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分離計定制度의 導入與件

1. 導入 必要性

최근 급속한 保險市場의 開放 및 단계적인 價格自由化가 추진됨에 따

라 보험사들간에는 價格競爭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보험

사의 競爭力을 제고하고 效率的인 經營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보

험종목별 危險의 特性과 保險期間에 따른 損益管理와 投資管理가 요구되

고 있다. 더구나 국내외 보험회사 및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外形成長爲主의 販賣政策에서 벗

어나 收益性을 중시하는 損益管理體制 爲主의 經營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해당보험종목의 營業損益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

정한 가격을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별로 比較優位가 있는 보험종목에 特

化하도록 하는 長期經營戰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保險種目間 計定의 分

離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손해보험분야에서 특히 시급한 과제

로 부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서 현행 일반계정은 보험종목 또는 상품간에 자산을

統合管理함으로써 상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리스크의 관리가 곤란하고, 계

약자간에 獨立性과 公平性을 저해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金利連

動型商品, 配當附商品 및 無配當商品의 경우 명확한 분리기준이 없어 자

산운용의 效率性 提高와 商品貢獻度에 따른 이익의 환원이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리스크의 차이가 현저한

개인연금보험 등 長期性保險에 대해 계정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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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의 遮斷과 年金資産의 安定性 確保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우기 금리

자유화 진전으로 고객의 金利選好意識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타금융권

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高金利 高收益商品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분리계정을 통한 新保險商品의 導入은 필수적인 요

건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 95년도에 보험업법을 개

정하여 稅制支援 個人年金保險에 대해 분리계정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명시하고, 최근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하여 實績配當附商品의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생 손보의 각 부문별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한 후, 분리계정의 導入妥當性과 導入與件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部門別 運營現況과 問題點

가. 生命保險

생보사의 經營成果는 각 보험종류별 配當前損益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손익분석은 생보사의 경영성과인 剩餘金의 變動內容을

파악하고, 契約者配當과 保險料水準의 適正性 檢討 등을 위한 목적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인보험의 金利連動型商品, 無配當商品, 個

人年金保險을 대상으로 하여 配當前損益 現況을 분석하고, 분리계정이 실

시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계정간 利益補塡의 가능성과 보험사의 經營

收支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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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金利連動 型 商品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은 배당부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되고

배당부상품은 豫定利率이 고정되어 있는 一般配當附保險과 예정이율이

實質金利와 연동되어 있는 金利連動型商品, 그리고 範圍利率體系로 운영

되는 個人年金保險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당부보험은 保險期間의

구분없이 일정한 예정이율 7.5%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 87년 6월 定期

預金利率이 10%일때 金利差保障率20) 2%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정이율

이 정기예금이율이 되도록 책정한 것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생보업계의 主力商品으로서 定期預金利率 連動商

品과 約款貸出利率 連動商品으로 구분된다. 정기예금이율 연동상품으로는

老後福祉年金保險, 職場人貯蓄保險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상품은 (정기

예금이율＋2%)로 운용되고, 老後積立年金保險은 정기예금이율×125%로

운영되고 있다. 約款貸出利率 連動商品으로는 새가정복지보험과 직장인자

유설계보험이 대표적이며 (약관대출이율－1%)로 운용된다. 이와 같이 동

상품들은 市中金利와 연동되는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시장금

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經營收支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Y'95 收入保險料 構成比를 살

펴보면, 개인보험이 77.9%, 단체보험이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보

험전체 중에서 노후복지연금보험은 34.3%, 새가정복지보험은 9.7%를 차

지하여 개인보험 전체의 58%를 구성하고 있다.

20) 金利差保障金은 보험상품의 豫定利率과 1년만기 定期預金利率과의 차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지급액은 전보험년도말 解約還給金에 金利差保障率을

곱한 금액이다. 단, 금리차보장율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서 0.5%

를 차감한 金利(종신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정기예금＋0.5%)와 豫定利率

과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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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FY'95 生 命保險商品別 收 入保險料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기 존 사 신 설 사 전 생 보 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인

보

험

노후복지 88,346 34.2 32,659 34.4 121,005 34.3

새가정복지 27,813 10.8 10,435 11.0 34,248 9.7

배당부상품 84,461 32.7 19,268 20.3 103,729 29.4

무배당보험 8,833 3.4 3,122 3.3 11,955 3.4

계 209,453 81.1 65,484 69.1 274,937 77.9

종업원퇴직 32,397 12.6 23,345 24.6 55.742 15.8

일반단체 16,216 6.3 5,986 6.3 22,202 6.3

총 계 258,066 100.0 94,815 100.0 352,881 100.0

자료 :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상기의 표를 토대로 금리연동형상품에서 발생하는 投資損益을 도출하

기 위해서 金利連動型商品과 일반배당부보험과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상상품으로는 定期預金金利 連動型인 노후복지연금보험, 約款貸出金利

連動型인 새가정복지보험과 7.5%의 예정이율구조를 가진 일반배당부상품

이며, 각 상품별 豫定利率과 實際 資産運用收益率과의 차이를 責任準備金

에 곱하여 줌으로써 개인보험 전체의 투자손익을 산출하였다. 특히 일반

배당부보험의 경우 金利差保障率을 예정이율에 포함시켰으나 利差配當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각 보험종류별 責任準備金이 수입보험료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전체 책임준비금을 각 상품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로 나눈 금액을 사용하

였다.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은 ' 95년도 정기예금금리인 9.0%에

2%를 가산한 11.0%로 사용하였고 새가정복지보험의 예정이율은 약관대

출이율 12.5%에 1%를 차감한 11.5%를 이용하였으며 일반배당부보험의

xliv



경우에는 確定利率 7.5%에 金利差保障率 1.0%를 더한 8.5%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95회계년도의 總

資産 運用收益率인 10.8%를 기준으로 한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와 새가

정복지보험에서 각각 458억원, 506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배당부보험의 투자손익이 감소된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

<표 Ⅳ -2 > FY'95 商品別 投資 損益 分析

(단위 :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비중
① 계약
준비금

② 예정
이율

③ 실제
수익율

투자수익
(①*(③-②))

노후복지연금보험 46.0 229,120 11.0 10.8 -458

새가정복지보험 14.5 72,223 11.5 10.8 -506

일반배당부보험 39.5 196,745 8.5 10.8 4,525

계 100 498,088 - - 3,561

앞에서의 商品別 投資損益에 대해서 資産運用收益率이 변화하는 경우

를 고려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 -3> 資 産運用收益率 變 化에 따른 投資損益 分 析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운용수익율

12.0% 11.0% 10.085% 10.0% 9.0%

노후복지연금보험 2,291 0 -2,096 -2,291 -4,582

새가정복지보험 361 -361 -1,022 -1,083 -1,806

일반배당보험 6,886 4,919 3,118 2,951 984

계 9,538 4,558 0 -423 -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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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運用收益率이 12%로 상승하는 경우 전 상품에서 이익이 시현되고

있는 반면, 11.0%수준에서는 노후복지연금보험은 0, 새가정복지보험에서

는 -36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자산운용수익율이 11%미만으로 하

락하는 경우에는 金利連動型 保險 모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

히 자산운용수익율이 10.085%가 되면 投資損益이 0이되는 損益分岐點이

된다. 이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

반보험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金利差配當을 제외

한 利差益의 還元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자산운용수익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 금리연동형상

품에서 발생되는 損失의 規模를 분석해 보았다. 반면에, 이러한 결과를

생명보험사의 실제 자산운용수익률괴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Ⅳ-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사를 제

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현재 資産運用收益率의 損益分岐點인 10.0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97.4월로 예정된 利差配當의 자유화시기에 配當財源

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에 심한 타격을 받는 회사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표 Ⅳ -4> FY '95 生命 保險會社의 資産 運用收益率 比較

(단위 : %)

구분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체

총자산수익률 11.2 9.9 9.3 8.4 9.2 10.8

운용자산수익률 11.6 11.9 11.6 10.5 13.1 11.6

자료 :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통계연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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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향후 金利下落 趨勢의 진전과 資産運

用收益率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경영수지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계약자간 이익환원의 불공평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입장

에서는 利差逆마진을 초래하는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를 감소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금융상품과 경쟁하고 收支差 財源을 확보

하기 위한 차원에서 金利連動型商品의 판매확대를 지속한다면 향후 금리

안정추세를 감안할 때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高金利 利率保證附商品에 대해서는 판매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생보사의 경영상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자산운용 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는 實績配當型商品을 개발하여

高金利商品에 대한 계약자의 수요를 흡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점은 향후 생명보험산업이 保障性保險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자산운용에 부담이 되고 利益寄與度가 낮은 금리연동형 저

축성상품에 대한 수요를 實績配當附商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측면에

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無配當保 險

무배당보험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배당부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는 配當保險과는 달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며,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사가 전

적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후적으로 精算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회사의 經營努力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특성이 있다.

현행 무배당보험은 FY'95기간중 생명보험전체의 3.4%, 개인보험 전체

의 4.4%를 차지하여 아직은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豫定利率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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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10년이하는 9.5%, 10년초과는 8.5%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무배당

보험의 예정이율은 배당보험의 예정이율과 利差配當基準率의 자금조달코

스트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과거 자산운용수익률이 12%이상,

정기예금 금리가 10%일때에는 회사의 利益寄與度 측면에서 무배당보험

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배당보험은 계약자배당을 통하여 이

익의 상당부분을 환원하여 준 반면에 무배당보험의 잉여금은 회사의 이

익으로 회계처리되어 金融型商品이나 他 保險商品의 損失補塡에 사용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금리인하가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현행 보험기간 10년

이하 상품의 9.5% 예정이율은 조만간 逆마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배당보험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일반계정에서는 배당

보험의 이익이 無配當保險의 損失補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

약자간의 衡平性과 公平性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商品別 損益規模를 비교한 <표 Ⅳ-5>에 의하면 ' 94년도에는 배당보험

에서 이익을 발생한 반면, 무배당보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반면 ' 95

년도에는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모두에서 손실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利差益의 減少와 移延事業費 상각에 의한 費差損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 -5 > 保險商品 別 損益狀況

(단위 : 억원)

구 분 배당보험 무배당보험 개인연금보험

FY'94 688 -113 -1,966

FY'95 -4,657 -504 -2,417

자료 : 업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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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離計定이 실시되는 경우 무배당보험의 113억원의 손실은 무배당보

험 剩餘金 積立計定에서 보전되거나 회사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따

라서 현재와 같이 배당보험의 계약자들은 113억원만큼의 配當前損益의

감소없이 증가된 契約者配當金을 받게 된다. 반면에 ' 95년도에는 전년도

와는 달리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모두에서 손실을 시현하여 무배당보험

의 손실을 배당보험으로부터 보전시킬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당과 무배당보험에 손익을 분석하여 보험회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2 1) 의하면, 資産運用收益率이 11%인 경우

에는 무배당보험의 利益寄與度가 배당보험에 비해 우세하며, 자산운용수

익률이 9.5%로 하향조정될 경우에는 배당보험의 이익기여도가 높아진다

고 하였다. 특히 자산운용수익율이 9.5%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무배당보험

은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에 대한 損失補塡策으로 배당보험의 剩餘金이

사용된다면 배당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분리계정이 도입된다면 무배당보험에서 창출되는 利益剩餘金은

일반계정과 구분되어 향후 발생될 손실에 대비하여 危險準備金으로 적립

될 필요가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보험으로부터의 보전 대신 적

립된 잉여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보사의 利益剩餘金에 대한 株主와 契約者간의 利

益分配基準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무배당보험에 대한

계정간의 분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생보사들은 生

命保險 會計管理規程에 따라 무배당보험의 손익을 일반 배당보험과 구분

하여 계리하여야 하나 이는 장부상만의 회계처리방식으로서 사실상의 區

分計理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무배당보험의 경우에는 판매비중이 전체

21) 보험개발원, 무배당보험의 분리계정 필요성 ,『생명보험상품』, 통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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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현행의 保障利率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배당보험은 保障性保險의 성

격을 가지고 있어 향후 생보사들이 保障性保險위주의 무배당보험 판매에

주력하여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배당부상품과 구분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個人年金 保險

개인연금보험 자산에 대해서는 生命保險 商品管理規程에 의거하여 다

른 보험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의 豫定利率은 최저 5.0%에서 최고

7.5%의 범위에서 각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

의 상품에 7.5%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確定配當 性格의 金利差配當率

을 합하면 最低負擔金利는 <표 Ⅳ-6>에서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개략적

으로 예정이율과 금리차배당율을 합친 最低負擔金利가 資産運用收益率을

초과하지 않아야 개인연금보험부문에서 利差逆마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회사별로 보면 旣存社를 제외한 나머지 新設社들은 단

순한 수익률 비교만으로도 역마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 -6> 個人年 金保險의 負擔金 利와 資産運用收 益率 比較

(단위 : %)

구 분 확정배당

(금리차배당)

최저

부담금리

회사별 자산운용수익률 (FY '95)

기존사 신설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정기

예금

금리

9.0 2.0 9.5 11.1 9.8 8.3 9.3 9.2

8.5 1.5 9.0

8.0 1.0 8.5

자료 :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통계연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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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年金保險은 판매이후 ' 96.3월말 현재 수입보험료 전체의 7.5%로서

개인보험 전체로는 9.7%를 차지하고 있다.22) 商品別 損益現況을 분석한

앞의 <표 Ⅳ-5>에 따르면, '94년에는 1,966억원의 손실에서 ' 95년에는 전

년대비 23%가 증가한 2,4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인연금보험의 金利리스크는 현행의 금리수준하에

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公金利가 일정수준까지

하락할 경우에도 適正收益率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우기 範圍

利率體系로 되어 있는 예정이율을 최저 5% 수준까지 낮게 적용할 수 있

으므로 개인연금보험의 금리리스크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

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생보사에서 稅制支援 뿐만 아니라 稅制

非支援 年金保險도 판매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제지원

개인연금보험만을 대상으로 분리계정을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만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분리계정의 도입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노후복지연금, 노후설계연금 등과 같은 短期貯蓄性商品과는 달리 개인연

금보험은 세제지원을 통한 中 低所得層의 所得保障機能이 강조되고 있으

며, 그것도 20∼30년 정도의 長期的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금보험 가입자에게는 年金保障 給付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의 財

務狀態의 安全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험사가 破産하는 경우에 개인연금 자산에 대한 불안정성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정비를 통해서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도 개인연금계약자의 年金資産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될 수만 있

다면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計定間 分離運營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2)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1996.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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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損害保險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企業保險部門의 시장확대의 한계와 자동차보험

의 편중현상 및 累積赤字의 심화를 타개하고 보험종목간 均衡成長과 경

영의 安定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長期損害保險 및 個人年金市場의 저변확

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企業性保險이 飽和狀態에 있고

일부 보험종목에서의 대규모 누적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 長期性保險은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더구나 금융기관간의

業務領域이 완화됨에 따라 傷害保險과 같은 제3분야의 보험에 대한 겸영

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기존의 손해보험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個人年

金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동 부문의 보험료 수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一般損害保險과 비교해 볼 때

保險料의 構成, 資産 負債의 構造와 保險期間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計定間의 分離問題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정간 분리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에서 통합운영되는 결

과로 인하여 일반손해보험에서의 巨大危險 發生과 金利리스크에 의한 장

기성보험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손보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장기성보험의 보험료

가 일반손해보험의 保險金 支給 내지는 損失補塡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長期資産으로 투자되어 적정한 收

益率을 달성해야 하는 장기성보험의 수익성 제고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반손해보험 종목간에 있어서 損害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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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음의 <표 Ⅳ-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종목간의 손해율이 海上保險의 35.9%로 부터 保

證保險의 95.5%까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事業費率을 감안한

合算比率의 경우에도 해상보험의 68.0%에서 장기손해보험의 111.5%와 보

증보험의 112.3%에 이르기 까지 변동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自動車

保險의 경우 과거에는 손해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經營惡化의 주요인

되었으나, '95년도의 保險料 現實化 措置에 힘입어 損害率이 대폭 개선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 -7 > FY'95 損害保險 種目 別 事業實績

(단위 : %, 백만원)

보험종목 경과
손해율

사업
비율

합산
비율

보험영업
이익

투자 및
기타손익

당기손익

화재 48.8 50.5 99.3 - 1,431 - -

해상 35.9 32.1 68.0 97,166 - -

자동차 79.4 23.4 102.8 - 224,035 - -

보증 95.5 16.8 112.3 - 84,102 - -

특종 55.5 28.0 83.5 57,536 - -

기타 53.5 36.5 90.0 5,454 - -

소계 75.6 24.7 100.3 - 377,414 650,169 272,755

장기 93.3 18.2 111.5 - 351,431 157,853 - 193,578

개인연금 72.0 22.0 94.0 38,735 21,369 60,105

합계 80.9 22.6 103.5 - 690,109 829,391 139,282

주 : 기타는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의 합계

자료 : 보험감독원,『보험조사월보』, 199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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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保險種目間 損害率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收益性이 높은

보험종목의 이익이 수익성이 낮은 보험종목의 손실을 충당하는데 전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適正한 保險料率의 수준이 유지되지 못

하고 각 보험종목별 계약자간에 不公正한 보험료의 부담 및 利益還元의

不公平性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보험종목별로 危險의 特性과 保險期間

등이 相異하여 이에 상응하는 管理戰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

보사들은 전 보험종목의 자산을 일괄적으로 統合管理함에 따른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정확한 原價計算과 投資損益分

析이 불가능하며 차별적이고 효율적인 市場營業活動과 經營戰略을 수립

하는데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점은 특히 손해보험시장의 개방이 가

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보험사와의 市場競爭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

이게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종목간 리스크의 차단, 장기보험계약자에 대한 권익보

호와 형평성 증진 및 개인연금자산의 수익율 제고의 측면에서 一般損害

保險과 長期性保險에 대해 計定間의 分離가 필요하다는 점은 업계나 학

계 모두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손보사

들은 稅制支援 個人年金保險을 대상으로 분리계정의 도입을 위한 중간단

계로서 區分計理制度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앞의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간에는 그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長期損害保險과 個人年金保險 運

營現況에 대한 問題點을 분석해보고 計定間 分離運營制度의 導入 必要性

과 導入에 따른 效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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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長期損害 保險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손해보험이라 할 수 있는 無事故滿期還給附 家計

綜合保險23)이 1969년 발매된 이후 장기손해보험의 FY'95 수입보험료 규

모는 3조 592억원으로서 전체 손보시장의 28.5%를 차지하는24) 놀라운 성

장을 시현하였다. 본래 이러한 長期損害保險은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還

給받는 저축의 성격을 내포한 보험으로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長點을

취합하여 만든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손해보험과 비교해 볼 때 장기손해보험의 다른 특성은 먼저, 보험

료의 구성이 生命保險과 유사하다는 점, 둘째로 보험기간이 1년인 일반손

해보험과는 달리 3, 5, 10년 등 長期의 保險期間을 가진다는 점, 셋째로

보험료 납입방법과 滿期還給金制度가 있다는 점, 네번째로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資産과 負債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95회계년도중의 長期損害保險에 대한 損益狀況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

과는 <표 Ⅳ-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장기손해보험의 當期損益은 연도별

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그 변동폭이 심한 편이며 ' 95년도에는 長

期傷害保險에서의 이익에 힘입어 전체 손실폭이 감소된 6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當期損失은 장기손해보험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金利

連動型商品에서 적립부분의 保障利率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발생된 利差

損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향후 金利가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

고 資産運用收益率이 하락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23)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危險을 담보하고 보험기간이 無事故로 종료되

면 旣納入保險料 全額을 환급하는 보험이다.

24) 個人年金을 포함한 原受保險料를 기준으로 할 경우 市場占有率은 34.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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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표 Ⅳ -8> 長期損害保 險 年度別 損益狀況

(단위:억원)

구분 수입 지출 수지차 준비금증감 당기손익

FY 92 14,195 13,884 311 332 - 20

FY 93 6,857 5,361 1,496 1,465 30

FY 94 21,769 20,360 1,409 1,413 - 4

FY 95 32,530 20,933 11,597 11,658 - 61

자료 : 업계자료

한편, 장기손해보험은 契約者配當에 의한 이익환원제도가 정비되어 있

지 않아 사실상 無配當長期保險의 성격을 가진다. 동 보험의 豫定利率은

생보상품의 7.5%보다 높은 8%로 설정되어 있으나 생보의 경우 확정배당

성격의 金利差配當과 利差配當을 감안한다면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쟁

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長期損害保險 商品開發基準에

의해 保險期間, 還給率 등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엄격히 규제되어 계약

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市場性있는 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생보상품

뿐만 아니라 타금융권의 고수익상품과의 경쟁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25)

이와 같이 契約者配當을 통한 환원장치가 부재한 관계로 동 보험계약

자들의 이익이 타종목의 손실로 전가되는 불공평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회사의 측면에서도 보험종목별로 정확한 營業損益과 投

25) 還給率의 경우 年納保險料 기준으로 總納入保險料의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保險期間의 경우도 3년이상 1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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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收益을 파악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각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販

賣戰略과 經營戰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저축성상품의 계정간 분리운영의 필요성은

事業費와 準備金의 適正性 確保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제기된다. 손해보험

의 事業費 配分의 경우 현행 間接事業費의 배분기준이 사용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손해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종목간 손익의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事

業費 配分이 필수적이므로 통일적인 배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

험과는 달리 調達費用의 문제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연금 등

장기성보험의 경우 자금의 조달비용이 존재하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올

려야하는데, 결과적으로 無收益資産에 투자된 것이므로 향후 자산이 年金

責任準備金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기손해보험의 자산운용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손해보험에

서의 전통적인 流動性과 安定性을 중시하는 원칙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

로 安定性과 收益性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長期性 保險資産으로서 寄與度가 높은 장기손해보험 보험료가 일

반손해보험의 保險金 支給 등에 충당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長期損害保

險의 收益性을 제고하고 契約者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에서 장기손해보험에 대해 分離計定制度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만, 일부 보험종목의 大規模 累積赤字로 인하여 어려운 손보업계의 經營

現實을 감안하여 도입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이후로 분리계정 제도의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세부

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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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個人年金 損害保險

개인연금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구성, 보험기간 및 資産 負債

의 構造 등에서 일반손해보험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은 장기손해보험

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인연금은 손보사에서 판매해야 할 당위성

은 부족하지만 國民貯蓄을 증대하기 목적에서 참여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인연금보험은 손보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도 그 성격이

판이한 상품이다. 즉 長期損害保險은 貯蓄의 原理에 손해보험의 危險保障

特性을 특화하여 만든 상품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生命保險과 유사한 純

粹積立型保險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대부분이 3

년, 5년의 보험기간을 가지는 반면 個人年金保險의 경우에는 20년이상의

超長期性 商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의 리스크 특

성상 分離運營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計定間의 分離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年金資産의 安定性 確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個人年金損害保險에 대한 損益狀況은 다음의 <표 Ⅳ-9>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장기손해보험이 2년 연속 當期損失을 경험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인연금보험에서는 ' 94년도에 282억원, 95년도에는 전년대비 88%가 증

가한 52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판매초기의 높은 성장율에 의

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 -9 > 個人年金損害 保險 年度別 損益狀 況

(단위:억원)

구 분 수입 지출 수지차 준비금증감 당기손익

FY 94 3,793 1,014 2,779 2,497 282

FY 95 7,607 1,989 5,618 5,090 529

자료 : 업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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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의 상품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정이율을 7.5%로 설

정한 傳統型商品은 金利變動危險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반면 이에 대

한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에도 적립부분 부리이율이 1년滿期 定期預金金利에 연동하도

록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收益率의 보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개인연금은 金利리스크를 가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연금자산운용에 대한 計定間 分離運營制度의 도입은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區分計理制度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대상이

보험료중 積立純保險料와 年金責任準備金 및 그 運用收益에 한정되어 있

다. 또한 개인연금 자산을 별도로 자산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연금자산의 수익률만을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契約者配當 財源

을 산출하기 위한 損益管理制度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현행 개인연금의 계약자배당은 利差配當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

문에 이차손익 이외의 나머지 손익은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으로 적립되

거나 K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재원으로26)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區分計理制度 하에서는 분리계정의 효과를 창출

하기가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간의

분리운영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과거와 같이 특정종목, 특히 自動車保險이나 保證保險에서와 같

이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 保險金 支給 등에 장기성보

험의 수입보험료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일반손해보험과

26) 長期損害保險의 경우 準備金 積立을 질멜식으로 하고 있으나 個人年金의 경

우에는 '95사업년도부터 純保式積立金과 解止還給金式 積立額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K율식 準備金 積立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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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의 리스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

으로, 이는 일반손해보험에서 巨大危險이 발생하는 경우 個人年金 資産에

대한 安定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금리리스크에 노출되

어 있는 개인연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統合計定에서의 利

益剩餘金을 감소시킴으로써 손해보험사의 引受餘力을27)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개인연금보험은 老後生活 保障을 위한 超長期의 상품이기 때문

에 연금수령시까지 손해보험사가 충분한 年金財源을 확보할 수 있을 정

도로 財務的인 安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타금융권

과의 경쟁을 위한 收益率 提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해주는 計定間의 分離運營을 통하여 타금융권의

개인연금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개인연금자산이 일반손해보험의 缺損補塡 등으로의 대체 내지 보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연금 계약자에 대한 利益還元의 公平性과 透明性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이상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생보사와 손보사의 각 부

문별로 운영되는 商品의 現況 및 問題點을 검토해 봄으로써 분리계정이

도입되어야 할 諸般 與件과 導入 妥當性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생 손보 각각에 대해 분리계정이 도입되는 경우 보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7) 損害保險會社 保險契約者剩餘金 및 再保險管理規程에 의하면 손해보험회사

의 年間 保有保險料 總額은 保險契約者剩餘金의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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