의 최저지급여력 유지

최저지급여력미달시 감독당국 규제

독 일 비율방식

보험종목별로 책임준비금 및 위험보험금

의 일정비율의 최저지급여력 유지

최저지급여력미달시 감독당국 규제

2 . 損害保險會計制度의 比較 分析

가. 保險會計關聯 法規體系 比較 檢討

앞의 생명보험회계관련 법규체계에서도 언급했듯이 保險産業은 그 특수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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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국가

에서나 공통적인 상황이다.

美國의 경우에는 우선 각 주보험법에서 保險會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하고 보다 상세한 규정은 각 주 보험감독청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IC

에서는 공통적인 會計基準을 정하여 각 주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損害保險會計와 관련하여 NAIC는 손해보험 회계관행 및 절차에 관한 지

침 (A ccounting P ractices an d Procedures M anual for P roperty and Ca sualty

In suran ce Com panies )을 제정하여 각주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

침에는 손보사의 자산평가방법, 준비금적립, 재보험회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NAIC에서는 年次報告書의 통일된 양식을 제정하여 보험사들

이 동 양식에 의한 財務諸表를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

국 손보사들도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法定會計基準 (SAP )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GAA P )의 2가지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日本의 경우 보험회계관련 법규로는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대장

성통달 등이 있으며, 특히 保險業法施行規則에서는 보험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12월 중순 미·일보험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보험회계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장성통달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경영 리스크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손보사의 경우에도 S olv en cy M argin 제도를 도입하

였다.

英國의 보험회계관련 관련법규로는 保險會社法(T h e In suran ce Company A ct

1982), 保險會社規則 (T he In surance Com panies Regulat ion 1994), 보험회사(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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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報告書)규칙 (T he In suran ce Companies (A ccount s and St at em ent s )

Regulat ion ) 1993, EC의 연결재무제표지침 등이 있다. 동 지침에서는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을 구분하여 공통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예: 자산평가방법)하고

있는 반면, 생·손보의 성격상 구분이 필요한 것 (예: 책임준비금적립)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獨逸의 손해보험회계와 관련한 법규로는 상법, 보험감독법, 지본준비금에 관

한 명령, EC의 연결재무재무지침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보험회계와 관련한 법규로는 보험업법을 비롯하

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 등이 있다.

나. 損害保險會計 主要內容 比較 檢討

1) 收益 및 費用의 認識

주요국의 수익인식기준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SAP , 일본, 독일에서는 보험료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GAAP , 영국에서는

發生主義를 채택하여 현금수수와는 관계없이 보험료 納入期日이 도래함에 따라

收益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인식기준에서 現金主義를 채택, 비용발생 시점에서 일시에 지출로 처리

하여 자산화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한국, 미국SAP , 일본이며 發生主義를 채

택하여 사업비중 新契約費를 당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자산화

하여 보장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국가로는 미국GAAP , 영국이 있다. 독일의 경우

에는 現金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일정한도까지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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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구상권 행사, 잔존물 매각 등에 예상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지급준비금에서 공제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금 유입시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국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Ⅵ- 7> 주요국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비교 (생명보험)

국 가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

한 국 현금주의 현금주의, 사업비의 이연상각제도 존재

미국 SAP 현금주의 현금주의, 신계약비를 당해 전부비용으로 인식

미국 GAAP 발생주의 발생주의, 신계약비를 이연자산화하여 상각

일 본 현금주의 현금주의, 사업비의 이연상각제도 존재

영 국 발생주의 발생주의, 신계약비를 이연자산화하여 상각

독 일 현금주의 현금주의, 신계약비의 일정한도 자산화 인정

2) 資産評價制度

주요국의 손보사의 자산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有價證券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주로 時價法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原價法을, 일본은 원가법을 기준으

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하애서 時價評價 (상장주식의 評價增額)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96년 10월 損害保險會社會計規程을 개정하여

上場株式의 경우에는 1997회계년도부터 評價損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손이

발생한 경우 1997회계년도부터 15% 반영, 그후 매년 5%씩 상향조정).

한편, 不動産의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原價法 또는 低價

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7조 및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평가익이 계상가능한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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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임의적인 평가익 계상이 가능했으나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동산의 임의평가를 금지하였다.

<표 Ⅵ- 8> 주요국 손보사의 자산평가방법 비교

국 가
유 가 증 권

부 동 산
채 권 주 식

한 국

원가법 원칙

장기보유목적채권: 균

등이윤평가방식

원가법 또는 저가법.

단, 상장주식의 경우에

는 평가손 일부 반영

예정

보험업법 제96조 2에

의거 평가익 계상가능

원가법

보험업법 제97조 및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평가익 계상가능

미 국

(SA P )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

는 채권은 균등이윤평

가방식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

는 채권은 시가로 평

가

보통주: 시가법

우선주: 원가법(단, 비

우량우선주는 시가로

평가)

상장자회사: 시가

비상장자회사: 저가

업무용부동산: 원가

투자용부동산: 원가

또는 저가로 평가

채권보전용부동산 :

시가

일 본

상장채권: 저가법 또

는 원가법

비상장채권: 원가법

상장주식 : 저가법

비상장주식: 원가법

보험업법 제112조에 의

거 평가익 계상가능

원가법

영 국

상장채권: 시가법

비상장채권; 적정평가

액

상장주식: 시가법

비상장주식: 수익가치를

고려한 적정평가액

가장 최근의 적정가

액에 상응하는 가격

으로 매도될 때 실현

될 수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독 일

국채 및 무담보채권:

원가법

기타채권: 저가법

저가법 저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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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準備金制度

주요국 손보사의 責任準備金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으며, 영국과 독일과 같은 EU 국가에서는 일

부 보험종목에 대해 平準化準備金 (equ alisation provision )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영국 : 信用保險, 독일 : 醫藥賠償責任保險

및 核危險保險). 또한 책임준비금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과 같이 별도

의 準備金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長期保險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동 준비금을

적립하도록하여 보험사의 이상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동 준비금의 성격은

EU 국가의 平準化準備金과 비슷하지만 적립대상이 보다 광범위하다.

<표 Ⅵ- 9> 주요국 손보사의 준비금제도 비교

국 가 책 임 준 비 금 기타준비금

한 국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

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미 국

(SAP )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손해사정비용

준비금
-

일 본
보통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환급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비금

영 국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이익배당금

및 리베이트준비금, 평준화준비금,
-

독 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보험료환급적

립금, 변동준비금

손실보상준비금,

보험료해약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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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 olv ency M argin 制度

현재 주요국 손보사의 S olv en cy M argin 제도는 앞의 생명보험회계에서 살펴

보았듯이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미국 및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RBCR방식과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比率方式이 그것이다. RBCR방식은

보험사가 보유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計量化하여 리스크액을 산

출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自己資本比率을 구하여 비율정도에 따라 감독

당국의 규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比率方式은 보

험료 또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最低支給餘力으로 설정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동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편, 우리나라 손보사의 S olv en cy M argin제도는 과거 미국에서 RBCR제도

가 도입되기 이전에 채택했던 방식으로 契約者剩餘金에 대한 보유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손보사의 支給能力을 평가하고 있다.

<표 Ⅵ- 10> 주요국 손보사의 S olv ency M argin제도 비교

국 가 운 영 방 식 비 고

한 국 EU의 비율방식과 유사

계약자잉여금에 대한 보유보험료의 비율을

500% 이내로 제한

위반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없음

미 국

(SAP )
RBCR 방식

보험사 위험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를 계량화

리스크금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규제

수준 결정

일 본 RBCR 방식

보험사 위험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를 계량화

리스크금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규제

수준 결정

영 국 비율방식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의 최저지급여

력 유지

최저지급여력미달시 감독당국 규제

독 일 비율방식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의 최저지급여

력 유지

최저지급여력미달시 감독당국 규제

- 231 -



3 . 綜合檢討

국가가 保險産業을 감독하는 목적은 보험회사의 擔保力 保全 및 强化, 보험

시장의 公正性 및 合理性 確保, 보험계약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당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合理的으로 달성하고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지니고 있는 特性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는

객관적인 會計基準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독특한 保險會計制度이다.

보험이 보편화되고 보험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先進國의 경우 거의가 공통적

으로 보험사의 擔保力 規制에 초점을 맞춘 보험회계제도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양식과 작성방법,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에서 제정한 통일적인 會計原則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생·손보 회계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선 생명보험회계와 손해보험회

계에 관련된 법규는 보험법, 상법, 기업회계기준 등이 있고 보다 세부적인 규정

도 있는 바 미국의 경우에는 NAIC에서 제정한 會計原則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

표를 감독당국에 제출(상장회사의 경우에는 GAA P에 의한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도 생명보험회계규정과 손해보

험회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이에 입각하여 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

다.

한편, 英國과 獨逸과 같은 EU 국가에서는 단일법이나 규칙하에 생명보험회계

와 손해보험회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EC 회계지침에 의거 連結

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손보의 경영실적이 함께 기재된다.

주요국 보험회계의 항목별(수익 및 비용인식, 자산평가방법, 준비금제도,

S olv en cy M argin제도) 생·손보 차이점을 살펴보면 收益 및 費用의 認識方法,

資産評價方法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차이가 없다. 즉, 생·손보간 동일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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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上場株式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생보

는 評價損을 반영하지 않으나 손보는 1997년부터 評價損의 일정비율을 하게 되

어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생·손보간 서로의 특성 때문에 구분할 수 밖에 없는 준비금제도,

S olv en cy M argin제도는 각국에서 생·손보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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