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Ⅷ . 國內 保 險會 計 制度 의 改 善方 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 검토한 국내보험회계제도의 問題點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보험회계제도 및 외국보험회계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와 보험회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國內保險會計制度가

국제적으로 整合性을 가지고 또한 정보이용자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유용

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회계의 合目的性 측면에서 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

다.

1 . 生命保險會計制度의 改善方案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현행 생명보험회계규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미국의 SAP이나 일본

에서 채택하고 있는 現金主義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설 생보사에 한해 事業費를

移延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 회계에 있어서 現金主義와 發生主義의 가장 큰 차이는 신

계약비의 이연자산 처리여부에 있다. 즉, 신계약비를 발생시점에서 당해 비용으

로 인식하는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방법이 現金主義會計이고, 發生主義會計는 신

계약비의 효과를 장래 보험료 收益增大와 연관하여 당기에 費用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이연자산화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이다. 會計理

論的 立場에서는 발생주의가 더욱 타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보수주

의적 견지에서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다 (한국, 미국SA P , 일본).

그러나 事業費 특히 新契約費를 당해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移延資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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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責任準備金의 적립방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보험계약은 초년도에 다액의 新契約費가 소요됨에 따라 일정한 신계약비

를 초년도에 계상하고 초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純保險料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상하는데 이 계상되는 신계약비 금액 및 償却期間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책임준비금의 계상방법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純保

險料式을 원칙으로 하면서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서 순보험료식준비금을 최고

적립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을 최소적립한도로 하여 순보험료

식과 해약환급금식의 절충형인 K율을 사용하는 混合比例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대체로 新契約費를 일정기간내 상각하

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Zillm er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준비금 적립방식은 순보험료식이며, 일부 회사 (삼성, 흥국, 교보)는 순

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합리적인 회계처리에 비추어 신계약비는 그 비용의 發生

效果가 미래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험료 發生期間에 걸쳐 이연상

각 할 경우와 현재와 같이 당해에 전부 費用으로 처리할 경우를 비교하여 그 효

과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보사의 대표적 상품들인

노후복지연금보험, 무배당새생활암보험, 개인연금보험의 3종류의 상품을

A s set - Share 방식을 이용하여 신계약비의 移延資産化가 년차별로 보험사의 수

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新契約費의 移延效果 分析

가) 基本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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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는 각 상품들의 예정기초율(사망율, 예정이율, 사업비율)은 현재 판

매중인 상품의 기초율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해약율은 5단계로 가정하였다. 또

한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신계약을 포함하여 15%로 가정하였고, 투자수익율은 3

가지 경우 즉, 11.0% , 11.5% , 12.0%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가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Ⅷ- 1> 과 같다.

< 표 Ⅷ- 1> 신계약비 이연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구 분 노후복지연금보험 무배당새생활암보험 그린장수개인연금

보험가입자 남자 40세 남자 40세 남자 40세

보험료납입 10년납, 월납 20년 전기월납 15년 전기월납

연금지급
50세개시, 10년

확정지급
- 55세개시

해약율

1년차: 30%, 2년차:

10%, 3년차: 5%, 4∼7년

차: 1%, 8년차이후: 0%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4∼7년

차: 1%, 8년차이후: 0%

1년차: 30%, 2년차:

10%, 3년차: 5%, 4∼7년

차: 1%, 8년차이후: 0%

수보증가율 신계약 포함 15% 신계약 포함 15% 신계약 포함 15%

투자수익율 11%, 11.5%, 12.0%

배 당
금리차보장은 전년말 해약환급금의 1%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이상 유지계약의 전년말 해약환급금의 0.5%

나) 分析結果

(1) 노후복지연금보험

新契約費를 당해에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대비 잉여금 (자산- 준비금) 비

율이 모든 보험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負)로 나타났지만 이를 보험료 納入期間에

걸쳐 이연상각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正)로 나타나 보험사의 수지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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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移延償却의 효과는 경과기간 1년차에 가장 크게 나

타나며 10년차에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투자수익율의 증가에 따

라 보험기간이 경과할수록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 2> 신계약비 이연효과 (노후복지연금보험)

(단위: 원, % )

구 분 신계약비를 당해 비용처리 신계약비를 이연상각

투 자

수익율

경과

기간

기 말

보험료

준비금

(A )
자 산 (B )

(B - A )/

B

준비금

(C)
자 산 (D )

(D - C)/

D

11.0%

1 10,000 6,301 6,004 - 4.9 6,301 7,769 18.9
5 17,490 61,631 60,085 - 2.6 61,631 64,691 4.7
10 35,179 237,478 228,943 - 3.7 237,478 239,658 0.9
15 70,757 473,458 456,268 - 3.8 473,458 485,184 2.4
20 142,318 952,340 898,848 - 5.9 952,340 964,474 1.3

11.5%

1 10,000 6,286 6,014 - 4.5 6,286 1,774 19.2
5 17,490 61,486 60,626 - 1.4 61,486 65,286 5.8
10 35,179 236,917 233,394 - 1.5 236,917 244,396 3.1
15 70,757 472,338 473,997 0.4 472,338 503,902 6.3
20 142,318 950,089 949,263 - 0.1 950,089 1,017,809 6.7

12.0%

1 10,000 6,271 6,023 - 4.1 6,271 7,779 19.4
5 17,490 61,341 61,172 - 0.3 61,341 65,885 6.9
10 35,179 236,358 237,948 0.7 236,358 249,246 5.2
15 70,757 471,224 492,429 4.3 471,224 523,368 10.0
20 142,318 947,848 1,002,640 5.5 947,848 1,074,283 11.8

(2) 무배당새생활암보험

新契約費를 당해에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대비 잉여금 (자산- 준비금) 비

율이 10년차부터 플러스 (正)로 타나났지만 이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移延償

却하는 경우에는 모든 보험기간에 걸쳐 플러스 (正)로 나타나 보험사의 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移延償却의 효과는 10년차에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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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Ⅷ- 3> 신계약비 이연효과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단위: 원, % )

구 분 신계약비를 당해 비용처리 신계약비를 이연상각

투 자

수익율

경과

기간

기 말

보험료

준비금

(A )
자 산(B )

(B - A )

/ B

준비금

(C)
자 산 (D )

(D - C)/

D

11.0%

1 10,000 1,117 192 - 480.5 1,117 6,924 83.9
5 17,490 36,902 33,194 - 11.2 36,902 49,772 25.9
10 35,179 113,995 114,958 0.8 113,995 150,326 24.2
15 70,757 255,139 279,433 8.7 255,139 355,252 28.2
20 142,318 415,517 469,521 11.5 415,517 631,043 34.2

11.5%

1 10,000 1,115 216 - 416.8 1,115 6,932 83.9
5 17,490 36,814 33,523 - 9.8 36,814 50,306 26.8
10 35,179 113,726 117,515 3.2 113,726 153,908 26.1
15 70,757 254,536 289,381 12.0 254,536 368,078 30.9
20 142,318 414,534 496,220 16.5 414,534 664,997 37.7

12.0%

1 10,000 1,112 239 - 365.3 1,112 6,939 84.0
5 17,490 36,727 33,854 - 8.5 36,727 50,844 27.8
10 35,179 113,457 120,134 5.6 113,457 157,583 28.0
15 70,757 253,936 299,727 15.3 253,936 381,437 33.4
20 142,318 413,557 524,318 21.1 413,557 700,797 41.0

(3)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新契約費를 당해에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대비 잉여금 (자산- 준비금) 비

율이 2년차부터 플러스 (正)로 타나났지만 이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이연상

각하는 경우에는 모든 보험기간에 걸쳐 플러스 (正)로 나타나 보험사의 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移延償却의 효과는 10년차에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投資收益率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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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Ⅷ- 4> 신계약비 이연효과(그린장수축하개인연금보험)

(단위: 원, % )

구 분 신계약비를 당해 비용처리 신계약비를 이연상각

투 자

수익율

경과

기간

기 말

보험 료

준비금

(A )
자 산(B )

(B - A )

/ B

준비금

(C)
자 산(D )

(D - C)/

D

11.0%

1 10,000 3,257 3,191 - 2.0 3,257 8,195 60.3
5 17,490 46,742 50,754 7.9 46,742 64,690 27.7
10 35,179 171,881 196,989 12.8 171,881 231,228 25.7
15 70,757 447,617 536,800 16.6 447,617 616,124 27.4
20 142,318 943,028 1,185,854 20.5 943,028 1,375,797 31.5

11.5%

1 10,000 3,249 3,207 - 1.3 3,249 8,199 60.4
5 17,490 46,632 51,209 8.9 46,632 65,299 28.6
10 35,179 171,474 200,834 14.6 171,474 235,940 27.3
15 70,757 446,559 553,083 19.3 446,559 635,348 29.7
20 142,318 940,798 1,237,858 24.0 940,798 1,436,300 34.5

12.0%

1 10,000 3,241 3,223 - 0.6 3,241 8,203 60.5
5 17,490 46,522 51,668 10.0 46,522 65,914 29.4
10 35,179 171,070 204,767 16.5 171,070 240,765 29.0
15 70,757 445,506 569,977 21.8 445,506 655,320 32.0
20 142,318 938,580 1,292,616 27.4 938,580 1,500,083 37.4

다) 分析結果에 대한 示唆点

앞에서 우리는 국내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을 대상으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納

入期間에 걸쳐 移延償却하는 경우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모든 보험종목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특히 保障性保險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신계약비를 전부 당해에 비용처리한다고 하더라도 維持率이 높고 投資收益率

이 높을 경우에는 剩餘金比率이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나타나 保險社

收支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 보험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큰 푝의 維持率 提高가 곤란하고 또한 투자수익

율의 급격한 제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계약비의 移延償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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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는 보험사 수지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 改善方案

신계약비 移延償却制度의 채택은 앞의 효과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

사 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責任準備金 制度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즉각적인 도입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제도를 채택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책임준비금 제도와의 相互聯關性 問題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계약비 金額 및 償却期間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순보험료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

약환급금식을 최저로 하는 混合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AP와

GAAP에서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각각 現金主義와 發生主義 방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責任準備金 積立方式에서 SAP는 Zillm er식을 채택하고 있

고 GAAP는 순보험료식 적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자가 事業費의 회계처리방

법과 責任準備金 積立方法을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미국의 GAAP처럼 현재의 시점에서 신계약비를 이연시

키고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모두 純保險料式으로 전환한다면 몇 회사를 제외한

생보사 대부분이 심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현행 豫定新契約費 확보 흐름과의 괴리발생 문제이다. 현재 예정신계약

비는 통상 1년간 전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신계약비를 移延償却할 경

우에는 예정신계약비와의 괴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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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保險料 納入期間의 예측의 어려움이다.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

에 따라 이연상각하려면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측이 보험사마다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段階的 施行方案으로서 현재의 이연사업비 제도

중 維持費와 收金費는 이연자산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안정

적인 성장을 이루고 각 생보사들의 財務構造가 점차 개선되어 현재의 순보험료

식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을 때에는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資産評價制度

1) 保險業法 第97條 準備金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은 보험사 자산의 再評價로 발생한 再評價差額

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 재무구조의 健全性 確保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위한 擔保力 提高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資産再

評價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애서는 再評價積立金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

에의 전입, 재평가일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

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株

主에 대한 配當支給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97조 3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도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配當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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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제11조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재평가적립금을 K율에 따라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13조에서는 계

약자지분중 1/ 3이상을 公益事業出捐基金으로 계리하고 매년 동 금액에 최근 3개

사업년도의 平均資産運用收益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公益事業財源으로 출연

한 후 잔여액의 1/ 2을 재평가특별배당금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보험회계의 특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회계가 일반회계에 비해 보다

엄격하고 保守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회계에서도 株主에 대한 배당

을 제한하고 있는 재평가차액을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配當으

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보

다 건전히 하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자산재평가차익의 배당금

지급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난 96년 일본의 보험업법 개정시에도 반영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任意評價制度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

법 규정은 부동산 임의평가의 근거가 희박하고 또한 評價基準도 없는 실정이며,

회사에 임의로 부동산 평가를 맡기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생·손보 모두가 부동산 임의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缺損을 보전하고

契約者配當 등에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 보험사가 자기의 판단하에 不動産再評價가 필요하다면 현행

資産再評價法에 의해 일반기업과 같이 재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97조 準備金 轉入額은 損金不算入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만 납

부하게 되는 모순이 있어 97조 준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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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동 준비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7조 준비금 전입액을 損金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有價證券의 分類

지난 96년 10월 개정된 생명보험회사회계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가 보

유한 유가증권은 保有目的에 상관없이 전부 유가증권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일시적 소유의 市場性 있는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流動資産에 속함)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 (投資資産)으

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시적 소유의 市場性 있는

유가증권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이내에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96년 4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유가증권은 손익계산서

에 評價損益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반면 투자유가증권은 資本調整計

定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은 그 특성상 단기매매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

가증권을 보유한다기 보다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극대화 목적으로 長期

的, 安定的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전부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거처

럼 전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資本調整計定

으로 계상되어 자기자본의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과의 整合性을 위해 유가증

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기는 곤란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당분간 생보사 보유 유가증권을 현행처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

고 향후 市價評價制度가 도입될 경우 생보사 보유 유가증권을 企業會計基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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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3 ) 上場株式의 時價評價

가) 時價評價의 必要性 擡頭

국내 생보사들의 총자산대비 上場株式比重은 89년 17.8%를 정점으로 감소추

세를 시현하다가 91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생보사의 주식투자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長期資金의 수익력 확보 측면에서도 그 중

요성은 향후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표 Ⅷ- 5> 생보사 운용자산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87 1989 1991 1993 1995
현 예 금 7.2 9.9 11.1 9.9 13.7
채 권 15.2 8.0 15.1 14.8 14.9
주 식 9.0(8.7) 18.1(17.8) 11.5 (11.3) 12.2(11.7) 12.8 (12.2)
대 출 금 57.2 52.8 49.2 48.7 45.3
부 동 산 7.8 7.6 7.4 7.5 7.3
기 타 3.6 3.7 5.6 6.8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안은 상장주식의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호

따라서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上場株式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으며, 지난 96년 4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時價

評價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의 整合性 維持를 위한 생보사 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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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保守主義 會計를 지향해 오던 보험산업에서 지난 96년 10월 회

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F Y '97년부터 평가손의 15%를 評

價充當金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5%씩 상향조정 하도록 하였다. 이는 손

해보험사가 證券市場에 상장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투자가에게도 정

확한 會計情報를 傳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타 금융기관에서도

평가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보사만 의무적인 評價損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간 衡平性 次元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國內 金融機關의 時價評價

90년대 이후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原價法에서 時

價評價로 개정하려는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8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자산에서 株式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또한 주식의 가격변동이 심함에 따라 기존의 평가방법이 會計情報에 대

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株式에 대한 기존의 評

價方法은 기본적으로 原價法이지만, 시가가 원가의 30%이상 하회하고 당분간 주

가가 회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低價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30%

法則은 89년이후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증권

거래소에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된 銀行, 證券 등 금융기관들은 주가하락으로 原

價의 30%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속출하였으며, 이러한 종목들을 低價法으로 평가

할 경우 배당이 어려워져 少額株主를 보호하지 못하고, 적자폭을 너무 크게 계

상할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

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企業會計基準은 30%법칙에서 시세하락분을 주식포트

폴리오에서 充當金計定으로 差減하는 方法으로 개정하되 金融機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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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過規定을 두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주식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銀行에서는

評價損失의 30%를 每 決算期에 반영하였으며, 證券은 감사보고서상 註釋事項으

로만 명기해 오다가 95년 결산기에는 評價損의 15%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의 논의는 주식시세의 下落에 따른 자산평가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原價法을 低價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96년 기

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주가가 上昇한 경우도 포함하여 時價評價가 도입되어 주가

가 상승했을 경우 회사가 評價益을 계상하여 配當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해야하는 金融機關으로서는 유가증

권, 특히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時價評價를 신중히 檢討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

였다. 銀行, 證券, 保險은 각각의 會計基準과 감독원의 決算指針이 적용되기는

하나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정신과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수성

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경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평가익은 계상하지 않고 있지만

평가손에 대해서는 매 결산기에 반영을 하고 있다. 즉, 銀行의 경우에는 저가법

적용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경우 은행감독원은 金融機關 經營指導에 관

한 規定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시에 적용할 유가증권평가

충당금 등의 積立基準을 통보하고 있다.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결산월말 현재

충당금잔액이 100%에 달할때까지 적립되지만, 은행은 決算指針에 의거 매년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96회계연도(1996.1월∼12월)에는 일부 은행들은

평가충당금을 100% 적립하기도 하였다.

證券會社의 有價證券 評價는 企業會計基準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어 低價法

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유가증권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

된 取得原價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하

로 下落하는 경우 94년 회계연도까지는 註釋事項으로만 표시하였으나, 95회계

연도에는 低價法 적용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손발생액의 15%를 有價證券評價充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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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96년 (1996. 4월∼1997. 3월)의 경우에는 25%를 반영

할 예정으로 있으나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한 평가손 확대로 아직 불확실한 상태

이다.

다) 美國 生保社의 時價評價制度 導入背景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회계방법은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取得原價主義를 채

택하고 있었다. 이는 원가주의가 繼續企業 (g oing concern )을 전제로 하여 투자가

등에 일정기간의 경영성적을 공시하기 때문에 期間損益을 중시한 반면, 시가평

가는 기업의 해산 내지 도산을 전제로 한 淸算會計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계속기업을 평가함에도 時價會計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가 그

주된 목적인데 그 동안 原價會計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F A SB에서 時價會計를 적용하게 된 목적은 타 업종간 회계처리의 統

一性 유지, 低價法의 불공평성 해소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은 반영하지만 가격상승

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불공평성을 시정), 타당성이 높은 적정가격정보의

활용, 利益産出去來(gain s t r adin g )의 배제, 경영자의 의도에 의한 利益操作의

배제와 각사의 공정한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의 금융혁신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과 原價主

義를 악용한 이익산출거래 (gain s t rading )가 행해짐에 따라 원가주의에 기초한

회계의 한계가 인식되었다. 이익산출거래는 이익조작뿐만 아니라 損失의 인식

을 移延시킴으로써 분식적인 목적으로도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53)

그 첫 번째 예로서 S &L (S av in g s and Loan A s sociat ion )을 거론할 수 있다.

S &L은 1980년대 초와 1980년대 말의 2차례에 걸쳐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 원인

53) 柳田宗彦, 미국에서 시가회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 닛세이기초연구소

조사월보, 199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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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金利의 급등에 따른 장단기금리의 逆轉現象에 의해 자금원인 短期預金

金利가 과거 대부금리를 상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S &L은 取得原

價 (채권의 균등이율평가를 포함)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유가증권중 未實現評

價益이 있는 것을 매각하고, 未實現評價損이 있는 것은 이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보유함에 따라 보유자산을 악화시키는 利益産出去來를 하고 손실을

이연시킴에 따라 감독당국에 의한 대응이 지연되어 파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

다.

두번째 예로서는 생보업계에서도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의 고금리시기에

보험계약의 해약·실효의 증대, 계약자대부의 증대라는 생보판 자금이탈현상

(disint erm ediat ion )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생보사는 유니버셜 보험과 GIC (금

리보증상품)를 판매 확대하여 收益率 競爭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무리한 이익

산출거래와 고금리의 Junk Bon d를 보유한 결과로써 破産이 발생하였고 감독관

의 관리에 들어간 생보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이 발생한 것은 환경변화에 대해서 會

計制度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

으로 한 時價會計를 채택하고 기업의 財務狀態를 명확히 하는 것이 파산을 방지

하고 파산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時價會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SEC회장은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해서 취득원가의 결점을 강

조하고 은행과 저축금융기관에 관해서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시장가액으로 보

고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 언급하는 등 시가회계의 추진을 요구하

였다.

한편, 유가증권의 公示問題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1975년부터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의 공시에 대해 기말 현재의 취득가액총합계와 시가총합계액, 총미실현

평가손과 총미실현평가익,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실현유가증권매각익 또는 매각

손의 순액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어 왔다. 더욱이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利益

- 284 -



産出去來를 문제시하여 종래의 市場性 있는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債務證書에

대해서도 1990년부터 잠정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國內 生保社의 時價評價制度 導入檢討

(1) 時價評價制度 導入에 따른 問題點

우리나라 보험사의 회계제도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회계, 세무회계 및 보험

업법과 생보사, 손보사 회계관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三角

(tr iangle )體制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54).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회계제

도가 商法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96년 4월 기업

회계기준 개정시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위의 삼각체

제의 회계제도상에서 문제점이 없는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보사의 경우 현행의 회계제도하에서 시가회계가 이루어지면 우선 未實現評

價損益의 취급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다. 예를 들면, 미실현이익과 현행 상법

에서의 배당가능이익과의 관계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배당의 대상이 되는

배당준비금, 잉여금의 산정)이다. 즉, 미실현 이익을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의 健全性을 확보하도록 하는 상법의 목적과 필연적으로 조정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法人稅法에서 과세소득의 대상으로 評價損益이 계상되는 가를 고려해야 한

다. 회계처리에서 평가손익을 계상하더라도 세법에서 益金, 損金 不算入을 할 경

우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利益産出去來에 의한 리스크 增大를 들 수 있다.

54) 삼각(tr iangle )체제란 일본의 기업회계가 주로 상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의

3가지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낸 개념이다. 이 체제하에서는

상법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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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에서는 주식의 매각익에 대해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은 평가익, 매각익에 대해 株式帳簿價에 대해 일정부분의 적립을 한 후 초과분

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평

가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번 보험업

법 개정으로 가격변동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주식 등의 매매손실에 따른 보

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賣却益은 자산운용수익에 바로 포함되며 준비금 적립

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평가손 상태에서도 매각익을 配當에

사용할 수 있어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利益産出去來에 의한 리스크가 분

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契約者 配當의 公平性을 들 수 있다. 시가평가에 의

한 배당의 개념은 노력과 성과가 적절하게 연결되도록 收益과 費用을 기록해야

한다는 對應槪念 (m at ching concept )에 입각하고 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은 필

연적으로 원가의 배분과정 (특히 기간별 배분)을 수반하게 되는데, 계약이 장기인

보험상품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을 재대로 반영하는 배분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장기 생명보험상품에서 배당의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區分

計理에 의한 A sset Share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자 배당은 상품별

A s set Share방식에 가까우나, 기본적으로 통합계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

기계약에서 중요한 기간개념은 長期維持特別配當이 있기는 하나 지급실적이 미

미한 실정이다. 또한 구분계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평가제도를 시

행할 경우 계약자 배당의 공평성이 원가주의 때보다 더 왜곡될 수도 있다.

끝으로 株式市場에서의 機關投資家 役割 縮小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제외국과 비교해 볼 때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또한 투자기간이 短

期인 편이 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보험사의 역할은 증대되어

야 한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이 長期이므로 주식의 장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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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며,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도 이를 장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주식투자는 그 기간

이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식시장이 상승할 경우 評價益이 계상되어 배

당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평가익보다는 賣却益을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가

익은 건전성과 법인세에서 문제가 되며, 또한 評價益이 계상되어 준비금으로

적립된다면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賣却益의 경우에는 경영층의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식의 매입가의 일정 비율에서

손실을 제한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는 향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

우 時價評價下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투자기간의

短期化를 초래하여 주식시장에서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時價評價制度 導入方案

앞에서 언급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계기준 및 외국과의 정합성 유지,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 생

보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情報提供을 위해 시가평가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즉각적인 도입에는 많은 부작용

이 초래될 것이므로 단계적인 도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는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손이 발생할 경우 有價證券評

價充當金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행 회계기준에 의하면 보유주식이

30% 이상 하락하였을 경우에도 생보사의 자유재량으로 評價損失을 계상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에 未實現株式評價損失의 은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평가손

전부에 대하여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주식의 變動性, 보험자

산의 長期性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평가손 반영의 基準比率을

- 287 -



설정하여 기준비율 만큼의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

료된다. 기준비율은 과거 주식시장의 상승율에 대한 標準偏差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최근 20년간 (1976∼1995) 주요국의 종합주가지수 變動

率의 표준편차를 계산해 보았다.

<표 Ⅷ- 6> 주요국 종합주가지수의 표준편차
(단위: % )

년 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1976∼80 17.4 1.7 11.0 5.2
1981∼85 6.3 8.3 13.9 5.7
1986∼90 36.0 18.8 15.8 15.4
1991∼95 18.5 12.2 4.1 5.8
1976∼95 28.0 16.2 13.0 9.8

주: 1. 종합주가지수의 연평균치 기준
2. 한국 KOSPI : 1980. 1. 4 = 100

미국 Dow Jones Indu str ia l : 1928 . 10. 1 = 240.01
일본 NIKKEI 225 : 1949. 5 . 16 = 176.21
영국 F T SE A ctuaries All- Share : 1962. 4. 10 = 100

<표Ⅷ- 6>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종합주가지수 변동율의 표준

편차는 28.0% 이었고, 미국은 16.2% , 일본은 13.0% , 영국은 9.8% 이었다. 우리

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율이 주요국 보다 약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綜合株價指數 變動率의 표준편차를 그대로 적용하

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된 주요국 주식시장의 표준편차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적정한 基準比率은 15% 내외

의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장주식의 평가손이 발생할 경우 총평

가손실의 15%를 반영하여 동 금액만큼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서는 企業會計基準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資本調整計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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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보사의 경우에도 資本調整計定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에는 현재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保有目的, 保有期間 등을 고려

하여 기업회계기준처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발생시에는 營業外損益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資本調整計定으로 계상하도록 한다.

다. 契約者配當制度

향후의 계약자배당제도는 계약자배당 완전자유화의 시행에 앞서 배당제도의

정비에 의한 契約者配當의 適正化를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1) 利差配當과 金利差保障의 統合運營

현행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 일정에 의하면 97년 4월부터 利差配當이 자유

화될 예정이다. 利差配當이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金利差保障이

義務配當으로 존속하는 것은 자유화정책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행

의 정기예금이율이 자유화됨에 따라 金融圈 基準金利로서의 대표성이 상실되고

은행권 전체 수신액중 점유율이 낮아 실세금리의 흐름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利差保障 制度로 인해 생보사의 손익구조가 은행권의 금리에

종속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생보사의 입장에서도 동일성격의 배당이

二元化되어 병행 실시됨으로써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계약자 배당금액 규모가 축

소되어 홍보상 불리한 면도 있다. 또한 앞장의 設問調査에서도 대다수 응답자들

이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예금이율에 연동된 金利差保障을 利差配當에 흡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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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권에 연계되지 않는 독자적 배당체계로서 이차배당 규모에 따른 배당실

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신규상품부터 이를 적용하되 현

재의 금리차보장을 最低利差配當率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K率方式에 의한 配當前剩餘金의 分配方法 改善

현행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은 직전사업연도말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금리차보장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액 (配當前剩餘金)에 대하여 「생명

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거, 각사의 K율에 따라 株主

持分과 契約者持分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전잉여금 규모를 결정하는데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純保險料式 準備金을 적립하는 회사의 배당전잉여

금은 K율방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회사보다 적게 계상되지만 그만큼 내부유

보가 크게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반면 K율 방식의 준비금 적립회사는 배

당가능 잉여금은 크지만 내부유보는 적게 된다. 결국 責任準備金의 적립방식에

따라 배당전잉여금이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회사의 이익자체가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分配可能 剩餘金과 內部留保의 相互交換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55)

그러나 상기와 같은 논리는 보험계약이 100%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익규

모에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실제로는 많은 계약이 中途解止가 되고 있으며,

이 때 지급받는 금액은 순보험료식 적립사와 해약식 적립사 계약자 모두 동일한

해약환급금이다. 이 때 순보험료식 적립사의 계약자는 해약식 적립사에 비해

적은 배당금을 받았다는 결과가 초래되고 회사는 순보식준비금과 해약식준비금

55) 일본보험심의회 답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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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액에 대한 內部留保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내부유보금액을 어떻게 공평하

게 분배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K율 방식의 준비

금을 적용한 회사가 주주배당을 억제한다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것이며, 만약 K

율 방식의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가 分配可能 剩餘金중 일부를 株主配當으로 지

급한다면 이는 契約者利益을 주주이익화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순보험료식 준

비금을 적립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배당을 실시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株主配當率의 上限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배당금을 보험료의 환급으로 간주하면 예정기초율과 실제기초

율간의 차이는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회사의 경영진도 經營努力

에 의한 댓가는 지불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대가능배당율은 30%로서 이

는 일반상장기업의 배당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과도한 株主配當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가능배당율을 下向調整함으로써 내부유보를 충실히 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K율 방식에 의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의 처리방법에 관한 검토

가 필요하다. K율이 配當前剩餘金의 분배기준이 되는 理論的 根據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K율 방식에 의한 3단계 배분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 先積立 後配當制度의 定着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배당재원이 없어도 配當率을 우선 결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발생된 剩餘金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赤字配當의

가능성, 배당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配當準備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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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 후에만 契約者配當이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배당준비금을 적립해야만 한다. 이미 배당율이 자유화되어 있

는 死差配當의 경우 소요금액이 기적립된 준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고배당율

( 96년기준 5% )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사차배당재원의 선적립화를 의무

화하고 있다. 이러한 선적립방식을 사차배당 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에도 동일

하게 적용함으로 과당배당을 억제하고 지불능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라. 責任準備金制度

본 연구에서는 保險價格自由化의 일정과 관련하여 98년이후 검토예정인 豫

定利率의 자유화와 연계하여 事前的 保險價格 體系인 예정이율을 보완하는 事後

的 價格側面에서 책임준비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가격자유화 일정에 의하면 97년부터 利差配當과 豫定危險率이 자유화

되고 98년 이후 費差配當 및 豫定利率, 豫定事業費率의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예정됨에 따라 생보산업도 본격적인 가격자유화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

다.

<표 Ⅷ- 7>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추진일정

구 분
제1단계

( 94.4)

제2단계

( 95.4)

제3단계

( 97.4)

제4단계

( 98이후 검토)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이차배당 비차배당

보험요율 예정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제4단계 가격자유화중 豫定利率 自由化는 생보사의 책임준비금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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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예정이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회사경영에 심각

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수적으로 낮은 예정이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安定

性은 확보할 수 있으나 높은 보험료 때문에 판매측면에서 열세를 보일 것이고

반면, 지나치게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판매 측면에서 타사 혹

은 타 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설 수 있지만 금리하락 등으로 인한 運用收益率이

저하될 때에는 최악의 경우 支給不能 事態에도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의 財務健全性을 확보하면서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의 일환으로서 標準責任準備

金 制度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標準責任準備金制度는 책임준비금 적립시의 評價利率과 보험료 산출시의 豫

定利率을 二元化하여 낮은 수준의 평가이율 설정에 의한 보수적인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보험요율 설정 방지를 그 목적으

로 한다. 또한 보험료 산출이율과 준비금 적립을 위한 이자율 체계를 달리함으

로써 각사의 특성에 맞는 競爭力 있는 보험료 산출로 營業活性化 圖謀는 물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준비금 적립을 위한 이자율은

회사의 건실한 財務構造를 유도할 수 있다.

표준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규정한 최저책임준비금 이상으로서 동 준비금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보다 保守的으로 계산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채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 標準責任準備金法(Standard V alu at ion

Law )의 개정법안이 NA IC에 의해 채택되어 각주의 보험법에 동 법의 규정을 적

용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최저책임준비금 방식은 保險監督官式으로 하고 평가

이율은 市中金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평가이율의

변동은 新契約에 대해서만 행하고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시 평가이율을 고정

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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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의 경우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자유화되어 있어 각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책임준비금은 감독당국에서 규제하는 이

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은 評價利率의 결정방식이다. 평가이율의 결정방식에는 발행연도방식 (Lock - in

Principle )과 평가연도방식 (Lock - out Principle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평가

이율의 변화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신계약에 대

해서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상품의 판매시기와 관계

없이 신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하여 평가시점의 평가이율을 적용하여 장래의 부

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매년 시장금리에 따라 준비금을 재계산하는 방식이다.

發行年度方式은 미국, 일본 등의 생명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험상

품 판매당시의 금리수준 등과 같은 금융환경과 보험계약 종료시의 금융환경이

거의 변화가 없는 安定的인 상황에 적합하다. 이 방법은 계산의 簡便性 및 업

무의 效率性을 기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금리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적

인 준비금 적립을 위해 낮은 수준의 평가이율 설정함으로써 準備金 過多積立의

오해소지가 있다. 또한 금리전망의 오류로 市場金利가 평가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준비금 과소적립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評價年度方式은 영국의 생명보험과 미국의 일부 연금상품이나 保證投資契約

(GIC)의 경우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평가연도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 방식은 시중금리를 잘 반영하여 부채의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계산과정에서의 複雜性과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른 準備金 增加 등이 필요하며, 또한 금리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금 적

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의 두가지 방식중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의 하나로 대두되는데 두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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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評價年度方式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행 책임준비금

제도하에서도 신설사의 준비금 적립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평가이율을 책정하는 것은 신설사 뿐만 아니라 기존사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

이며 특히 금리전망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했을 경우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

이 너무 높아 신설사의 경우에는 支給能力 부족으로 인한 파산위험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연구소에서 회사그룹별로 준비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가정하고 회사의

경과년도별 점유율, 상품구성비율을 단순화하여 각각의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적

인 준비금에 대하여 발행연도방식과 평가연도방식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결과 發

行年度方式을 채택할 경우 순보험식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준

비금의 2.0∼2.7%의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 6% 정도의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6) 물론 상기의 분석은 많은 가정하에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금리변화, 상품구성변화 등 여러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한편, 評價年度方式을 채택할 경우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의 경우

에는 1.8∼2.3%의 잉여가 발생하며,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회사

의 경우에는 8.2% 정도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가이율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基準金利의

設定이다. 평가이율은 基準金利를 기초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인 금리추

이를 감안하고 가격자유화의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출공식을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설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기준금리의 경

우 제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M oody ' s사의 債券金利를, 일본의 경우에

는 長期國債收益率을, 영국의 경우에는 資産運用收益率을 기준금리로 설정하고

56)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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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長期 債券市場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각사마다 자

산운용수익율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基準金利 설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 상황

에서 실세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3년만기 會社債收益率을 기준

금리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장기 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에는 장기채권금리를 基準金利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책임준비금 평가이율방식과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끝으로 평가이율의 산출방

식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기준금리와 안전율을 감안하여 I

= r (1- α)의 산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I는 준비금 평가이율, r은

기준금리, α는 안전율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α 즉, 안전율의 수준을 어느

정도 책정하여야 하는 것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여 I = α + W (R 1- β) +

W/ 2(R2- γ) 의 산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α, β, γ는 기준이율, W

는 보험기간별 가중치, R1 및 R2는 기준금리를 고려한 최소, 최대금리를 나타낸

다. 이 방법은 전자의 방법보다는 장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계산이 다소 복잡

한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標準責任準備金制度는 예정이율의 자유화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S olv ency M argin制度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支給餘力이라 함은 보험감독당국이 인정하는 보험회

사의 자산이 책임준비금을 비롯한 부채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금

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7) 이러한 支給餘力制度는 크게 EU의 비율방식과 미

57) Dick son & St eele, E lem en ts of I ns urance , M acdonald an d Ev a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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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RBCR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95년 2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EU방식을 도입하여 책

임준비금의 1% 이상을 支給餘力으로 보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사들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초과집행, 이연자산상각 등으로 累積

赤字가 심화되어 현재 지급능력이 부족, 감독당국으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상

태이며,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증자능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실

정이다.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문제는 당해회사가 특정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비롯한

제반채무를 辨濟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

는 현재시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장래를 포함하는 包括的인 槪念이다.58)

따라서 보험사의 지불능력 평가문제는 단순한 기준설정만으로는 곤란하며 합리

적인 기준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保險經營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보험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支給餘力制度는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EU의 비율방식의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간단하여 실무적으로 간편한 반면

위험대상별로 정확한 r isk산출이 곤란하여 위험에의 적정한 대응이 곤란하다.

RBCR 방식은 r isk를 危險對象別로 예측하여 보험사업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RBC 산출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의 과다소요, 통계적 신

뢰성 등에 문제가 있다.

Plym outh .U .K . 1981, pp55∼56
58) 김병기,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관한 연구」,『보험조사월보』, 1994. 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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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 8> S olv ency M argin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RBCR방식

r isk를 위험대상별로 예측하여

보험사업의 위험에 적절히 대

응가능

위험의 조기경보기능 수행

RBC비율 산출시 주관적 개입

등 통계적 신뢰성에 문제

RBC산출을 위한 비용 및 시

간의 증대

EU방식

S olv en cy M argin산출이 간단

명료

실무적 관리가 편리

위험대상별 정확한 r isk산출이

미비하여 보험사업위험에의 적

정한 대응이 곤란

위험조기경보기능이 미비

한편, 최근 EU에서는 현행 比率方式이 과거에 제정(1973년 EC 손해보험 1차

지침에서 통일규정 채택)되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보험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즉 EC의 보험감

독위원회에서는 1994년 5월 현행 支給餘力制度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행의 比率方式을 폐지하고 미국과 같은

RBCR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6년 4월 일본에서도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 역시 RBCR 방식이었다. 이

와 같이 지급여력제도에 대하여 대다수 보험 선진국에서는 RBCR 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방식의 도입에 대한 적

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BCR 방식은 보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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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S olv en cy M argin 총액을 이 리스크 합계액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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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lv en cy M argin 비율을 산출하여 이 비율을 기준으로 早期警報體制를 실시하

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미 보험선진국에 비하여 보험의 역사가 짧아

보험통계에 관한 資料集積이 충분치 않아 이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만큼 선진국 보험제도의 整合性 維持側面에서도 동 제도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리스크 판단기준을 설정하

고 그에 따라 實效性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 損害保險會計制度의 改善方案

가. 收益 및 費用의 認識

현행 손보사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미국의 SAP이나 일본에서 채택하

고 있는 現金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과 달리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消滅性保險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보험회계의 보수

주의적 특성을 유지하여 現金主義를 채택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

다. 다만 앞의 생명보험회계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新契約費의 이연

상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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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확보한 후 現金으로 입금되어야 인식을 하고 있는 현금주의방식을 채택

하고 있으며, 대다수 손보사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제Ⅶ장 2절 참조). 그러

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發生主義 會計原則에 위배되므로 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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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현재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 제10조에

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구상권에 의한 未收債權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收益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保證保險의 경우에는 求償權 行使로 인한 보험금 환입액은 거액이므

로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

도 구상권 행사, 잔존물 매각 등으로 이루어지는 保險金 換入이 실제 재산권을

확보한 후 현금으로 유입시까지 계상되지 않고 簿外資産의 형태로 보유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회계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

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구상권 행사, 잔존물 매각 등에 의해 예상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收益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保守主義

的 會計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도 미구상채권의 보험금 환입인식에 대해 유

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回收豫想金額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구상권 행사 또는 잔존물 매각 등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보험금

환입에 대해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實務的인 基準으로서 매출액, 회수액으로서

재판의 판결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 것, 잔존물의 매각에 의

해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대장성, 국세청 등)의

鑑査에 대비하여 豫想回收金額에 대한 判斷基準 등에 관한 내부자료를 작성 보

관해 두고 있다.

따라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회계의 合目的性을 위해 국내 손보사에서

도 잔존물의 유입 또는 구상권의 행사로 인한 財産權이 확보될 경우 객관적인

기준(예: 不動産의 경우에는 公示地價基準)을 설정하여 회수예상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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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資産評價制度

1) 保險業法 第97條 準備金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은 보험사 자산의 再評價로 발생한 재평가차액

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위한 담보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資産再評價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

법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애서는 재평가적

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배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의 보험업법 97조 준비금의 적립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6년간 40

억원내외의 적립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생보사의 적립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실

정이다. 손보사의 경우에는 생보사 보다 자산규모가 훨씬 적고 특히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은 상장주식의 評價益이나 부동산의 評價益 또는 賣却益을 적립하

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또는 매각대상이 적은 손보사의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적립이 적을 수 밖에 없다.

< 표 Ⅷ- 9> 보험사의 보험업법 97조 준비금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명보험 68,691 76,521 87,107 84,389 84,822 85,181
손해보험 3,733 5,015 4,688 3,900 3,663 4,642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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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업법 제97조 2항에서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손보사의 경우에

도 동 준비금을 준비금 적립의 充實化 또는 매각, 평가손의 보전외에도 타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에는 지난 93년 동양, 대한, 쌍

용 등 5개사가 資産再評價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재평가차익 2,058억원

을 전부 결손보전으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 손보사는 自動車保險의 적자 때문

에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결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회사도 있었으며, 이러

한 상황에서 缺損補塡을 위한 자산재평가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 후 95년 8월 자동차보험의 料率引上으로 손보업계는 대폭적인 재무구조 개

선이 이루어졌으며, 95년에는 동부화재만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 차

액 전액(591억원)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였고 타 손보사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손보사의 경영상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自動車保險은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과거와 같이 자산재평

가를 통한 결손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 평가익 및 고정자산 매각익은 현행처럼 97조 준비금에 계속

적립시켜 財務構造를 안정화시키고 대신 앞의 생명보험회계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任意評價制度를 廢止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일

반기업과 같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上場株式의 時價評價

지난 96년 10월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의 개정으로 손해보험회사의 資産評價

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1997 회계연도부터 上場株式의 評價損이

발생할 경우 발생 평가손의 15%를 결산시 반영하도록 하여 시가평가를 위한 기

초적인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타 금융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評價益은 계상하지 않으면서 評價損은 계상하는 保守主義的 會計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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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이다. 물론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기관에서는 결산시 지침에 의해 평가

손 최저반영비율을 정하겠지만 지난 96회계년도에 일부 은행은 평가손의 100%

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97 회계년도부터 평가손을 반영할

예정이며 반영비율은 점차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회사는 證券市場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 손해보험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이용자의 범위가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투자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도입예정인 평가손의 일부 반영과 같은 방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

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整合性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

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資本調整計定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지난 96년 손보사 회계규정개정

시 자본조정계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

처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발생시에는 營業外損益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투자유가

증권의 평가손익은 資本調整計定으로 계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야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평가방법이 차이가 없는 합리적인 資産評價制

度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準備金制度

1) 自動車保險 支給準備金 制度

현행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은 個別推算法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APM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부 大型

社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APM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최저치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APM 방식은 손해가 발생된 이후부터 정산완료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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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경과기간동안(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통계를 적용) 사고건당 평균

支給保險金이 매우 일정한 비율로 진전되었다고 가정할 때 장래에도 동일한 비

율로 진전될 것을 예상하여 支給準備金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의 크기를 감안하므로 支給準備金의 크기가 매우 큰 사고 또는

매우 적은 사고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 되므로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집적되어

大數의 法則을 적용시킬 수 있는 보험종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과거의 經驗値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의료단가 상승, 임금인상율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

고 있는 단점이 있다.

지급준비금의 추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보험사

고별로 損害査定者가 지급준비금 산정기준의 세목별 항목에 의거 개별적으로 추

산하여 적립하는 개별추산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경우 손해사정자의 경험적인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推算金 算出이 가능

하므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의 전면적인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物價上昇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현재 5년으로 일률적용을 하고 있는 事故

精算期間을 진전년도별로 손해액 進展係數를 정확히 추산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준비금 적립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보험산업의

價格自由化가 정착될 경우에는 회사의 個別推算法으로 준비금을 산출하도록 하

고 회사의 임의적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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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旣發生未報告準備金의 一律的 配分方法 改善

현행 손해보험회사회계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旣發生未報告損害額으로 결산시점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을 일률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기발생미보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擔保危險別 과거의 기발생미보고손해액 발생추

이, 발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담보위험별 손해율 산출의 正確度를 제고시킬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통계자료의 집적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2가지 적

립방식 (최근 3년간의 IBNR준비금의 積立所要額과 發生損害率을 고려하여 산출

하는 방법 혹은 당년도 旣經過保險料의 일정비율로 산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도입하되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보험종목별 통계를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 非常危險準備金制度

非常危險準備金은 장래 예상되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負債性充當

金의 셩격을 가지고 있으나, 長期保險 이외의 보험종목에서 保險營業利益을 적

립한 것이며, 그 사용방법도 보험종목별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

재 및 원보험)로 경과손해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缺損의 보전을 위해 환입할 수 있어 이익잉여금

의 법정준비금 적립 및 환입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상위험준

비금의 적립금액에 있어 회사의 결산상황에 따라 恣意的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

로 期間損益의 평가와 회계처리의 계속성 원칙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비상위험준비금의 대차대조표상의 표시방법, 사용방법 등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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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므로 우선 비상위험준비금의 性格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장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과 같은 二重的 性格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

하고 있으므로 동 준비금의 부채성충당금 성격과 이익의 적립 성격을 인정하여

두가지 모두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상위험준비금을 負債性充當金으로 계정성격을 확정할 경우에는 보험

종목별로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하고 換入使用도 종목별 손해율에 따라 허용하도

록 한다.

다음으로 利益의 積立 性格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利益發生時 등 특별한 경우

에 적립하도록 하며, 이 경우의 환입은 缺損保全, 株主配當 등과 연계하여 허용

하도록 한다. 단, 이익의 적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稅金問題가 발생되므로 손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충실화를 위한 법정준비금으로 규정하여 현행 租稅減免規

制法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립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현재 경과보험료에 營業利益率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준비금 계상방

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종목마다 고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계상방법은 論理性이 결여되므로

보험종목별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험종목별로 危險特性을 감안하여 일본과 같이 보험그룹별 혹은 보험종목별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을 달리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사료된다.

라. S olv ency M argin制度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價格自由化, 保險市場 開放 및 國際化 등으로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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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事前規制機能은 약화되고 事後規制機能인 지급능력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손보사의 지급준비금은 적립방법상 대부분

의 종목에 대해 個別推算法을 적용하고 있어 경영자의 任意性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재무구조 不確實性 增大

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 특히 지급능력제도의 整備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국내 손보사의 지급능력제도는 보험료의 保有限度를 계약자잉여금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함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보험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制裁基準이 없어 감독

및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보사 지급능력제도는 크게 EU의 비율

방식과 미국, 일본의 RBCR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서는 앞의 생명보험회계제도 개선방안에서 설명한 바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는 RBCR 방식의 채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상당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U 방식은 危險測

定 基準으로 보험료기준과 보험금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방식 보다 합리적이

고 현재 국내 생명보험 지급능력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

다. EU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補完的 措置事項으로 지급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行政的인 措置事項을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현

행 생명보험 지급능력제도와 같이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EU 방식의 도입과 制裁措置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일정기간 운용하다가 보험 선진국과의 整合性 維持를 위해 RBCR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BCR 방식은 보험사의 危險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리스크에 상응하는 리스크계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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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리스크 등 보유 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할 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

요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保險審議會에서 엄청난 연구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

서 현재의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현행 支給能力制度를 EU 방

식으로 개정하고 이와 아울러 RBCR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檢討作業을 동

시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 其他事項

가. 生·損保 統一會計規程의 確立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우선 그 취급 위험대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처

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는 없다. 제외국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

험에서 共通的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예: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자산평가제도 등) 각각의 特性이 반영되는 부분 (준비

금제도 등)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손보간 基本用語나 수익 및 비용인식에 관

한 규정, 자산평가방법, 재무제표의 양식 등 생·손보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生命保險會社 會計規程 및 損害保險會社 會計規程의 體系 統一

현행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은 本文이 24조로 되어 있고 손해보험회사 회계

규정은 本文이 14조로 되어 있어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이 보다 상세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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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生·損保 會計規程은 나름대로 생·손보 회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

보험사의 會計處理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체

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다음 < 표Ⅷ- 10>은 생·손보 회계규정 체계를 비교한 것인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會計規程의 기본골격은 목적, 적용범위, 재무제표, 준비금규정, 자

산평가방법, 채권·채권의 소멸시기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각 회계규정이 동일

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생보회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자산평가기준, 결산 등과 같이 생·손보사에 공통적

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은 회계규정 체계 통일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도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Ⅷ- 10> 생·손보 회계규정 체계 비교

조항 생명보험회계규정 손해보험회계규정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등

제4조 계정과목 보험계약준비금

제5조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제6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제7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계약자배당준비금

제8조 무배당보험 판매로 인한 손익의 처리 비상위험준비금

제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연금자산에 대한 구분계리

제10조 보험료적립금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

제11조 미경과보험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12조 지급비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3조 계약자배당준비금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제14조 재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15조 자산의 평가기준 -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
제17조 유형자산의 평가 -
제18조 이연자산 등의 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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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생명보험회계규정 손해보험회계규정
제19조 계약의 원칙 -
제20조 계약의 방법 -

제21조
자기계열회사 등과의 불공정계약의

금지
-

제22조 결산 -
제23조 제출서류 및 시기 -
제24조 내규작성 -

2) 財務諸表 計定科目 配列順序 및 基本用語의 統一

지난 1996년 10월 9일 개정된 보험회사회계규정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생

·손보간 재무제표 計定科目의 통일에 있다.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계

정과목을 양자간의 특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일을 시켜 상호간 비교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 졌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計定科目중 동

일한 과목인데도 配列順序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

하다.

가) 貸借對照表

대차대조표중 자산은 생·손보 모두 運用資産과 非運用資産으로 크게 구분하

였으며, 운용자산의 배열순서는 생·손보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非運用資

産의 경우에는 동일한 計定科目인데도 배열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 표 Ⅷ- 11> 에서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負債의 경우를 살펴보

면 보험사 부채의 최대항목인 責任準備金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열되어 있지만 기타부채에서는 비운용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표 Ⅷ

-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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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운용자산중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서 유

일하게 일치하지 않는 계정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연법인세차라는 계정과목이

다. 이 계정과목은 法人稅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法人稅費

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또한 기타부

채중 이연법인세대라는 계정과목은 法人稅費用이 법인세 등 법령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들 計定科

目은 금번의 회계규정 개정시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법인세법상의 소득보다는

會計的 利益을 보다 중시하도록 한 것이다.59)

이연법인세회계는 會計利益과 課稅標準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의 영역으로서 법인세의

기간간 배분제도 (int erperiod t ax allocat ion )라고 할 수 있다.60) 법인세비용은 기

본적으로 특정 회계기간의 會計利益에 영향을 미친 모든 損益去來의 세금효과로

측정되어져야 한다. 영업활동 결과에 대한 法人稅效果는 그 영업활동이 인식되

고 보고되는 기간에 인식·보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法人稅費用은 그 기간

동안의 수익·비용에 의해서만 나타나야 하고 그러함으로써 수익·비용의 대응

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會計利益과 課稅標準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치하지가 않아 그 차이를 분석하여 그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도록 조정하는

것이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다. 이에 일시적 차

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기간별로 배분함으로써 차이의 영향을 없앨 수 있고 그

차이로 인한 法人稅效果를 이연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간이익의 왜곡현상을 제거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회계를 1996년도에 도입하였

지만 그 시행은 2년간 유예하여 1999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기준). 따라서 손해보험회계규정에도 기업회계기준 및 생명보험회계기

59) 성대규, 황의순, 『생명보험회계규정 해설』, 1997. 1, p14
60) 김영준, 『기업회계기준정해』, 서울 : 조세통람사, 1996, p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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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이연법인세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用語의 통일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부채

항목의 하나인 支給準備金 항목이 있는데 현행 생보회계규정에서는 이를 支給

備金 이라고 하고 있고 손보회계규정에서는 支給準備金 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

일한 용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지급준비금 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 표 Ⅷ- 11>에서 보듯

이 생보의 본지점 및 97조 준비금 이 라는 항목이 손보에서는 본지점계정 및

법97조 준비금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Ⅷ- 11> 생·손보 회계규정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비교

비 운 용 자 산 기 타 부 채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재보험미수금 보험미수금 당좌차월 가수보험료

미수금 받을어음 차입금 지급어음

미수수익 미수금 재보험미지급금 당좌차월

선급금 선급금 미지급비용 차입금

선급법인세 선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선수금

이연법인세차 미수수익 미지급법인세 가수금

선급부가세 가지급금 이연법인세대 예수금

가지급금 가지급보험금 선수금 미지급금

가지급보험금 선급법인세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본지점 선급부가세 예수금 선수수익

예탁보증금 본지점계정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법인세

공탁금 공탁금 가수보험료 미지급배당금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선수보험료 미지급부가세

전신전화가입권 예탁보증금 본지점 본지점계정

차량운반구 부도어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공구기구비품 전신전화가입권 97조 준비금 사채

기타의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퇴직급여충당금 법97조 준비금

무형자산 비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이연자산 그밖의 기타자산 기타 그밖의 기타부채

기타 무형자산 - -
- 이연자산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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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損益計算書

생명보험회계규정과 손해보험회계규정의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보

험영업외의 投資營業과 관련된 부분의 회계처리에 있다. 즉, 생명보험회계규정

에서는 投資營業을 보험영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영업과 관련된 것을

營業收益 혹은 營業費用으로 처리하지만 손해보험회계규정에서는 投資營業收益

혹은 投資營業費用으로 처리하며 생보사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경과보험

료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 차이 때문에

현행처럼 유지할 수도 있지만 利用者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가 곤란하고 특히 손

보회계규정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

여진다. 또한 손보사도 投資營業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생보사처럼 이를 보

험영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현재 損益計算

書 수익항목중 경과보험료를 營業收益으로 대체하고 保險營業利益의 차감항목인

발생손해액, 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 순사업비,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증가액, 비

상위험준비금증가액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증가액을 營業費用으로 처리하도록 하

며, 현행 營業外收益 및 費用項目인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처분손실을 각각 營業

收益과 營業費用으로 처리하여 생·손보 회계규정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다.

나. GAAP에 의한 財務諸表의 作成

주요 보험선진국중 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이다. 美國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관에

게 보고하기 위한 保守的인 會計原則인 SAP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한

證券市場에 상장된 보험사의 경우에는 株主나 證券去來委員會에 경영실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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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목적으로 SAP에 의한 재무제표외에 추가적으로 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가 GAA P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주식회사의 GAAP의 역사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감독 Guid

e』가 1972년에 공표된 것을 시초로 SAP의 회계처리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에 GAAP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GAA P가 시작되었

다. 당초의 修正項目은 責任準備金과 新契約費의 2가지 였으나 收益費用의 對

應을 추구하여 기업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SAP에서는 보험기간의 후반에 利益이 계상되었던 것에 대해 GAA P에서는 보험

기간에 平準化하여 이익이 계상되고 있다. 이것은 SAP가 가진 사업이 잘 이루

어질 때 회계보고에 나타는 실적이 나빠진다 는 缺點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SAP는 支給能力을 중시한 장래의 給付를 확보하기 위해 시점계산으로서 貸借對

照表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GAAP은 期間損益을 중시한 損益計算書를 중심으

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SAP는 支給能力을 중시하고

있는데 비해 GAAP은 收益을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는 GAAP에 의한

이익이 SAP에 의한 이익보다 많이 산출되었으나 최근에는 GAAP의 회계기준이

엄격해 지고 公認會計士의 감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반드시 GA AP에 의

한 이익산출이 SAP에 의한 이익산출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다.61)

미국의 보험회계기준은 이처럼 SAP과 GAAP에 의한 두가지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SA P만을 보험회계기준으로 인식해 왔다. 1974년 미국증권거래위원

회가 보험주식회사의 회계자료를 GAAP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은 SAP이

일반 투자가들에게 제공되는 회게자료의 작성기준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그 후 미국 보험사들은 두가지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고

61) 柳田宗彦,「미국생보회사의 GAAP회계」, 일본생명보험경영, 1994. 9 , pp14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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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는 모두 株式會社이며, 손해보험회사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생보사 보다는 손보사가 GAAP에 의한 추가적인 재무제표의 작성의 필요

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장의 設問調査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손보사들의 경우 50% 이상이 GAAP에 의한 추가적인 財務諸表 作成을 반대하

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보험사 업무부담 가중, 이용자의 혼란 초래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AA P에 의한 추가적인 재무제표 작성의 즉각적

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少額株主 혹은 一般 投資家의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보사의 경우에는 證券市場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생보사 보

다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導入時期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價格自由化가 완

료되어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는 시기가 적절할 것이며, 생보사의 경우

에는 향후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생보사의 경우에는 GAAP에 의한 추가적인 財

務諸表 作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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