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主要國의 分離計定 運營現況과 規制制度

1. 美國

가. 導入背景

미국에서 分離計定이 도입된 계기는 1952년에 대학이나 연구단체직원

에게 退職年金과 生命保險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 대학교교원연

금공제조합(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of America :

TIAA)이 자회사인 대학교직원연금기금(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 :

CREF)을 설립하여 年金保險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CREF를

설립한 목적은 제2차 대전후의 지속적인 物價上昇에 수반한 연금급여의

實質價値 下落에 대응하기 위하여 普通株에 대한 투자를 행하기 위해서

였다.

州政府차원에서 분리계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1953년

뉴저지주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變額年金 도입을 위하여 立法化를 주장한

Prudential사의 주장에 근거하여 분리계정의 설치와 변액연금의 판매를 인

정하는 법안이 1955년에 뉴저지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 결과 1959년 뉴

저지주와 코네티컷을 포함한 몇몇 주에서 分離計定의 設置와 變額年金의

판매를 인정하는 법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반 생명보험

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분리계정의 설정에 의하여 變額保險 分野로

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2)

12) 分離計定의 實施와 관련된 초기에 생명보험회사는 ①주보험법(State Insurance

Law) ② 연방세법(Federal Tax Law) ③ 연방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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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시기에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최초로 資本所得稅를 부과하

는 내용의 生命保險會社 所得稅法이 제정되었고, 최고재판소에서 증권거

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와 VALIC(Variable

Annuity Life Insurance Co.)간의 소송에 대해 변액연금계약은 聯邦證券法

에 근거하여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13) 이에 따라 변액연

금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SEC에의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1960년에 캘리포니아주, 매사츄세추주, 일리노이주, 펜실바니아주

에서 분리계정 설정에 대한 州保險業法이 개정되었고, 가장 보수적인 뉴

욕주에서도 變額年金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부연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헤지에 대한 消費者의 니드

를 충족하기 위해 變額年金 保險商品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동 상품의 개

발은 분리계정의 설정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運營現況

극히 일부 州에서만 허용되었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1962년 말

까지 分離計定 資産은 천만달러 미만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1976년 말에

는 16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미국 전체 생보자산의 5%를 차지하였다. 동

시기에는 분리계정과 관련된 계약이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

에서 120개 이상의 회사에 의해 판매되었다.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 초의 高物價 高金利에 따른 大規模 資金離脫

같은 3가지 주요한 政府規制에 직면해야만 하였다.

13)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Variable Annuity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359 U.S. 6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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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intermediation)14)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단기증권이나 CP

등 고이율의 短期金融商品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金

利選好意識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1994년말 현재 분리계정

자산은 총 3,506억 달러로 生保 總 容認資産(admitted assets)15)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분리계정자산의 증가율은 변동폭이 심하지만 매년 증가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 -1> 分離計定 資 産의 年度別 實績推 移

(단위 : 천달러, %)

연도 총용인자산 총분리계정자산 증가율 비중

1984 721,246,257 69,647,839 2.7 9.7

1985 823,632,477 88,244,461 26.7 10.7

1986 931,278,306 101,989,096 15.6 11.0

1987 1,033,397,657 110,860,112 8.7 10.7

1988 1,157,258,355 124,337,154 12.2 10.7

1989 1,284,087,317 146,230,581 17.6 11.4

1990 1,390,544,571 159,851,582 9.3 11.5

1991 1,503,704,499 204,615,912 28.0 13.6

1992 1,622,375,714 240,009,613 17.3 14.8

1993 1,802,300,877 312,504,587 30.2 17.3

1994 1,924,343,506 350,563,008 12.2 18.2

자료 : A.M.Best Company, 『Best's Aggregates & Averages』, 1995

14)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험회사의 豫定金利와 市中金利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생보사로부터 타금융기관으로의 大量의 資金이 流出되

었던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업계는 金利敏感型商品을

開發하여 이에 대응한 바 있다.

15) 容認資産은 總資産에서 營業權 등 無形資産과 先給 또는 移延費用 등을 제

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운용 규제에 대한 比率限度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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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분리계정은 각각의 투자방침이 결정되어 그 운용방침에

따라 주된 투자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분리계정 펀

드는 成長性과 安定性, 短期 및 長期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變額保險의 경우 투자대상에 따라 보통주계정, 공

모사채계정, 사모사채계정, 부동산계정, 및 기타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

고 있다. 분리계정의 資産運用形態를 보면 초창기에는 거의 株式爲主로

운용되어 1967년에는 주식이 88.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

현재는 주식이 5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 -2 > 分離計定 및 一 般計定의 資産 構成 (1994년 )

(단위 : 십만달러, %)

항 목 일반계정자산(비율) 분리계정자산(비율) 합 계

국 공 채 350,483(22.0) 45,097(12.9) 395,580

채 권 739,126(46.4) 51,433(16.7) 790,559

주 식
- 보통주

78,519(4.9) 203,297(58.1) 281,816

저당대출 210,885(13.3) 4,447(1.3) 215,332

부 동 산 42,124(2.7) 11,689(3.3) 53,813

약관대출 84,659(5.3) 840(0.2) 85,499

현 금 4,979(0.3) 667(0.1) 5,646

기 타 81,353(5.1) 32,675(9.3) 114,028

합 계 1,592,128(100.0) 350,145(100.0) 1,942,273

자료 :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Fact Boo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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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規制制度

1) 資産運用 規制

뉴욕주 보험법은 분리계정의 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規制條項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분리계정자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자산의 投

資關聯種目制限, 投資金額限度, 其他 條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두번째

로 분리계정내의 투자액은 일반계정 투자액 한도를 결정짓는 容認資産額

에서 제외한다. 세번째로 분리계정을 설치한 생명보험회사의 子會社 및

關聯會社가 발행한 株式, 社債 등을 당해 생명보험회사의 분리계정에서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네번째는 리스크 헤지거래로서 외국채권 매매에

따른 換率變動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外國通貨의 先物去來, 공사채

의 가격변동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金融先物去來, 옵션거래 등을

허용한다. 한편 자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분리계정자산은 평가일에 市場

價格으로 평가하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계약자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分離計定 會 計報告 및 公示制度

분리계정의 운영을 위하여는 分離計定 營業計劃書(plans of operation)

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한다. 영업계획서에는 투자정책, 분리계정 참

여계약자의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리계정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적어도 1년에 한번 분리계정 계약자에게 分離計定 投資內譯

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특히 變額保險 및 變額年金契約은 계

약특성에 적합한 猶豫期間, 復活 및 非沒收(nonforfeiture)條項을 제시하여

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계정에 대해 非常危險準備金의 설치가 요

xxiii



구된다. 分離計定 財務諸表는 분리계정의 투자활동과 분리계정과 일반계

정간의 자금흐름을 주대상으로 하고 분리계정 자산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용 및 세금이 공시된다.

2. 日本

가. 導入背景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분리계정의 도입 이전에 다음과 같은 環境變化

및 內的인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 金利自由化가 진전되면서 소비자의 金利選好意識이 고조되었고

재테크 붐의 전개로 소비자의 商品選擇能力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高收益 高危險 니드에 부응하기 위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둘째, 高

齡化의 진전에 따라 終身保險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실질가치가 유지

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老後生活資金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드가 증가하였다. 세번째, 기업의 資金需要가 감소하고 자금조달의 直

接金融化, 有價證券市場의 확대, 정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중심축이 貸出에서 有價證券 중심으로16) 이동하였으며, 이와 같은 유가증

권 투자의 급증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단기투자의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분리계정이 도입된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Equitable

사가 變額保險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일본에 진출하고자 ' 85∼ 86년에 大

藏省에 강력히 요망하였고, 이러한 시장개방의 요구에 따라 분리계정에

16) 增加資産의 투자배분은 貸出의 경우 1980년에 63%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30%, 1985년에는 16%로 계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有價證券의 경우는 1980년

에 27%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39%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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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액보험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변화로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68년 12월 證券去來

審議會 答申에서 단순히 증권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投

資信託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그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이듬해에는 생명보험협

회에서 會社型投資信託硏究會 작업반을 설치하였고, 1971년 11월에 歐

美의 변액보험 조사보고서인 Equity보험 을 공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생보사가 직접적으로 투자신탁에 진출하기 보다는 구미 각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變額保險, 變額年金의 도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保險審議會는 1972년 6월 保險商品 및 生保資産運用 에

관한 답신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변액보험의 판매를 가능케하기 위한 분

리계정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소정의 법제조치를 강구하는 등 체제를 정

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보험심의회의 國際化 進

展 등에 따른 法制上의 問題點에 대하여 라는 답신을 통해 新保險商品(무

배당보험, 변액보험)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계약자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행의 보험업법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므로 우선은 현행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상의 특별한 조치

를 강구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험을 판매하여도 특별한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답신하였다.

이와 같이 도입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생명보험회사들은 1973

년에 分離計定을 이용한 保險商品을 취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5년 5월 보험심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한 生命保險事業의 發展方向 이라는 답신에서 분리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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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검토되었고, 동년 7월 생명보험협회는 각국의 분리계정 실태를 조사

한 歐美 各國의 生命保險金融業務 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로 1986년 6월 마침내 Equitable 생명보험회사의 內認可以後 13개사에서

분리계정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90년 10월에는

각 생명보험회사에서 一時納 有期變額保險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일본에서의 분리계정 설정근거는 保險業法 施行規則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2년 6월 새로운 보험사업의 방향 이라는 보험심의회 답신

이 大藏大臣에 제출된 이후, 약 2년간에 걸친 保險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1994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에 特別計定의 설정근거가 신설되었다.

<표 Ⅲ -3 > 日本의 新保 險業法중 特別計 定 關聯 條項

조 항 내 용

특별계정

(제118조)

1. 보험회사는 대장성령에 정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당해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대응하는 재산

을 기타재산과 구별하여 경리하기 위한 특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 )을 설치할 수 있다.
2. 보험회사는 대장성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의 경우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① 특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리된 재산을 특별계정

이외의 계정 또는 타의 특별계정에 대체하는 것.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리된 재산 이외의 재산

을 특별계정에 대체하는 것.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평가

(제119조)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리된 재산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및 증권거래법 제76조(장
외매매 유가증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장외매매 유가

증권에 대하여 상법 제285조의 5(사채 기타 채권의 평가)
및 제285조의 6(주식 기타 출자의 평가)(이러한 규정을 제

5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가를 기입할 수 있다.

자료 : 보험개발원, 『일본 신보험업법』, 199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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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運營現況

1) 分離計定 導 入 및 運營現況

일본의 생명보험에서는 1986년 個人變額保險을 발매하면서 분리계정

을 도입하였고, 공적연금인 厚生年金 및 國民年金의 적립금 일부를 變額

年金福祉事業團保險으로 1988년에 발매하였다. 당시에는 企業年金은 분리

계정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1989년 3월 법률개정으로 厚生年金基

金과 適格年金에 대해 분리계정 운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1990년 4월부터 분리계정으로 운용하는 新企業年金을 발매하기 시작하였

다. 손해보험에서는 1986년부터 積立型商品을 대상으로 분리계정을 설정

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표 Ⅲ -4> 日 本의 一般計定과 特 別計定 運營比較

구분 일반계정

특별계정

생명보험 손해보험

후생연금기금
제1특약 및
신기업연금

후생연금기금
제2특약

변액보험 적립형보험

운용
형태

합동운용 합동운용 단독운용
합동운용 (각사
별로 단일의 특
별계정 설정)

합동운용 (각사
별로 단일의 특
별계정 설정)

운용
대상
자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
금의 전부 또
는 일부

보험료
(총자산의 1/3
한도)

보험료
(보험금
준비부분)

보험료

운용
수익

예정이율
+배당

실현손익 등
이 각 계약에
직접 귀속

실현손익 등
이 각 계약에
직접 귀속

예정이율
+투자수익

예정이율
+배당

주요
자산
운용
규제

주식 30%이하,
외국유가증권
30%이하, 외화
표시자산 30%
이하

주식30%이하
외국유가증권
30%이하,
외화표시자산
30%이하

주식50%이하
외화표시자산
50%이하

동일회사의 사
채, 주식은 분
리계정의 10%
이하

주식 운용금지
또는 종목에 따
라 10%이하,
대출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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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特別計定 資産은 10년이 경과하였지만 <표 Ⅲ-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994년도말 현재 1조 6,145억엔으로 개인보험 전체자산의 1%에

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창기의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株式市場의 沈滯 등으로 인한 金融型商品의 판매 부진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계정자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주식이

37.0%, 공사채 29.7%, 외국유가증권이 9.9%로 유가증권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 -5 > 特別計定資 産 殘高 年度別 推移

(단위: 억엔,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예금 4,853 21.9 2,578 12.7 2,355 12.3 2,323 14.4

유가증권 15,152 70.1 15,227 75.2 15,501 81.1 12,689 78.6

주식

회사채

외국유가증권

7,476
4,152
3,657

33.7
18.7
16.5

6,189
5,888
2,935

30.6
29.1
14.5

6,982
5,429
2,787

36.5
28.4
14.6

5,976
4,788
1,604

37.0
29.7
9.9

기타 1,775 8.0 2,435 12.0 1,249 6.5 1,132 7.0

합계 22,180 100.0 20,240 100.0 19,105 100.0 16,145 100.0

자료 :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생명보험 Fact Book』, 1995

2) 商品別 現況

가) 變額保險

분리계정을 통한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終身型과 有期型이 판매되고

있다. 終身刑 保險은 계약후 종신에 걸쳐 보장되며, 死亡, 高度障害 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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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은 분리계정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월 증감하며 基本保險金額이 최

저 보증된다.

나) 企業年金

기업연금 상품중에서도 厚生年金基金保險 特別計定 제1특약 및 제2특

약, 新企業年金保險 特別計定에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있다.

厚生年金基金保險 特別計定 제1특약은 생명보험의 독자적인 운용방법

을 확대한 상품으로, 운용규제는 종래와 같이 일반계정에서의 규제가 그

대로 적용되며 모든 厚生年金基金에서 채택할 수 있다. 운용방법은 合同

運用特別計定으로서 規模의 經濟 效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리스크도 비

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厚生年金基金保險 特別計定 제2특약은 厚生年金基金保險에 부가하는

특약으로서 厚生年金保險法의 개정에 따른 운용방법 확대에 대응하기 위

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單獨運用 特別計定으로 운용되며 자산의 구성비

율을 해당기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新企業年金保險 特別計定特約은 기업연금보험의 하나인 適格年金契約

에 부가하는 특약으로서 현행 기업연금보험에 부가하는 경우에는 新企業

年金으로 변경해서 부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특약은 合同運用 特別計定

으로 운용되며 당분간은 가입자수 100인 이상의 脫退率을 사용하는 계약

에 한정하고 있다.

다) 損害保險 積立型保險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분리계정은 生命保險會社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日本에서는 損害保險의 積立型商品에 대해 분리계정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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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적립형보험의 자산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을 안정되

고 유리하게 운용하여 적정타당한 契約者配當을 실현함으로써 계약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積立型保險 資産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기 위한 논의가 제기되고 1986년에는 보험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다.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부터 발매된 積立型 基本特約附商

品에 대하여 분리계정 제1호가 설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재형적격상품의

발매와 함께 분리계정 제2호가 설정되었다. 그후 여러 적립형 상품에 분

리계정이 설정되어 현재 10여개 종목을 상회하고 있다.

<표 Ⅲ -6> 日 本 損害保險 積立型 商品의 特別計定

구분
설치
년도

상품명 예정이율 보험기간 운용대상

1호 ' 86.11
적립상해
적립생활종합
적립여성

3.0% 3-20년 주식운용불가

2호 ' 88.4 재형(적립상해) 주식운용불가

3호 '90.11
적립개호
적립실년장기

3.0%
通期保證

종신
10-20년

주식운용가능
적립실년장기를
'92.4월 통합

4호 '90.7

적립안심생활 3년→3.0% 3-6년 일시납전용

적립이끼이끼생활 3-6년 주식운용불가

적립시아시아가정 5년→3.4% 3--5년 고정금리운용주체

5호 '92.11 연금불적립상해
3 . 7 5 %

通期保證
5-50년 -

6호 - 스꼬야까미래적립 2.75%, 2-10년 -

합동
운용

-
'92.3월이전
시기의 長總등

- -
'92.4이후 인수계
약 1호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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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規制制度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保險業法 施行規則에 의하여, 事業方法書에 분리

계정을 설정하는 保險의 種類 및 분리계정으로 보유하는 資産과 그 자산

의 評價方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방법서의 변경을 통하여

變額保險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정관개정

에 의하여 分離計定을 이용한 保險商品을 취급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 따라서 변액보험 및 분리계정의 설치운용은 保險業法 施行規則

에 의거하고 있으며 證券去來法, 投資信託業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계정자산을 대상으로 한 運用規制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總額規制(총자산에 대한 비율규제)가 있으나 분

리계정자산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총액규제

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變額保險의 경우에는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外貨表示財産을 일반계정과 합하여 30%이하로 규제하고 특정회사에 대

한 集中投資를 피하기 위한 규제 이외에는 특별한 限度規制는 없다.

신기업연금보험 특별계정특약과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1특약

은 合同運用에 의한 資産運用方式을 채택하여 일반계정과 마찬가지로 국

내외 유가증권, 대출, 현예금, 콜론 등을 대상으로 하며 規制限度도 일반

계정에서의 한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2특약은 厚生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하

며17) 제1특약과는 달리 인수금융기관과 기금에 대해 새로운 운용규제가

17) 認可要件은 基金令 제3조 2에 따라 ① 기금설립후 8년이 경과할 것 ② 운용

집행이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 ③ 기금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을 것이

라는 要件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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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다. 우선 기금별로 安定性이 높은 國債, 地方債, 政府保證債

등 자산에 50%이상, 株式과 外貨表示債券에는 30%이하, 不動産에는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生保, 信託銀行, 投資顧問會社 등에 대해서는 안

정성이 높은 자산은 50%이상, 주식 50%이하 그리고 외화표시자산 50%이

하로 규제되고 資産構成比率은 基金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분리계정에 대한 투자규제는 일반계정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資産運用의 分散投資와 관련해서는 <표 Ⅲ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一會社의 사채 주식의 보유, 同一人에 대한

대출, 同一金融機關에 대한 예 저금, 同一信託會社에 대한 신탁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규제되고 있다.

<표 Ⅲ -7 > 分離計定 資産 의 分散投資 規制

구 분 규 제 내 용 비 고

동일회사의 사채 및 주식보유 분리계정자산의 10%이내

전체합산후
분리계정
자산의 10%
이내

동일회사의 사채 및 주식담보 대출 분리계정자산의 10%이내

동일인에 대한 대출 분리계정자산의 3%이내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저금 분리계정자산의 10%이내

동일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 분리계정자산의 10%이내

임의운용한도 분리계정자산의 10%이내

자료 : 대장성 은행국 통달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이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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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英國

英國에는 법령상 分離計定에 대한 규정은 없고 變額保險과 기타 보험

을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품의 성격상 편의적으로 분리

하여 운용하고 있다.

가. 根據法

英國은 종전에 생 손보 겸영국이었으므로 生 損保 兼營會社가 2종류

이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사업종목마다 자산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分離計定方式은 일찍부터 정

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보험종목간의 분리계정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變額保險과 定額保險을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현

실적으로는 변액보험의 상품성격상 편의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變額保險事業은 生命保險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은 1982년 保險會社法으로서 투자신탁업법, 증

권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82년 보험회사법 제78조 (1)에서는

支給保險金이 변동하는 生命保險契約(linked long term policies)을 보통생

명보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資産運用規制

분리계정을 통한 變額保險은 契約準備金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그 운용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는 ① 特定 種類의 투자를 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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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②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도 그 負債額을 하회하지 않는 금액의 자산

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③ 본국 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의무

로 되어 있는 자산은 通商産業部가 인정하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보관될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상의 3가지 사항 이외에 資産의 運用對象, 投資比率, 投資政策 등에

대한 제한이 보험업법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1982년 보험회사

법 제78조 2(a)에서는 變額保險契約의 資産運用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종류 또는 재산가액의 지수에 관하여 제한 규정

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情報公示

保險者에 대해서 保險金額에 관한 보고를 보험자에게 통지서 송부, 통

상산업부장관, 회사등록관, 북아일랜드의 회사등록관 또는 양 등록관에게

報告書의 提出 또는 新聞廣告의 方法에 의하든 기타 방법에 의하든 그

방법에 관계없이 소정의 방법 및 소정의 횟수 및 간격으로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1982년 보험회사법 제78조(2)(d)).

Unit Linked 長期保險契約, 普通長期保險契約에 관한 법정통지서는 별

표 11(법정통지서내용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정액급부금, 변동 급부금, 보

험료 납입정지, 해약, 상세정보, 거래중지권 등의 기재가 정해져 있다)에

서 정하는 내용 및 양식에 따라야 한다(1981년 보험회사규칙 70조(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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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其他 國家

가. 獨逸

獨逸에서는 1969년부터 分離計定을 사용한 生命保險商品인 Fund Link

라는 變額商品이 발매되었다. 본 상품은 일반상품에 대한 資産運用規制가

배제되고, 1969년 8월 1일 공포한 연방보험감독청의 통달「株式 및 投資

信託受益證券取得을 위한 규칙」에 의한 것이다.

동 상품은 감독관청에 의해 허가된 事業方法書에 근거하여, 투자회사

의 特別財産의 持分 또는 투자회사의 특별재산으로 인정된 投資對象(현

금제외)에 의한 급부를 규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위해 설치

된 責任準備金資産의 독립된 부분(분리계정)을 사업방법서에서 규정한 투

자대상에 투자하여야 한다. 分離計定資産은 제54a조의 운용제한의 적용제

외가 되며, 이 경우에는 投資會社法(Gesetzuber Kapitalanlagesellschaften)의

규정이 적용된다(제54b조). 자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保險監督法上 規制

가 없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은 분리계정 자산은 보험사에서

는 관리할 수 없어 全額 投資會社에서 委託運營되며, 이 경우 투자회사법

에 의한 별도의 자산운용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현재 變額保險을 대상으로 분리계정이 적용되고 있고,

분리계정에 관한 투자운용상의 제한은 없으며 투자운용대상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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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券 및 不動産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금액이 기준증권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變額生命保險契約의 責任

準備金은 이 기준증권의 구성 및 당해 구성비율에 참가하는 투자에 따라

貸借對照表 資産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들 투자는 R332-3조(被規制 債務

負擔에의 자산충당시 제한) 및 R332-3-1조(被規制 債務負擔에의 자산충당

시 分散原則) 소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R332-5조).

자산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R332-19조(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의 低

價法 原則) 및 R332-20조(充當資産의 評價方法)의 자산평가규정을 적용하

지 않고, 결산일 현재의 가격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R332-5조).

다. 캐나다

캐나다에서의 분리계정 적용대상은 變額保險, 年金 등이며, 분리계정

자산의 90%이상은 自國 內에만 투자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제451조

에 따라 보유되는 분리계정 자산에 대하여는 投資關聯規制18)가 적용되지

않는다. 生命保險은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뿐만 아니라 상해 및 질병 보

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두 분야를 구분한 장부의 작성, 관리가 보험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無配當商品이 판매될 경우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종목은 또 다시 세분하여 配當附商品, 無配當附商品 및 株主計定

(shareholders' interests)으로 분류, 처리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변액보험과

같은 분리계정상품(segregated fund policies)이 판매될 경우 분리계정이 설

18) 제9장「투자」에는 定義 및 適用範圍, 투자의 一般的 制限, 子會社 및 持分

權投資, 例外 및 除外, 投資限度, 생명보험회사의 商業貸付, 不動産投資, 지분

권 투자, 부동산 또는 지분권 투자의 限度, 기타 旣得權 등의 規制內容을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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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다.

특정자산의 그룹으로 구성되는 基金이 市場價値에 따라 변동하는 경

우 회사는 상기 보험계약 또는 금전에 대하여 分離計定을 설정하고, 기타

자산과 분리,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 하나 이상의 기금을 설정하고 유지

하여야 한다(제451조).

5. 各國의 分離計定制度와 그 示唆點

歐美 各國에서는 保險産業의 競爭力 强化 및 資産運用의 效率性 提高

를 위하여 분리계정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분리계정이 적용되

는 보험종목이나 보험상품은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의 국가에서 變額保險과 같은 實績配當型商品과 年金 등에 대해 분리계

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분리계정을 인정한 이후 현재 企業年金, 變額保險 및

變額年金에 대해 분리계정이 중점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에서는 新企業年金, 厚生年金保險, 變額保險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損害保險의 積立型保險에서

도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생보사가 生命保險 및 年金 뿐만 아니라 傷害 및

疾病 保險商品을 판매할 경우에도 두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분리계정의 설

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實績配當型商品이나

企業年金保險 등에 대해서는 분리계정 제도를 통하여 리스크의 특성에

따라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상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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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계정에 대한 法的規制에 대한 문제는 특히 변액보험을 위한 분리

계정을 保險으로 인식하는가 또는 證券의 일종으로 간주하는가에 대한

차이에 연유하고 있다.19) 이러한 차이에 따라 분리계정에 대한 감독규제

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보험당국의 규제를 받고 증권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일본의 형태와 미국의 경우와 같이 證券去來委

員會(SEC)의 규제를 받으며, 생명보험회사는 분리계정증권(변액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SEC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미국의 형태가 있다.

이와 같이 연금이나 일반보험상품과는 달리 實績配當附商品의 경우에

는 보험감독법상의 규제를 받는 경우와 保險監督法 및 投資會社法에 의

한 二重規制를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분리계정 설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실적배당형상품을

도입하는 경우 證券投資信託業法상의 類似信託의 禁止條項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당국에서 은행과 투

19) 保險監督法과 投資會社法에 의하여 二重 規制를 적용받는 형태는 보험감독

법상 一般計定과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分離計定에 별도의 규

제가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英國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變額保險은 법률상「보험」

으로 인정되고 그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일반계정과 구별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자산운용에 있어서 보험사가 投資信託子會社 設立에 의하는 경우나

보험회사 이외의 投資會社를 이용하는 경우는 투자회사법상 운용규제의 적

용을 받는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變額保險의 責任準備金 運用은 자사내

에 分離計定을 설정하지 않고 생보회사가 속한 그룹내의 투자회사나 은행에

의하여 운용되어 생보회사가 직접 운용에는 관여치 않고 있다.

獨逸의 펀드링크 변액보험은 법적으로는「보험」으로 인정되어, 變額保險에

관한 모든 규제는 保險監督法에 의하여 적용되나 準備金 運用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법 이외에 투자회사법상의 운용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美國에서는 생보사의 Mutual Fund 업무가 오래전부터 허용되어 오고 있는데

Mutual Fund는 보험이 아니라 投資信託商品이므로 보험감독법상의 운용규제

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법상의 규제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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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탁의 從退保險市場 進出과 관련하여 생보사에 實績配當附商品의 판

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점을 감안할 때 분리계정을 통한 실적배

당부상품의 법적 규제문제도 一元化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資産運用規制의 측면에서는 다음의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계정 자산에서는 일반자산계정과는 달리 總量規制가 없으며, 다만 일

부 국가에서만 극히 부분적인 규제를 취하고 있다.

<표 Ⅲ -8> 主要國 家의 分離計定 運營 現況

국가 적용대상 운용규제

미국
변액보험, 정액
및 변액연금,
기업연금 등

계약상 허용되어 있는 투자대상에도 투자가능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회사등의 유가증권투자
는 금지. 운용규제에서 당해자산은 제외 (4240
조).

캐나다 변액보험, 연금등

분리계정기금은 새로운 합리적이고 신중한 투
자기준에 따름. 운용규제에서 당해자산은 제
외됨(보험회사법 491조). 분리계정자산의 90%
이상을 국내투자에 한정.

영국 변액보험 등 없음 (보험회사법 78조(2)(a)).

독일 변액보험

사업방법서에 정해진 투자대상에 투자해야함.
또한 분리계정재산은 일반적인 운용제한의 적
용에서 제외되므로 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음
(54b조).

프랑스 변액보험 획일적인 운용규제의 적용에서 제외(R332-5조)

일본

개인변액보험,
신기업연금,
후생연금보험
손보적립형상품

개인변액 : 동일인투자한도 제한
기업연금 : 일반계정과 동일 규제
후생연금 : 동일인투자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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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뉴욕주 보험법 제4240조에 의하면 일반계정자산에서의 규제와

관계없이 分離計定資産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

으로 규제가 거의 없고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운 투자

도 가능하다. 다만 子會社 또는 系列社의 株式 또는 債券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영국의 경우 분리계정자산에 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따라서 분리계정자산 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獨逸에서의 분리계정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색을 가진다. 즉, 보험

사는 분리계정자산을 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액 投資會社에 위탁운

영해야 하고, 投資會社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日本의 경우 일반계

정자산과는 달리 總量規制가 없고 규제가 약한 실정이며, 同一人 投資限

度 制限과 같이 부분적인 규제만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종목간 분리계정을 설치하는 목적을 감안하

여 자산운용 규제의 적용에 있어 彈力性과 伸縮性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이다. 특히 實績配當型商品의 경우에는 商品競爭力과 收益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필

요가 있다. 반면 個人年金保險이나 企業年金에 대해서는 분리계정의 설정

목적이 老後所得保障을 위한 것이므로 安定性 確保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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