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論

정부는 21세기 장기구상의 일환으로 ' 96년 5월에 金融産業의 競爭力

을 제고하기 위한 段階別 發展戰略 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通貨信用 및 政策金融制度, 金融規制의 緩和 및 規制 監督, 金融圈間 業

務領域 調整과 관련한 金融産業 改編, 金融下部構造의 構築과 金融의 開

放 및 國際化 推進에 대한 방안 등이었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 보험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과제로는 保險

産業의 業務領域 擴大, 金融型 保險商品의 개발, 金融圈間 電算網 連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골격안에서 제시된 세부방안중 보험산업의 下

部構造 構築과 관련한 保險種目別 區分 및 分離計定制度의 도입과 金融

型 保險商品의 개발 필요성 증대로 인한 變額保險商品의 판매 허용은 현

행의 제도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 97년 1월 재정경제원은 銀行, 證券, 保險 등의 金融圈別 業務領

域을 조정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金融改革委員會에 보고한 바 있다. 그 주

요내용은 銀行, 證券, 保險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금융권별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은행과 투신에 從業員退職積立

信託을 허용함과 동시에 생보사에 대해서는 實績配當附商品의 판매를 허

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재 정책당국이나 업계에서도 分離計定의 도입에 대한 공감

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國內 保險業界에 분리계정의 도입이

요망되고 있는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保險社의 경우 傷害保險과 같은 제3분야 보험 및 個人年金保險

에 대한 겸영이 허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겸영의 허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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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손보간의 업무영역이 명확해지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의 特性과 滿期構造가 현저하게 다른 보험종목을 일반 보험종목과

分離 내지는 區分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損保社의 경우

危險의 性格과 保險期間이 기존의 보험과는 판이한 個人年金保險을 취급

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保險種目間 計定의 分離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두번째로는 他金融圈과의 競爭을 위하여 보험사의 마아케팅 측면에서

商品競爭力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金利自由化의 본격적

인 시행으로 인하여 각 금융기관간에 금리경쟁이 가속화된 데에 연유하

고 있다. 따라서 保險商品의 收益率을 높혀 타금융권 상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統合運營方式에서 벗어나

상품별 특성에 따른 資産과 負債의 分離運營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보

험업계로서도 소비자의 高金利選好傾向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일

반보험상품과 분리운영되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

다. 즉 投資運用收益 全體를 계약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분리운영되는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분리계정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하

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중요한 변화로 消費者의 높

아진 權利意識을 들 수 있다. 消費者主義(consumerism)의 확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보험사

업의 透明性과 經營情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보험

상품의 價格決定과 利益還元에 있어 계약자간의 衡平性과 公平性 提高

및 保險社 經營狀態의 透明性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계정 내

지 구분계리의 도입 문제가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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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分離計定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기존의 연구는 變額保險의 개발을 위한 분리계정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導入與件에 대한 細部檢討나 導入時의 效果分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리계정의 도입대상을 實績配當附商品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그 연구대

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분리계정 도입시의 효과에 대한 計量分析

을 통하여 導入時期와 導入與件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분

리계정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의 검증시에는 보험사의 經營效率性 側面

및 契約者의 權益保護 側面에서 고찰하였으며, 도입시 經營收支에 미치는

效果分析을 중심으로 細部導入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Ⅰ장의 序論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分離計定의 定義, 特性 및 우리나라에서의 特別計定

導入現況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主要 保險先進國에서 분리계정이 도

입된 背景과 최근의 運用現況 및 規制制度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Ⅳ장

에서는 商品別 現況과 問題點 分析을 통하여 분리계정제도의 導入 妥當

性을 각각 생 손보별로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분리계정이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게 될 影響을 Asset Share 방식에 의해 計量的으로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Ⅴ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리계정의 導入

對象과 導入時期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細部導入方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분리계정의 도입을 위한 制度整備方案을 모색하였다. 제Ⅶ장에서는

본 硏究의 내용을 要約하고 結論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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