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分離計定의 槪念 및 導入現況

1. 分離計定의 意義

分離計定(separate account)이란 特定의 保險種目 및 商品에 속하는 자

산, 부채, 수익, 비용을 다른 보험종목에 속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

구분해서 會計處理하는 計定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보험상품 및 종목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을 당해 종목의 계정에

직접 귀속시키거나 부담시킴으로써 보험종류별 특성에 따른 리스크 管理

와 收益性 提高 및 각 保險種目과 商品 相互間의 內部補助 遮斷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운영된다.

분리계정과 관련하여 명확히 해야할 문제는 區分計理에 대한 개념이

다. 區分計理制度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투자전략을 연계

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一般計定을 구성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계정을 구성하는 下位單位의 要素를 segmentation이라고 하는 반면 분

리계정은 일반계정과 완전히 격리되어 운용되는 관계로 separate account

로 일컬어진다.1)

특히 구분계리는 분리계정의 중간형태의 개념으로서 보험종목 또는

보험상품별로 利益의 還元 및 配當의 公正性 提高를 위한 목적아래 설정

되고 있다. 따라서 投資收益과 事業費에 대한 종목간 配分基準이 그 근저

를 이루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적인 정비없이2) 일정

1) James A. Attwood et al., Portfolio Segmentation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

RECORD, Society of Actuaries, Vol.10, pp .1353-1354.

2) 日本에서는 區分經理基準에 의한 적용이 不適正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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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하에 회계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分離計定과 區分計理制度는 해당 자산의 운용

에 의한 이익, 손실을 다른 자산의 경우와 구별하여 해당 자산에 귀속시

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보험사의 破産

時에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운영

하고 會計處理하는 의무 규정, 계정간 事業費 配分에 대한 명확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분리계정 제도는 특정 보험종목이나 상품

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보험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동시에 모든 회계처리

도 다른 보험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반면에 구분계리 제도는 모든 보험의

자산을 보험종목이나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운영하되, 會計處理

上으로는 모든 支給金 및 經費와 資産運用收益 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租稅減免規制法에 따라 稅制支援이 이루어지는 個人

年金保險과 無配當保險에 대해서 구분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손해

보험의 경우에도 個人年金損害保險 運營要綱에 의거하여 세제지원 개인

연금손해보험에 대해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적인 운영형

태로서의 區分計理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타금융권의 은행과 투자신탁에서는 固有財産과 信託財産에 대해 계정

간의 區分經理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分離會計制

度를 채택하여 銀行計定 등 타 계정간의 자금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3) 銀行計定과 信託計定間, 투자신탁에서는4) 委託

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분경리기준을 정하여 當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한 구분경리기준은 매년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

할 수가 없다.

3) 銀行法 제24조(신탁업겸영시의 구분경리)에 의하면 信託業務를 겸영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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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計定과 固有計定間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특정 보험종목

의 운영을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는 일반계정으로부터 분리시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分離計定制度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保險種目間 區分計理制度가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日本으

로서 최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保險審議會

答申에서는 利益還元의 公平性과 透明性 確保, 보험종류 상호간의 內部補

助 遮斷, 보험사업운영의 效率化, 보험상품의 특성에 부응하는 資産運用

등을 위하여 구분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

한 구분계리제도의 세부내용은 大藏省 通達 및 事務連絡에 의해 규정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품과 자산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의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商品과 資産區分의 기준은 사망, 생

존, 연금 등 보험리스크의 차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 資産運用리

스크의 크기, 자금의 長 短期 特性과 流動性 및 회사경영상의 특성 등에

의해 설정된다.

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은행법 제15조

에서 정한 資本金과 積立金, 其他 剩餘金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며, 同 項의 자금은 동법 제31조에서 정한 預金支給準備金에 관한 규정의 적

용도 받지 않는다.

4) 證券投資信託業法 제18조(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면 委託會社는 信託財産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信託財産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39조에 受託會社의 固有財産을

위한 信託財産의 利用禁止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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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日本 生保社의 區 分經理基準

項目 主 要 內 容

實施目的

- 보험계약자간의 공평성의 확보

- 보험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 경영효율화 추진

商品區分 및

全社區分의

설정

區分基準 該當保險契約

商

品

區

分

개인보험 (유배당) 개인보험 (유배당), 개인연금보험 (유배당)

개인보험 (무배당) 개인보험 (무배당)

단체보험 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 등

단체연금보험 신기업연금보험, 후생연금기금보험 등

기타
재형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장보

험, 受再保險 등

全社區分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없음.

資産區分의

설정

區分基準 該當商品區分 및 全社區分

資

産

區

分

일반 자산구분

개인보험 (유배당)상품구분

개인보험 (무배당)상품구분

단체보험상품구분, 기타 상품구분

단체연금보험 단체연금보험상품구분

전사구분 전사구분

자료 : 일본 대장성 은행국 통달,『生命保險會社の區分經理の導入について』

分離計定의 법적인 성격은 타계정과의 분리에 따른 법률적인 영향, 즉

보험사가 破産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나, 현

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日本의 경우에도 파산시에 있어서 분리계정 자산의

隔離를 명시하는 法的 根據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분리계정 계약자

에 대한 保護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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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美國의 경우에는 50개주와 Washington D.C.에서 분리계정 자산에

대한 隔離를 명시하는 법령을 통해서 分離計定의 法的 性格이 제시되고

있다.5) 동 법령들은 1970년에 채택된 바 있는 NAIC Model Variable

Contract Law에 근거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계정에 대한 준비금과 기타 부채에 상당하는 분리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보험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州에서 保險約款에 이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분리계정의 準備金과 기타 계약상의 負債에 상당하는 자산은 일반계

정의 계약자와 일반채권자의 請求權으로부터 분리된다.6) 특히 12개주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Minnesota, Missouri, New

Jersey, New York, Tennessee, Texas, Utah, Wisconsin)에서는 保險事業者 支

給不能法에 분리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보

험사업자의 재건(rehabilitation)이나 청산(liquidation)시 분리계정의 優先的

地位를 인정하고 있어 隔離의 槪念(insulation concept)을 명백히 하고 있

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일반계정 계약자와 일반 채권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분리계정이 분리되고, 분리계정 계약자는 이에 대한 優先

權을 갖게 된다.

5) 뉴욕주 보험법의 分離計定에 관한 條項은 保險法 제4240조(분리계정)을 참조

할 것.

6) NAIC, 1995 Proceedings of the NAIC, First Quarter, Spring 1995 National

Meeting, pp .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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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分離計定의 特性 및 運營形態

분리계정의 일반적인 형태는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

가 一般保險과 特定保險의 계약자별로 구분되어 각각의 계정으로 운영되

며 투자의 목적과 대상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분리계정 운용

형태의 차이는 각국의 金融構造, 規制制度 및 보험사의 經營能力 등에 의

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리대상 계약, 투자대상의 운

용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그림 Ⅱ -1> 分離計定 의 運營構造

수입보험료

↓ ↓

일반보험

계약자

특정보험

계약자

↓ ↓

현예금, 대출,
공사채, 주식,
부동산 등

분 산

←- - -
투자

일반계정 분리계정

집중

- - - - →

투자

주식 등의

유가증권

보험회사

회계계정

분리계정의 설정은 주로 단수의 보험계약을 구분관리하는 單獨運用

分離計定(Single-Customer Separate Account)와 복수의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合同運用 分離計定(Pooled Separate Accou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계약자(일반적으로 법인)별로 보험료를 분할관리해서 운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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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정으로 통상적으로 企業年金 등의 계약에서 대기업의 보험료를 기

업체별로 분할하여 단독운영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에 반해 合同運用 分

離計定은 각각의 분리계정과 관련되는 보험료를 합하여 관리 운용하는 계

정이다.

미국의 變額保險의 경우 분리계정은 투자대상에 따라 普通株計定, 公

募社債計定, 私募社債計定, 不動産計定, 短期投資計定 및 其他計定으로 구

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보통주계정(pooled common stock accounts)은 1970

년대 초에 주로 이용된 계정으로 團體退職年金商品의 주된 투자대상이었

으나 최근에는 變額年金商品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企業年金 分離計定 第1特約과 第2特約, 變額保險, 그리고

積立型損害保險7)에서 분리계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 상품중

에서도 厚生年金基金保險 특별계정 제1특약 및 제2특약, 新企業年金保險

특별계정에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있다.8)

이러한 분리계정의 收益還元方式, 資産評價方法, 運用形態를 일반계정

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이에 따르면 모든 자산을 合同

運用하는 一般計定과는 달리 分離計定에서는 특정의 보험계약 자산만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投資收益 還元은 변동적이나 계정에 직접적으로 귀

속되고 있다.

7) 동 상품은 부보된 危險이 발생하지 않아도 滿期에 還給金을 지급하는 保障性

과 貯蓄性이 혼합된 상품이다.

8 ) 厚生年金基金保險 特別計定 제1특약은 생명보험의 독자적인 운용방법을 확대

한 상품으로 合同運用 特別計定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2특약은 후생연금

기금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으로서 單獨運用 特別計定으로 운용되어 해당기금

의 특성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新企業年金保險 特別計定特約은

適格年金契約에 부가하는 특약으로서 合同運用 特別計定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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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一 般計定과 分離計 定의 資産運用 比較

구 분 일 반 계 정 분 리 계 정

수익환원 안정적, 간접적 귀속 매년 변동, 직접적 귀속

자산평가 보수주의 평가 시가평가

운용형태 모든 보험자산을 합동운용 특정보험계약자산을 운용

분리계정에 귀속되는 보험료의 형태는 대부분이 純保險料 方式을 채

택하고 있어 분리계정의 운용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되며 신

계약비, 수금비, 유지비 등의 附加保險料는 일반계정에서 운영된다.

분리계정에 의한 財務實績은 分離計定 年間 財務諸表에 공시되는데

분리계정의 투자활동, 분리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흐름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리계정자산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용 및 세금이

공시된다.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계정의 자산은 財務諸表

總資産項目 중의 하나로 표시되고, 負債計定에서는 분리계정 부채와 분리

계정이체액으로 나누어 표시된다.

<그림 Ⅱ -2 > 保險會 社의 一般計定 貸借 對照表

일반계정자산

일반계정 부채

분리계정 이체

분리계정 부채

분리계정자산 자 본 금

자 산 부 채 및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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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분리계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初期投資基金(seed money)

을 분리계정으로 일시에 대체한다. 이때 분리계정에서는 동 금액이 剩餘

金으로 계상되고 이후의 자금의 입출은 잉여금의 증감으로 공시되며, 순

보험료는 즉시 분리계정으로 이전된다.

또한 분리계정은 일반적으로 保險營業收益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는

死差損益과 費差損益은 일반계정에 반영되며, 투자비용과 투자관련세금은

投資損益에서 공제되고, 비용 및 세금공제후의 투자손익은 準備金의 증감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分離計定 財務諸表에 보험영업수익이 시현

되는 경우는 분리계정에 유치된 잉여금에 대한 수익에서 나타나거나 분

리계정에서 死亡 및 事業費 保障部分에 대한 비용을 일반계정으로 대체

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3. 우리나라의 分離計定制度

가. 現行 制度

우리나라는 현재 생 손보 모두 일반계정으로 統合處理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95년 保險業法 개정시에 다음의 <표 Ⅱ-3>에서와 같이 세제지

원 개인연금보험을 대상으로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였

다. 본래 분리계정의 도입대상은 財政經濟院長官이 별도로 정하는 종류

의 保險契約 으로 초안 입법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대상을 個人

年金貯蓄保險으로 한정하도록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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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 保險業法 上의 分離計定 關聯 條 項

조 항 내 용

제19조 2

(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① 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해당하는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이하 특별계정 )을 설정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

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同계정상의 계약자

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보험계약자 등

의 우선취득권)

②제1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기타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40조

(예탁재산에 대

한 우선변제권)

②제39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의 2

(상장주식의

평가)

①보험사업자는 상법 제341조 및 제45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과 기타계정별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주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

과 사용)

①보험사업자는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이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손 또는 매각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또

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 속하

는 고정자산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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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조의 2에 의하면 재경원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個

人年金保險9)에 대하여 特別計定10)을 설정, 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타계정과 구분하

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특별계정의 이익을 동 계정상의 계약자에게 분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上場株式의 評價와 관련하여 특별,

기타계정은 그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제96조의 2). 즉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1조(자산의 평가원칙) 및 제452조(자산

의 평가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時價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과 기타계정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이

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계정은 평균시가가 帳簿價額의 30%이상 초과할 때 시가평가

가 가능한 반면, 특별계정은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평균시가가 장부가액

을 초과할 때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固定資産의 평가

익 또는 매각익이 평가손 또는 매각손을 초과하는 경우와 상장주식의 평

가익의 합계액이 평가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準備

金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별계정

에 속하는 고정자산과 상장주식을 평가, 매각한 경우에는 未積立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제97조 ①항 단서). 그리고 보험업법 제39조 ②항과 제

40조 ②항에 의하면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계약자의

優先取得權 및 預託資産의 辨濟權을 인정하고 있다.

9) 個人年金의 세제혜택은 租稅減免規制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10) 特別計定은 1995년 보험업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分離計定이란 용어

대신에 日本에서와 같은 特別計定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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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分離計定의 運營 現況

生 損保會社에서는 현재 區分計理로 운영되는 일부종목이나 상품을 제

외하고는 모두 보험종목이나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일반계정으로 統合處

理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세제지원 개인연금보험은

生命保險 商品管理規程 제3-88조에 의해, 무배당보험은 會計規程 제35조

의 2에 의거하여 구분계리하도록 되어 있으며11)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위

험의 특성과 상품성격이 현저히 다른 세제지원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구분계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행하고 있다. 個人年金制度가 도입될 당시,

年金資産의 安定運用 및 향후 支給能力 確保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당국

은 개인연금자산을 여타 자산과 구분계리하고 個人年金 資産運用現況 및

損益事項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표 Ⅱ-4>에서와 같은 區分計理基準이 적용되고 있다.

<표 Ⅱ -4 > 生命保險 個 人年金保險 區分 計理基準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정의
개인연금보험자산의 운용현황과 손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 다른 보험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

대상범위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그 준비금에 해당

하는 자산

자산운용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의거 운용된 것으로 봄

운용실적
개인연금보험의 형태별 금액 = 회사의 자산운용형태별금액

× (개인연금보험 책임준비금 / 회사의 전체 책임준비금)

자료 :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

11) 會計規程 제35조의 2에 따르면 無配當保險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損益은

配當保險 販賣로 인한 損益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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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엄격한 分離計定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

으나, 현재에는 그 中間段階로서 <표 Ⅱ-5>와 <표 Ⅱ-6>에서와 같은 區分

計理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표 Ⅱ -5> 個 人年金損害保 險 區分計理基準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적용범위 보험료중 적립순보험료와 연금책임준비금 및 그 운용수익

운용허용자산
현금, 예금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상장주식

연금책임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금투자수익의

계산

운용허용자산별 연금투자수익 = 운용허용자산별 연금투자자

산 (1 + 운용허용자산별 투자수익률)n / 12 - 운용허용자산별

연금투자자산

연금투자자산의

계산

연금투자자산 = (2 * 전기말투자가능 연금자산 + 당기발생

연금투자액) 2

연금투자자산의

배분

운용허용자산별 연금투자자산= 연금투자자산 총액 * 배분율

배분기준율 * 90% ≤ 배분율 ≤ 배분기준율 * 110%
배분기준율 = (회사전체 해당 운용허용 평균자산 회사전

체 운용허용 평균자산 합계액)

투자가능

연금자산

당기말투자가능연금자산 = 전기말 투자가능연금자산 + 당기

발생연금투자액 + 당기연금투자수익 - 일반계정 이입액

당기발생

연금투자액

연금투자액 = 당기수입연금보험료중 당기가용적립순보험료

- 당기지급 연금환급금

연금

대차대조표

연금자산을 운용허용자산별로 구분표시

연금부채 및 자본은 연금책임준비금과 당기말 미처리결손금

으로 구분표시

연금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경과보험료－(연금환급금 및 보험료적립금 증

가액＋계약자배당금 증가액＋일반계정 이입액)＋연금투자

수익

보고시기 매사업년도말 2월이내

자료 : 세제지원 개인연금손해보험 운영요강

xvi



<표 Ⅱ -6> 個人年金損害 保險 剩餘金 處理 및 契約 者配當基準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계약자배당

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전

잉여금

계약자배당전잉여금 = 경과적립순보험료 - 연금환급금 및

보험료적립금 증가액 + 투자수익

계약자배당후

잉여금
계약자잉여금 - 당해연도 이자율차배당소요액

배당후

잉여금의 적립

계약자배당이익준비금 적립후 k율 상향조정 재원으로 사용

가능

계약자배당범위
이자율차배당

2년이상 유지된 유효보험계약

이자율차배당

기준
직전년도말 해지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이자율차배당율

이자율차배당

준비금의 적립

당기이자율차배당준비금 = 당해사업년도말 현재 유효한 보

험계약의 직전보험년도말 해지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당해사업년도에 적용할 이자율차배당율 * (1- 예정계약소

멸율)
예정계약소멸율 = 직전사업년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

업년도중 소멸계약 및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실효계약의

건수합 직전사업년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

자료 : 세제지원 개인연금손해보험 운영요강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손보사의 총자산을 총괄적으

로 운영한 후 個人年金資産의 收益率만을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契約者配

當 財源을 산출하기 위한 損益管理制度로서 積立資産에 대해서만 구분계

리를 실시하며, 利差配當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구분계리의 적용범위는 보험료 중 純保險料와 年金責任準備金 및 그 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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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收益에 한하며 危險保險料, 附加保險料 및 그에 상응하는 損害額과 實

際事業費는 제외하고 있다. 연금책임준비금은 保險料積立金, 未經過保險

料積立金 및 契約者配當準備金으로 세분되며, 年金資産은 현예금, 금전신

탁, 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및 상장주식으로 운용되고, 資産別 配

分率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율 10%로 제한적인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전체자산에서 개인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부문만을 분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損害保險의 경우에는 미흡

하나마 개인연금자산에 대해서 安定性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收益性 提高

를 위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그 導入目的의 충족에는 상

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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