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 保險 會 計制 度 에 관 한 設 問調 査 分析

본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국내 보험회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會計, 計理專門家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또한

현재 證券市場에 제공되는 손해보험회사 재무정보의 有用性에 대해 증권사의 投

資分析家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

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 設問調査의 槪要

가. 調査方法 및 對象

본 조사는 국내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보험회계, 계리전문가 및 투자분석

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專門家 意見調査이다. 이 방법은 經驗調査 또는 파이롯

조사라고도 하는데 전문가들로부터 일치된 견해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문제의 성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관련변수들 사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참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

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51)

본 조사는 국내 生命保險會計制度에 대해서는 외국지점을 제외한 국내 31개

생명보험회사의 회계, 계리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損害保險會計

制度에 대해서는 11개 원수보험사의 회계, 계리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손해보험회계정보의 有用性에 대해서는 33개 증권사의 투자분석

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52)

51) 채서일, 「마케팅조사론」, 무역경영사, 1989, p112
52) 생명보험회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 증권사의 투자분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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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收率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71.0% , 손해보험사의 경우 81.8% , 증권사의 경

우 48.5 % 이었다.

< 표 Ⅶ- 1> 설문조사 회수율

(단위: 회사, % )

구 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조사대상회사 31 11 33
답안작성회사 22 9 16
회수율(% ) 71.0 81.8 48.5

나. 調査內容

< 표 Ⅶ- 2> 설문조사 주요내용

생명보험회계제도 손해보험회계제도
손해보험회계정보의

유용성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대한 의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
제도(APM방식에 관한 의견)

주식 및 부동산의 평가익 사
용의 인지여부

보험료산출이율과 준비금적
립이율의 별도사용에 관한
의견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의
타당성

재무상태 분석시 주식 및 평
가익 사용의 의미정도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의
타당성

상장주식의 평가익 계상에
관한 의견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에 대
한 인지여부

상장주식의 평가익 계상에
관한 의견

상장주식 평가손 15% 반영
에 관한 의견

비상위험준비금의 자의적 적
립에 대한 인지여부

30% RULE에 관한 의견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
에 관한 의견

비상위험준비금의 자의적 적
립의 재무상태 분석시 의미
정도

상장주식의 평가손 계상방법
에 관한 의견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에 관
한 의견

보험금환입액의 계상시기에
대한 인지여부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의견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방법
에 관한 의견

보험금환입액의 계상시기의
재무상태 분석시 의미정도

생보사 유가증권의 분류에
관한 의견

보험금 환입의 인식시기에
관한 의견

보험사 보수주의회계에 대한
의미정도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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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계제도 손해보험회계제도
손해보험회계정보의

유용성

게약자배당준비금 적립방법
미구상채권의 공개문제에 관
한 의견

송보사 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이원별 배당의 타당성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에 관
한 의견

손보사 양적 정보의 우선순
위에 대한 의견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의 별
도 운영에 관한 의견

사업비 배분방법에 관한 의
견

손보사 질적 정보의 우선순
위에 대한 의견

사차배당의 구분실시에 관한
의견

GAAP에 의한 재무제표 작
성에 관한 의견

손보사 단순회계정보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예정사업비 계상기준에 관한
의견

손보사 성장성 지표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이연사업비 상각제도에 관한
의견

손보사 수익성 지표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에 관
한 의견

손보사 안정성 지표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지급능력제도에 관한 의견

VL, UL의 도입에 관한 의견

구분계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

가격자유화에 관한 의견

다. 調査期間

본 조사는 199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97년 1월 10일 완료되었다.

2 . 設問調査 結果 分析

가. 生命保險會計制度

1) 責任準備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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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準備金積立方式

현행 K율방식에 의한 責任準備金 積立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

율이 59.1% ,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나타나 현행 책임준비금 적

립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신설사소속 응답자의 53.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사의 경우 현행 K율제도하에서는 K율의 하향조

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보료식 적립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신설사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현

행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 표 Ⅶ- 3>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대한 타당성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11.8

80.0

41.2

0.0

17.6

20.0

29.4

0.0

0.0
합 계 9.1 50.0 13.6 27.3 0.0

나) 豫定利率

보험료 산출이율과 준비금 산출이율을 별도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한다 는 응답자가 54.6% , 반대한다 는 응답자가 36.3% , 무관하다 는 응답자가

9.1%로 나타났다.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40.0%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

고 신설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58.8%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업무의 불편성, 향후 가격자유화에 따른 표준책임준비금제도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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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검토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표 Ⅶ- 4> 보험료 산출이율과 준비금 산출이율의 별도 사용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29.4

20.0

11.8

40.0

0.0

40.0

23.5

0.0

35.3
합 계 22.7 13.6 9.1 27.3 27.3

2) 資産評價制度

가) 保險業法 第97條 準備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 「固定資産이나 上場株式의 평가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缺損補塡에 사용하거나 責任準備金을 충실하게 적립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1%가 타당하다 고 대답하였으며, 13.6%

는 타당하지 않다 고 대답하여 보험사들이 97조 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해

서는 비교적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Ⅶ- 5> 보험업 제97조 준비금의 타당성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0.0

20.0

11.8

40.0

23.5

40.0

64.7

0.0

0.0
합 계 0.0 13.6 27.3 59.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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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有價證券의 評價方法

(1) 上場株式의 評價益 計上

보험업법 제96조 2에 의거, 上場株式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장부가액보다 시

가가 30% 이상 상승한 주식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응

답자의 59.1%가 타당하다 고 대답하였으며, 18.1%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대답

하여 30%이상 상승한 上場株式의 평가익 계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특히 기존사소속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표 Ⅶ- 6> 보험업법 96조 2에 의한 상장주식 평가익 계상의 타당성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5.9

0.0

17.6

20.0

17.6

80.0

52.9

0.0

5.9
합 계 4.5 13.6 18.2 59.1 4.5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보험업법 제96조 2에서 규정한 上場株式의 평가익 계상시 현행 30% 기

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9%가 적정하다 고 대답하였고 22.7%는 적정하지 않

다 고 대답하여 현행 30%기준에 대해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생각하는 수

준을 물어본 결과 10∼20%가 적정하다 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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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7> 보험업법 96조 2에 의한 30% 기준의 적정성

(단위: % )

구 분 매우 부적정
별로 적정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적정 매우 적정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5.9

0.0

23.5

20.0

35.3

80.0

29.4

0.0

5.9
합 계 4.5 18.2 31.8 40.9 4.5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2) 上場株式의 評價損 計上方法

현행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 제16조 1항에서는 생보사 保有株式이 시가보다

30%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低價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 응답자의 59.0%가 타당하다 고 대답하였으며 27.2%는 타당하지 않다 고 대

답하였다. 특히 기존사소속 응답자들이 타당하다 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기존사의 경우 株式投資에 따른 評價損 規模가 막대하여 현행과 같은 평가

손 반영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 8> 상장주식 평가손 계상의 타당성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5.9

0.0

29.4

20.0

11.8

80.0

47.1

0.0

5.9
합 계 4.5 22.7 13.6 54.5 4.5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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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上場株式의 時價評價

「향후 생보사의 경우에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보유중인 상장주식

에 대해서 時價評價를 실시해야 한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해 반대한다 는

비율이 59.1% , 찬성한다 는 비율이 31.8% , 무관하다 는 비율이 9.1%로 나타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상장주식의 평가손

이 큰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Ⅶ- 9>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40.0

23.5

40.0

29.4

0.0

11.8

20.0

23.5

0.0

11.8
합 계 27.3 31.8 9.1 22.7 9.1

한편, 상장주식의 시가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보험자산은 長期資産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시가평가를 하여 이를 반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생보사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축소,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不安定性

內在 등을 지적하였다.

다) 有價證券의 分類

현행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에서는 생보사 보유 유가증권을 전부 有價證券으

로 간주하고 있어 企業會計基準과 불일치하고 있어 「생보사의 경우에도 기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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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을 적용하여 有價證券을 분류 (즉, 有價證券과 投資有價證券으로 구분)」하

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36.3% , 반대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나타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사소속 응답자 보다는 신설사소속

응답자에서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의 이유로서는 생

보사 保有 有價證券을 기업회계기준처럼 정확히 구분하기가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Ⅶ- 10> 생보사 보유 유가증권의 분류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17.6

40.0

23.5

40.0

17.6

20.0

23.5

0.0

17.6
합 계 13.6 27.3 22.7 22.7 13.6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3 ) 契約者配當制度

가) 配當準備金 積立方法

현행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적립은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과 금리차보

장을 적립하고 난 후 잔여액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을 K율 수준에 따라 차등 사

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45.5% , 타당

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나타났는데 타당하다 고 응답한 경우는 전

부 신설사 뿐인 것이 특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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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11> 현행 배당준비금 적립방법의 타당성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60.0

5.9

0.0

23.5

40.0

11.8

0.0

58.8

0.0

0.0
합 계 18.2 18.2 18.2 45.5 0.0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나) 利源別 配當制度

현행 利源別 配當方式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 (77.3 % )들이 타당하다 고

응답하여 현재의 이원별 배당방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이유로서는 계약자배당은 總損益에 대해서

실시되어야 하며 현행 방식은 하나의 技術的 方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

존사소속 응답자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Ⅶ- 12> 이원별 배당방식의 타당성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20.0

0.0

20.0

11.8

0.0

5.9

60.0

58.8

0.0

23.5
합 계 4.5 13.6 4.5 59.1 18.2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 243 -



다) 金利差保障과 利差配當의 別途運營

현재 金利差保障과 利差配當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응

답자( 72.7% )가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하여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되었다. 이에 대한 改善方案으로는 같은 성격의 두가지 배당을 통합하여 單

一化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표 Ⅶ- 13>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의 별도운영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100.0

23.5

0.0

41.2

0.0

0.0

0.0

35.3

0.0

0.0
합 계 40.9 31.8 0.0 27.3 0.0

라) 死差配當의 區分實施

「사차익의 기여도가 낮은 연령층이나 재해사망 및 적자요인인 재해입원 등

에 대해서도 一律的인 배당을 적용하여 계약자간의 公平性 提高 次元에서 배당

지급을 差等化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찬성한다 고 대답하

였고 13.6%는 반대한다 고 대답하여 구분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기존사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비율도 높았는데 그 이유로서는 實務的으로

복잡하고 基礎率을 조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고 특히 제3회 經驗生命表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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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Ⅶ- 14> 사차배당의 구분실시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0.0

40.0

5.9

0.0

0.0

20.0

47.1

20.0

47.1
합 계 0.0 13.6 0.0 40.9 45.5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4 ) 事業費關聯 會計

가) 豫定事業費 計上基準

현행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 의거, 예정사업비를 保險種類 및 保險期間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40.9%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40.9%로 나타난 반면,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도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30.9%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30.9%로

나타나 현행 예정사업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현행 豫定事業費 計上基準이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신설사의 35.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Ⅶ- 15> 현행 개인보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40.0

5.9

0.0

35.3

0.0

23.5

60.0

35.3

0.0

0.0
합 계 13.6 27.3 18.2 40.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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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16> 현행 단체보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40.0

11.8

0.0

29.4

0.0

23.5

60.0

35.3

0.0

0.0
합 계 18.2 22.7 18.2 40.9 0.0

나) 移延事業費 償却制度

현행 이연사업비 상각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사소속 응답자와 신설사소속 응답

자간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즉,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사소

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40%이었으나, 신설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13.6%에 불

과했다. 이는 현행 移延事業費 償却制度는 기존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신설

사의 경우에는 이연사업비 상각기간 도래에 따른 赤字擴大가 주된 요인이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사소속 응답자들은 이연상각기간 연장 등을 개선안

으로 제시하였다.

<표 Ⅶ- 17> 현행 이연사업비 상각제도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23.5

20.0

64.7

40.0

5.9

40.0

5.9

0.0

0.0
합 계 18.2 54.5 13.6 13.6 0.0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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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新契約費의 移延資産化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는 회계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收益과 費用의 對應이라

는 관점에서 미국의 GA AP처럼 新契約費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移延償却하

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50.0%가 찬성한다 고 응

답하였고, 31.8 %는 반대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18.2%는 무관하다 고 응답하였

다. 기존사소속 응답자에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신설사에서는 찬성하

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보험료 發生期間의 예측 어려움과 모

집인 급여의 급격한 하락 등을 들고 있다.

<표 Ⅶ- 18>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에 관한 의견 (생보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20.0

5.9

20.0

23.5

40.0

11.8

20.0

47.1

0.0

11.8
합 계 9.1 22.7 18.2 40.9 9.1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5 ) 支給能力制度

현행 支給能力制度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기존사소속 응답자와 신설사소속 응

답자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사소속 응답자

의 경우에는 20.0%만이 타당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신설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

는 타당하다 고 응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는 현행 支給能力制度下에서

기존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支給能力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설사의 경우

에는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增資 등에 따른 부담이 있어 다른 입장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支給能力制度가 보험사 전체에 負擔으로 작용하기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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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最低責任準

備金 제도의 재검토, 신설사와 기존사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지급여력

認定項目의 再檢討 등이었다.

<표 Ⅶ- 19> 현행 지급능력제도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29.4

40.0

52.9

40.0

17.6

20.0

0.0

0.0

0.0
합 계 22.7 50.0 22.7 4.5 0.0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6 ) 變額保險, 유니버셜保險의 導入

가) 變額保險 導入에 관한 意見

變額保險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비율은 45.4% , 반대한다 는 응답비

율은 50.0%로 나타나 변액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생보사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20.0% , 신설사

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53.0%로 나타났다.

<표 Ⅶ- 20> 변액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11.8

80.0

29.4

0.0

5.9

0.0

41.2

20.0

11.8
합 계 9.1 40.9 4.5 31.8 13.6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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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變額保險의 도입에 찬성한다 고 응답한 사람중 변액보험의 適正導入時

期에 대해서는 2000년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반대한다 는 의

견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반대이유로서는 회사간 過當競爭, 판매조직의 專門性

未洽, 운용시스템 설치문제, 관련법규 개정문제 등을 들었다.

나) 유니버셜保險 導入에 관한 意見

유니버셜보험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비율은 59.1% , 반대한다 는 응

답비율은 36.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60.0% , 신설사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58.8%로 나타났다. 유니버셜보

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변액보험 보다는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현

재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한 변액보험 판매의 저조예상,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의 변동성 등으로 인한 메리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 21> 유니버셜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5.9

40.0

29.4

0.0

5.9

40.0

29.4

20.0

29.4
합 계 4.5 31.8 4.5 31.8 27.3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7 ) 區分計理制度의 導入

區分計理制度는 보험상품별 (생존, 사망, 단체 등) 혹은 자산별(일반상품자산,

단체상품자산, 연금자산 등)로 구분하여 計理하는 제도인데 동 제도의 도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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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31.9% , 반대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59.0%로 나

타났으며, 기존사소속 응답자의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 (20.0% ) 보다 신설사소

속 응답자의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 (47.1 % )이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Ⅶ- 22> 구분계리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0.0

60.0

35.3

20.0

11.8

20.0

47.1

0.0

5.9
합 계 4.5 54.5 9.1 22.7 9.1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8 ) 價格自由化

현재의 價格自由化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31.9% ,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59.0%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사소속 응답자에

서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 (70.6% )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서

는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여건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 표 Ⅶ- 23> 현행 가격자유화 일정에 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기존사소속

신설사소속

0.0

5.9

20.0

64.7

20.0

5.9

60.0

11.8

0.0

11.8
합 계 4.5 54.5 9.1 22.7 9.1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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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損害保險會計制度

1) 自動車保險 支給準備金 積立制度

현행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은 平均支給保險金方式 (A PM )을 채택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44.4% , 타당하지 않다 고 응

답한 비율이 55.6%로 나타나 현행 APM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타

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서는 物價上昇 등 외부요인에 의한 支給保

險金의 증가요인의 미반영, 최근 1년간 사고건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實際適

正規模 보다 왜곡되는 등의 이유를 지적하였다.

< 표 Ⅶ- 24> 현행 APM 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0.0 55.6 0.0 44.4 0.0 100.0

.

2) 資産評價制度

가) 保險業法 第97條 準備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 「固定資産이나 上場株式의 평가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缺損補塡에 사용하거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3%가 타당하다 고 대답하였으며,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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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당하지 않다 고 대답하여 손보사들의 경우 보험사들이 97조 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표 Ⅶ- 25> 보험업 제97조 준비금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11.1 55.6 0.0 33.3 0.0 100.0

나) 上場株式의 評價

보험업법 제96조 2에 의거, 上場株式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장부가액보다 時

價가 30% 이상 상승한 주식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응

답자의 33.3%가 타당하다 고 대답하였으며, 55.5%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대답하

여 30%이상 상승한 상장주식의 評價益 計上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표 Ⅶ- 26> 상장주식 평가익 계상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11.1 44.4 11.1 33.3 0.0 100.0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끝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上場株式 評價損 反映

금번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의 개정으로 「보유중인 상장주식에 대해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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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이 발생할 경우 97회계년도에는 평가손의 15%를 반영하고 매년 5%씩 상향조

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손보사가 비교적 타당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77.8% ,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표 Ⅶ- 27> 보유상장주식의 평가손 반영에 관한 의견

(단위: % )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계

0.0 0.0 22.2 77.8 0.0 100.0

3) 非常危險準備金

가) 非常危險準備金의 積立方法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에 의거, 현행 非常危險準備金은 보험종목별 구분없이

經過保險料에 營業利益率을 곱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5.6%가 타

당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22.2%는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하여 국내 손보사들의

경우에는 현행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Ⅶ- 28>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0..0 22.2 22.2 55.6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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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非常危險準備金의 性格

「비상위험준비금은 負債性充當金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保險營業利

益을 적립한 것이며, 그 사용방법 또한 결손의 보전을 위해 환입할 수 있으므로

利益剩餘金의 셩격과 유사하다」는 현재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타당

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88.9% ,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나타나

현행 비상위험준비금의 이익잉여금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타당한 견해를 나

타내었다.

<표 Ⅶ- 29>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0.0 11.1 0.0 88.9 0.0 100.0

다) 非常危險準備金의 使用方法

현행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에 의하면「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經過

損害率이 10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 및 利益剩餘金을 초

과하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 그 초과하는 缺損該當金額의 보전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88.9% ,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11.1%로 나타나 현행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국내 손보사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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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Ⅶ- 30>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방법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0.0 11.1 0.0 77.8 11.1 100.0

4) 保險金 還入의 認識

현재 求償權 行使, 殘存物 賣却 등으로 이루어지는 保險金 換入은 실제 재산

을 확보한 후 現金으로 입금되어야 인식을 하고 있는 現金主義 方式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방법에 대해서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88.9% ,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하여 보험사의 현행 보수주의적 수익인식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Ⅶ- 31> 보험금 환입의 인식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0..0 11.1 0.0 66.7 22.2 100.0

5) 未求償債權의 公開

「未求償債券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 올바른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11.1% , 반대한다 고 응답

한 비율이 66.7%로 나타나 국내 손보사들의 경우 미구상채권의 공개에 대해서

- 255 -



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미구상채권의 回收可能

與否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일률적 기준에 의한 공개는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표 Ⅶ- 32> 미구상채권의 공개에 관한 의견

(단위: % )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계

11.1 55.6 22.2 11.1 0.0 100.0

6) 事業費關聯 會計

가) 新契約費의 移延資産化

신계약비의 移延資産化는 회계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

는 관점에서 미국의 GA AP처럼 新契約費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이연상각하

는 제도인데 이에 대해서는 11.1%가 찬성한다 고 응답하였고, 88.9%는 반대한

다 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손보사의 경우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 문제에 대해서

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는 實務的으로 계약건별 發生費用에 대한 상각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또한

中途解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표 Ⅶ- 33>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에 관한 의견 (손보사)

(단위: % )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계

22.2 66.7 0.0 11.1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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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事業費 配分方法

현재 모든 사업비는 감독원에서 정한 事業費 項目別 配分基準表 에서 의거

각각의 보험종목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22.2% , 타당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33.3% , 무관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나타나 현행 사업비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각 손보사들의 의견이 엇갈리

고 있다.

< 표 Ⅶ- 34>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의견

(단위: % )

전혀 타당

하지 않음

그다지 타당

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비교적 타당 매우 타당 계

0.0 33.3 44.4 22.2 0.0 100.0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끝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 一般會計基準 (GAAP )에 의한 財務諸表의 作成

「우리나라 손보사들도 미국의 보험사들처럼 일반회계기준(GAAP )과 법정회

계기준 (SAP )에 의한 2가지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

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11.1% , 반대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나타나

GAAP에 의한 추가적인 財務諸表의 작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

았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보험사들의 二重作業 負擔, 이용자들의 혼란 초래,

현행 재무제표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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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35> GAAP에 의한 재무제표의 추가작성에 관한 의견

(단위: % )

적극 반대 가급적 반대 무관하다 비교적 찬성 적극 찬성 계

11.1 44.4 33.3 11.1 0.0 100.0

주 :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끝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損害保險會計情報의 有用性

1) 株式 및 不動産의 評價益 使用

현행 보험업법에 의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익 및 매각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負債性充當金으로 적립하고 동 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이나 책임준비금의 충

실한 적립에 사용하고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87.5%에 이르렀다.

<표 Ⅶ- 36> 주식이나 부동산 평가익 및 매각익 사용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음 알고 있음

비 율 12.5 87.5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이 「손보사의 財務狀態를 분석할 때 의미있는 정보인

가」에 대해서는 의미있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75% , 의미없다 고 생각하는 비율

이 12.5%에 이르러 손보사 소유 株式이나 不動産의 評價益은 투자분석가에게 의

미있는 정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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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37> 주식이나 부동산 평가익 및 매각익 사용의 의미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의미없음

별로

의미없음
보통임

어느 정도

의미있음

매우

의미있음

비 율 0.0 12.5 12.5 62.5 12.5

2) 非常危險準備金

「비상위험준비금은 손보사가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부채성충당금이

나 실제로는 保險營業利益을 적립한 것이며, 그 시용방법 또한 결손의 보전을

위해 換入할 수 있으므로 계상과 사용방법에서 보면 利益剩餘金의 법정적립 및

환입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전체의 93.8%에 이르러 대부분의 투자분석가들이 손보사의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

<표 Ⅶ- 38> 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음 알고 있음

비 율 6.2 92.8

또한 상기의 「비상위험준비금 성격이 손보사의 財務狀態를 분석할 때 의미

있는 정보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의미있는 정보라고 대답하여 모든

투자분석가들이 손보사의 非常危險準備金을 재무상태 분석시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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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39> 비상위험준비금의 재무상태 분석시 의미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의미없음

별로

의미없음
보통임

어느 정도

의미있음

매우

의미있음

비 율 0.0 0.0 0.0 18.8 81.2

한편, 「비상위험준비금은 회사의 결산상황에 따라 그 적립금액을 恣意的으

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 40> 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의 자의적 적립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음 알고 있음

비 율 12.5 87.5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자의적인 적립이 손보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때

의미있는 정보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분석가들이 의미있다고 응답하여 손

보사 비상위험준비금의 恣意的 積立은 재무상태 분석시 매우 유용한 정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 표 Ⅶ- 41> 비상위험준비금의 자의적 적립의 재무상태 분석시 의미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의미없음

별로

의미없음
보통임

어느 정도

의미있음

매우

의미있음

비 율 0.0 0.0 0.0 18.8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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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金 還入에 대한 認識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후 잔존물의 매각이나 구상권의 행사 등으로 회수되

는 保險金 換入額은 지급보험금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지만, 계상되는 경우는

확보된 자산을 처분하여 現金回收時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 응

답한 비율은 56.2% , 모르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43.8%에 이르러 보험금 환입

의 계상시기에 대해서는 투자분석가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 표 Ⅶ- 42> 보험금 환입액의 계상시기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음 알고 있음

비 율 43.8 56.2

한편, 상기와 같은 「보험금 환입액의 성격이 손보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때 의미있는 정보인가」에 대해서는 의미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54.3%에 불과,

투자분석가들이 현행처럼 현금입금시 환입액을 계상하는 사실을 손보사의 재무

상태 분석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 43> 보험금 환입액의 계상시기의 재무상태 분석시 의미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의미없음

별로

의미없음
보통임

어느 정도

의미있음

매우

의미있음

비 율 0.0 0.0 0.0 18.8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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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險社의 保守主義 會計

「보험의 公共性으로 인하여 보험사의 회계가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保守的

이라는 사실이 재무상태 분석시 의미있는 정보인가」에 대해서 의미있다 고 응

답한 비율이 56.2%에 이르러 보험사의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방법은 재무상태 분

석시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 44> 보험사의 보수주의적 회계의 의미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의미없음

별로

의미없음
보통임

어느 정도

의미있음

매우

의미있음

비 율 0.0 6.3 37.5 43.7 12.5

5) 損保社에 대한 投資意思決定時 考慮事項에 대한 意見

가) 情報優先順位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시 「量的 情報와 質的 情報중 어느 것을

먼저 고려하느냐」에 대해서 응답자의 87.5%가 양적 정보를 먼저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손보사에 대한 양적 정보로서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成長性,

收益成, 安定性 등과 같이 계량화된 지표를 말하며, 질적 정보로서는 增資可能

性, 대기업 참여에 따른 이미지 등과 같은 것이 있다. 투자분석가들이 모든 기

업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는 양적 지표이며, 이는 손보사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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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45> 손보사 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양적 정보 질적 정보

비 율 87.5 12.5

나) 量的 情報中 考慮優先順位

손보사의 양적 정보로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성, 성장성, 안정

성, 생산성, 단순회계정보(자본금규모, 부동산보유액, 수보규모 등)가 있다. 이들

지표중 투자분석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는 收益性이며, 다음으로

는 단순회계정보, 성장성, 안정성, 생산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번째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보로서는 成長性과 安定性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31.3%로 나타났으며, 生産性 指標의 경우에는 고려우선순위에서 가

장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 46> 손보사 양적 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고려우선순위 단순정보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1 25.0 6.3 0.0 68.8 0.0
2 6.3 31.3 6.3 25.0 31.3
3 0.0 43.8 25.0 6.3 25.0
4 18.8 18.8 31.3 0.0 31.3
5 50.0 0.0 37.5 0.0 12.5

주: 1. 고려우선순위는 번호순별로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2.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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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質的 情報中 考慮優先順位

투자분석가들은 양적 정보중 손보사의 각 保險種目 構成比를 가장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손보사들이 취급하는 보험종목중 損

害率에 있어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損害率 差異가 기업의 재무상

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적

정보로서는 증자가능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

의 증자가 증권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 47> 손보사 질적 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고려우선순위 보험종목 구성비 증자 가능성 대기업 참여 파산 가능성

1 56.3 6.3 18.8 18.8
2 18.8 50.0 31.3 0.0
3 18.8 18.8 31.3 31.3
4 6.3 25.0 18.8 50.0

주: 1. 고려우선순위는 번호순별로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2.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라) 單純會計情報中 考慮優先順位

손보사의 단순회계정보에는 資本金 規模, 利益剩餘金(비상위험준비금 포함),

收入保險料 規模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정보 가운데 투자분석가들이 가

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보는 利益剩餘金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입보

험료 규모, 당기순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잉여금이나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收益性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일반기업의

賣出額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보규모의 증가는 회사의 量的 成長을 반영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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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不動産保有額이나 資本金

規模는 상대적으로 고려순위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동산보유액

의 경우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투자분석가는 아무도 없었으며 가장 우

선순위가 낮은 정보로 대답한 비율이 과반수가 넘게 나타났다.

<표 Ⅶ- 48> 손보사 단순회계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고려우선순위 부동산보유액 자본금규모 이익잉여금 수보규모 당기순이익

1 0.0 6.3 56.3 25.0 12.5
2 0.0 6.3 25.0 43.8 25.0
3 6.3 18.8 12.5 25.0 37.5
4 37.5 43.8 6.3 0.0 12.5
5 56.3 25.0 0.0 6.3 12.5

주: 1. 고려우선순위는 번호순별로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2.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마) 成長性 指標

본 설문조사에서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 지표를 보유보험료 증가율과 운용자

산 증가율의 두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투자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을

물어본 결과 모든 투자분석가들이 保有保險料 增加率로 응답하였다.

<표 Ⅶ- 49> 손보사 성장성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고려우선순위 보유보험료 증가율 운용자산 증가율

1 100.0 0.0
2 0.0 100.0

주: 고려우선순위는 번호순별로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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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收益性 指標

손보사의 수익성 지표에는 損害率(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 純事業費率 (순사

업비/ 경과보험료), 運用資産收益率(순투자수익/ 경과운용자산), 保險營業收支率 (보

유보험료/ (순보험금+사업비+장기저축성보험료환급금))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표중 투자분석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는 損害率(81.3% )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험영업수지율(12.5% ), 자산운용수익율 (6.3% ) 순이었

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일반기업에 있어서 賣出原價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

해율 정도에 따라 손보사 수익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표 Ⅶ- 50> 손보사 수익성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고려우선순위 손해율 순사업비율 운용자산수익율 보험영업수지율

1 81.3 0.0 6.3 12.5
2 6.3 50.0 18.8 25.0
3 0.0 18.8 56.3 25.0
4 12.5 31.3 18.8 37.5

주: 1. 고려우선순위는 번호순별로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2.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사) 安定性 指標

손보사의 安定性 指標에는 지급준비금 부족율, 자산운용율, 효력상실해약율,

보험료대비 잉여금증가율이 있다. 이 중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는

支給準備金不足率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資産運

用率 25.0% , 효력상실해약율 및 보험료대비 잉여금증가율이 1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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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로는 보험료대비 잉여금증가율이 50.0%로 가

장 높았다.

<표 Ⅶ- 51> 손보사 안정성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

고려우선순위
지급준비금

부족율
자산운용율

효력상실해약

율

보험료대비

잉여금증가율

1 37.5 25.0 18.8 18.8
2 25.0 25.0 0.0 50.0
3 31.3 25.0 25.0 18.8
4 6.3 25.0 56.3 12.5

주: 1. 고려우선순위는 번호순별로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2. 소수점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100%이지 않을 수 있음.

3 . 設問調査 綜合檢討

본 장에서는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험업계의 회계 및 계리

전문가, 증권사의 투자분석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 結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는 앞에서

도 밝힌 바와 같이 전문가들로부터 일치된 견해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助言을 구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

답시 응답자가 소속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생보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조사항목중 기존사와

신설사의 立場差異를 반영하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결

과를 客觀的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각사간의

공통된 의견 혹은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계제도의 改善方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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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표 Ⅶ- 52> 는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중 응답비율이

50%이상인 항목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항목)을 발췌한

것인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행 생명보험회계제도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 지적되었고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반

면 資産評價制度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 52> 생명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자 의견종합

현 행 제 도 신 규 제 도

개선필요 유지필요 도입필요 도입불필요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이차배당과 금리차보

장의 별도운영

이연사업비 상각제도

지급능력제도

가격자유화일정

보험업법 97조준

비금

상장주식의 평가

익 계상방법

상장주식의 평가

손 계상방법

이원별 베당방식

준비금산출 예정이율

과 보험료산출 예정

이율의 별도 사용

사차배당의 구분실시

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화 도입

UL의 도입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생보사 보유유가

증권의 재분류

VL의 도입

구분계리제도의

도입

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중 응답비율이 50%이상인 항목을

발췌한 것은 <표 Ⅶ- 53> 에 나타나 있는데 현행 손해보험회계제도중 개선이 필

요한 부분은 자동차보험 준비금제도, 보험업법 97조 준비금제도, 上場株式 評價

益 計上方法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97조 준비금이나 상장주식 평가익 계상방

법에 대해서는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現行體制를 유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손

보사의 경우에는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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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53> 손해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자 의견종합

현 행 제 도 신 규 제 도

개선필요 유지필요 도입필요 도입불필요

자동차보험 지급준비

금 적립방식

보험업법 97조준비금

상장주식의 평가익

계상방법

상장주식의 평가손

계상방법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방법

구상권, 잔존물매각

에 의한 보험금의

환입인식

-

미구상채권 공개

신계약비의 이연

자산화

GAAP에 의한 재

무제표의 추가작

성

주 : 응답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항목만 발췌함.

이와 같이 동일한 調査項目에 대해서도 생보사와 손보사간에 意見差異가 있

었고 특히 생보사중에는 旣存社와 新設社간에 意見差異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물론 신설사소속 응답자가 회사의 입장과 같은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응

답자가 회사의 經營者나 所有主가 아니고 분야의 專門家라는 견지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설문응답자를 소속된 회사의 입장을 代

辯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회계 및 계리분야의 專門家로 보느냐 하는 관점

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만일 소속된 회사의 입장에서만 응답하였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示唆点은 적을 수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檢證을 실

시하지 못한 限界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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