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Ⅸ . 結 論

會計의 目的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判斷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따라 처리하여 유

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세계각국의 회계기준은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각국 별로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경재활동의 국제화,

개방화의 흐름속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기업의 해외투자 등이 더

욱 활발해 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계제도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특히 國際會計基準委員會(IA S C ; Int ernation al A ccount in g

St andards Com m itt ee )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회계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며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保險産業은 일반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고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規制와 행정당국에

의한 실질적인 監督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規制 및 監督目

的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이 지니고

있는 特性을 감안한 합리적인 會計基準의 설정이 필요한 바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들 국가 고유의 보험법, 기업회계기준, 각종 세법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擔

保力 確保에 그 목표를 둔 보험회계제도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계제도는 보험회사의 支給能力 確保 및 契約者 保護를 위

한 정부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운영되어 왔다. 國內

保險會計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이들

에서 규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企業會計基準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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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支給能力 確保를 위한 감독측면

을 중시하고 있다.

현행 보험회계제도는 회계의 중요한 목적인 利害關係者들이 경제적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 기능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향후 보험

시장의 開放化, 國際化에 따른 선진 보험회계제도와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를 위

한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국내 생·손보 회계제도를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保險會計制度에 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비교 검토

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현행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고 國際的 基準에 부

합할 수 있는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보험회계제도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保險會計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체계를 살펴보았고, 보험회계제

도의 주요 내용들인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자산평가제도, 준비금제도, S olv ency

M argin제도 등을 검토하였는 바 국내보험회계제도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체계는

조사대상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 내용간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점이 발견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계는 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支給能力 確保를 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

한 보수적인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이다.

이들 국가의 보험회계 특징으로는 보험사업에 따른 비용의 당해년도 처리, 資産

評價에 있어서의 原價主義 原則, 준비금 적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에서는 신계약비의 移延資産化를 통하여 수익 및 비용

의 대응원칙에 충실히 하고 있으며, 자산 특히 상장주식의 時價評價를 통하여

평가시점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준비금 제도 또한 탄력적

- 317 -



으로 운용하고 있다. S olv ency M argin 제도는 미국,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RBCR 방식과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比率方式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보험회계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선진국의 保險會計制度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절하면서도 부작용을 극

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보험회계제도의 改善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생명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는 新契約費의 이연처리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事業費 전부를 신설사에 한해 5년간 이연처리할

수 있으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계약비만 이연자산화하고 있다. 신계약비의 移

延資産化는 회계의 기본이론의 하나인 收益費用의 對應原則에 부합하는 장점은

있으나 업무의 복잡성, 책임준비금 적립방식과의 관련성 등 국내의 여건상 즉각

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이연자산 상각제

도를 재검토, 維持費 및 收金費는 상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국내 보험사의 財務構造 개선상황을 고려하면서 신계약

비 상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산평가 특히

上場株式의 평가제도에서는 보험자산의 장기성, 상장주식의 변동성 등을 감안한

적절한 評價損의 반영방법으로 綜合株價指數 상승율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평

가손이 발생할 경우 총 평가손실의 15%를 우선 반영하고 다음 단계로서는 현행

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보유 유가증권을 有價證券과 投資有價證券으로 구분하

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발생시에는 營業外損益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資本調整計定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한편, 보험가격자유화 일정에 따라 98년이후 검토예정인 豫定利率의 자유화

와 연계하여 사전적 보험가격 체계인 예정이율을 보완하는 사후적 가격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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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準備金 제도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標準責任準備金制度의 도입을 위해 준

비금 평가이율의 결정방식, 기준금리의 설정 및 산출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또한 契約者配當制度의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 이차배당과 금리차보장의 통합운

영, K율방식에 의한 배당잉여금의 분배방법의 재검토, 선적립후배당제도의 확

립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및 지불능력의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S olv en cy M argin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가격자유화 추진

등 規制緩和에 따른 사후적 감독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행 국내 지급능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히므로 선진국에서 보편

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RBCR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保險金 換入의 인식시점의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국,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豫想回收金額의 계상방

법을 검토하여 우리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급준비금 제

도, 특히 자동차보험의 A PM 방식에 의한 준비금 적립방식을 재검토하여 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각사의 책임하에 個別推算法으로 산출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

립하되 사후적으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非常危險準備金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고 지

급능력 확보를 위한 이익의 적립으로 규정할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財務構造 充

實化를 위한 법정준비금으로 규정하여 현행 租稅減免規制法상의 세제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적립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상방법

도 경과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종목별

로 危險特性을 감안하여 적립기준을 달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

인다.

S olv ency M argin제도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현행 지급능력제도를 우선적으로

EU방식으로 개정하고 이와 아울러 RBCR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

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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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험감독의 방향은 가격자유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

시하는 한편, 지급능력의 규제 등 契約者保護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시키

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保險價格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증대되고 보험사 재무상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財

務諸表의 이용 가능성도 증가될 것이므로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情報提供의

중요성은 보다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니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회계제도의 전반

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OECD 가입 등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位相提高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와의 整合性 維持를 위한 외국제도의 검토도 필

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보험회계제도가 각

국의 특성에 맞게 발달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선진국의 보험회계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되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

국 뿐만 아니라 학계, 보험업계 등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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