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分離計定制度 導入時의 效果分析

- Asset Share 模型을 중심으로

앞 장에서는 현행제도 하에서 발생되는 問題點 分析을 통해 分離計定

制度의 도입의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분리계정의

도입시에 현재와 같이 통합된 一般計定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Asset Share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seet Share 모형은28) 보험사의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개별요소들에 대

한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미래의 보험기간에 대해 契約群別로 기대

되는 運營結果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Ⅴ-1>은 Asset

Share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림 Ⅴ -1> Asset Share 方 式의 基本原理

수 입

(보험료, 투자수익) —

지 출

(사업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

〓 순자산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sset Share 방식의 基本原理는 사망

율, 투자수익율, 배당율 등에 대하여 實現可能한 現實的 假定 등을 근거

로 하여 계약단위당 資金의 規模를 예측하고, 보험계약군별로 각 계약년

도말 豫想資金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특정 계약년도 말까지

유효한 계약의 單位當 累積價値를 資産割當額(asset share)이라고 한다.

28) Kenneth Black, Jr. and Harold D. Skipper, Jr., Lif e Insurance, 12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9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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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의 목적은 생 손보 각각에 대

해 각각의 保險種類와 商品을 하나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사 전체의 統

合計定으로 운용한 결과와 計定別로 分離하여 운용한 결과치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 生命保險

變額保險과 같은 實績配當附 保險商品은 당연히 분리계정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분리계정에 대한 導入效果를 검증할 필요가 크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는 金利體系가 다른 상품들을 중심으로 상품간 衡平

性 및 危險性 정도를 고려하여 분리계정의 도입 효과와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개발가능한 유니버셜보험이나 수익률보

장상품(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 및 우리나라의 특징적 상품인 金

利連動型 保險商品에 대해 분리계정 도입시의 효과를 측정해보고 도입방

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 保險商品의 選定

노후복지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 남자 40세가입, 10년월납,

50세연금개시(10년 확정지급)

새가정복지보험(생사혼합보험) : 남자 40세가입, 5년만기, 일시납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개인연금보험) : 남자 40세가입, 15년월납,

55세연금개시(종신지급)

무배당새생활암보험(무배당보험) : 남자 40세가입, 20년만기,

전기월납, 만기환급형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 : 남자 40세가입, 20년만기, 전기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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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分析方法

保險數理的인 측면과 실제 保險營業상의 現實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사용하였다.

1) 分析期間

분석기간은 두 가지로 나뉘다. 新契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는

해당 보험상품의 全保險期間29)이며, 신계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

우는 일률적으로 20년으로 하였다.

보험상품
분석기간

신계약이 없는 경우 신계약이 있는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 20년

20년
새가정 복지보험 5년

개 인 연 금 보 험 25년

무 배 당 암 보 험 20년
양 로 보 험 20년

2) 分析時點 과 項目金額

分析結果에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각 기말의 剩餘金額(자산－준비금)이

며, 1차년도말 收入保險料를 1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환산금액이다.

3) 資産運用 收益率

자산운용수익률은 과거 14년(' 82∼ ' 95년) 동안의 자산운용수익률 자료

를 기초로 하였으며 과거의 平均 資産運用收益率이 13.8%인 점을 감안하

여, 최저 9%에서 최고 14%범위에서 자산운용수익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

29) 생명보험의 개인연금(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이므로, 全保

險期間을 분석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인 제1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10년

간을 합하여 총 25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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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4) 解約率

해약율은30) 최근의 初年度 失效 解約率이 약 30%인 점을 감안하였다.

해약은 3차년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3차년도의 解約率은

각각 1,2차년도 해약율의 1/3과 1/2로 가정하였다.

5) 商品들의 結 合

먼저 5개의 個別商品들을 각각 분석하고 다양한 加重値를 부여하여

이들을 결합한 후 분석하였다. 新契約이 없는 경우에 보험상품이 분석에

포함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신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분석기간
보험상품 1∼5년 6∼20년 21∼25년

노후복지연금보험 ○ ○ ×

새가정복지보험 ○ × ×

개인연금보험 ○ ○ ○

무배당 암보험 ○ ○ ×

양 로 보 험 ○ ○ ×

주) ○ : 포함, × : 미포함.

6) 新契約

최초의 계약발생 이후 추가적인 계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매년

新契約이 체결되는 경우의 두가지 분석이 진행되었고, 후자의 경우 신계

약의 체결 결과 매년 收入保險料는 1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30) 새가정복지보험은 一時納을 선정하여, 해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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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分析結果

보험회사에서 위 5가지의 보험상품을 모두 취급한다고 가정하고 資産

運用收益率의 변화, 解約率의 차이, 商品結合時의 比重差異에 의한 운용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항목의 변화에 따른 결과

분석시, 어느 特定項目이 변화할 때, 다른 3개의 항목들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산수익율 초년도해약율 결합비중

기 준 12% 30% 각 100%

1) 資産運用 收益率의 變化에 따 른 分析

여기에서는 상품의 損益構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운용수익

율이 변화할 때 동 상품들의 剩餘金의 변화를 중심으로 계정간의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와 통합운용된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新契約이 없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産運用收益率이 12%인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

산대비 잉여금 비율은 노후복지연금보험 21.98%, 개인연금 29.02%, 무배

당보험 24.25%, 양로보험 18.11%인데 비하여, 통합운영된 결과는 24.09%

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資産對比 剩餘金比率은 상품이 운영되어 발

생된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동 상품의 계약자들이 가지는 資産割

當額(asset share)이 된다. 따라서 12%의 자산운용수익율하에서 노후복지보

험과 양로보험은 계정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통합운영된 경

우에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개인연금과 무배당보험은 통합운영되는 경

우에 불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統合運營의 結果는 각 상품별 계약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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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還元의 不公平性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特定商品의 收益

率 低下를 초래할 수 있다.

자산운용수익율이 14%로 상승하는 경우 통합운영결과는 39.40%인데

비해 노후복지연금보험과 개인연금에서는 각각 48.85%, 41.13%을 나타내

고 있어 통합운영되는 경우에는 利益寄與度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10%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노후복지연금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陽의 剩餘金을 보여주는 반면, 노후복지연금보험은 이익기여도

가 전혀 없는 -35.05%이지만 統合運營結果는 4.19%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종목에 대한 자산할당액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종목에서의 剩餘金이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운용수익율이 변화하는 경우 剩餘金比率의 변동이 가

장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노후복지연금보험이다. 즉 자산운용수익율이

9%∼14%로 변화할 때 잉여금비율은 최저 -95.38%에서 최고 48.85로서 變

動幅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후복지연금보험의 積立利率이

定期預金金利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資

産運用收益率이 低下되거나 金利가 下向 安定勢를 보일 경우 보험사의

經營收支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이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산운용수익율이 12%라고 하면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양로보험은 통합운영되는 계정하에서 더 많은 資産

割當額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14%로 상승하는 경우

나 10%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10%수준에서의 통합운영시의 결과는 -1.99%로서 개인연금보험만이 이익

을 시현하고 다른 상품에서는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노후복지연금보

험의 損失規模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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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 資産運用收益 率의 變化에 따른 運用 結果
(新契約 이 없는 경우 )

(단위 : 원, %)
자산운용수익율

구분내용
9% 10% 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별

상

품

노후복지

연금보험

5년 - 2,950 - 8.16 - 1,990 - 5.39 - 1,015 - 2.69
10년 - 14,637 - 16.66 - 9,583 - 10.37 - 4,280 - 4.40
15년 - 26,009 - 95.38 - 13,761 - 35.05 - 200 - 0.38

새가정

복지보험

5년 - 1,512 100.00 - 886 100.00 - 249 100.00
10년 - - - - - -
15년 - - - - - -

개인연금

보험

5년 1,271 4.05 2,065 6.45 2,871 8.78
10년 4,478 5.85 8,789 10.92 13,315 15.72
15년 8,196 6.11 21,178 14.46 35,327 22.08

무배당

암보험

5년 - 3,728 - 18.49 - 3,181 - 15.44 - 2,627 - 12.49
10년 - 3,930 - 7.87 - 999 - 1.90 2,072 3.74
15년 - 1,951 - 2.40 6,660 7.44 16,047 16.28

양로보험

5년 - 5,023 - 24.96 - 4,503 - 21.94 - 3,978 - 19.00
10년 - 6,786 - 12.62 - 3,826 - 6.78 - 733 - 1.24
15년 - 7,269 - 7.62 1,811 1.74 11,670 10.30

결합결과

5년 - 11,942 - 11.23 - 8,495 - 7.78 - 4,998 - 4.46
10년 - 20,875 - 7.78 - 5,619 - 1.99 10,374 3.50
15년 - 27,033 - 8.00 15,888 4.19 62,844 14.80

자산운용수익율
구분내용

12% 13% 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별

상

품

노후복지

연금보험

5년 - 25 - 0.06 980 2.49 2,000 4.98
10년 1,285 1.26 7,128 6.62 13,261 11.70
15년 14,801 21.98 31,380 37.51 49,684 48.85

새가정

복지보험

5년 401 100.00 1,063 100.00 7,737 100.00
10년 - - - - - -
15년 - - - - - -

개인연금

보험

5년 3,690 11.06 4,521 13.27 5,366 15.43
10년 18,066 20.27 23,052 24.59 28,290 28.67
15년 50,750 29.02 67,567 35.36 85,905 41.13

무배당

암보험

5년 - 2,066 - 9.61 - 1,498 - 6.83 - 922 - 4.11
10년 5,291 9.06 8,667 14.08 12,206 18.83
15년 26,284 24.25 37,448 31.42 49,624 37.89

양로보험

5년 - 3,445 - 16.14 - 2,906 - 13.35 - 2,360 - 10.63
10년 2,504 4.02 5,891 9.02 9,434 13.75
15년 22,380 18.11 34,015 25.25 46,658 31.76

결합결과

5년 - 1,445 - 1.26 2,160 1.83 5,821 4.80
10년 27,146 8.70 44,738 13.63 63,191 18.29
15년 114,215 24.09 170,410 32.23 231,871 39.40

* : 잉여금/자산의 비율, 이하 표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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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수익율 12%하에서 5년이 경과한 시점을 보면, 계정간의 분리

운영되는 경우보다 통합운영시에 이익을 보는 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

과 개인연금보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배당보험과 양로보험은 損失寄

與度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운용수익율이 14%로 상승하거나 10%

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12% 수준하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15

년 시점과 비교해 볼 때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은 商品別 新契約

費 計上과 관련된 事業費 處理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자산운용수익율이 변화할 때, 個人年金保險은 이익기여도가

가장 높은 종목으로 통합운영시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노후복

지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율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지만 이익

보다는 손실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경과시점

이 단기간일 때에는 老後福祉年金保險은 통합운영시나 분리계정시나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傳統型商品인 양로보험과 무배당보험

에서는 손실의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新契約이 계속 流入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산운용수익율이 12% 수준인 경우, 15년이 경과한 시점

에서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 양로보험은 통합운영되는 경우

의 자산할당액보다 利益을 얻고 있으며, 개인연금보험과 무배당보험의 경

우에는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다. 자산운용수익율이 14%로 상승하는 경우

에도 12%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새가정복지보험의 利益寄

與度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0%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에는 個人年金保險에서만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다른 상품에서는 손실을

기록하였다. 특이한 점은 老後福祉年金保險에서의 손실이 개인연금보험의

이익을 상쇄시키고 있을 정도로 손실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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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 資 産運用收益率 의 變化에 따른 運用結 果

(新契約이 있 는 경우 )

(단위 : 원, %)

자산운용수익율
구분내용

9% 10% 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별

상

품

노후복지

연금보험

5년 - 4,256 - 7.30 - 2,911 - 4.90 - 1,548 - 2.56
10년 - 27,746 - 13.00 - 18,345 - 8.28 - 8,567 - 3.72
15년 - 86,439 - 21.95 - 53,038 - 12.48 - 17,153 - 3.74

새가정

복지보험

5년 - 3,603 - 6.21 - 1,573 - 2.64 467 0.77
10년 - 7,247 - 6.21 - 3,165 - 2.64 938 0.77
15년 - 14,576 - 6.21 - 6,367 - 2.64 1,888 0.77

개인연금

보험

5년 1,798 3.65 2,905 5.79 4,028 7.88
10년 9,010 4.91 16,978 8.90 25,269 12.75
15년 25,659 5.35 56,612 11.13 89,732 16.63

무배당

암보험

5년 - 6,320 - 21.01 - 5,555 - 18.11 - 4,783 - 15.30
10년 - 12,400 - 12.00 - 7,319 - 6.78 - 2,032 - 1.80
15년 - 20,485 - 8.39 - 2,193 - 0.84 17,434 6.24

양로보험

5년 - 9,000 - 31.82 - 8,260 - 28.64 - 7,513 - 25.54
10년 - 23,086 - 19.24 - 17,644 - 14.15 - 12,002 - 9.25
15년 - 47,742 - 14.87 - 26,284 - 7.71 - 3,399 - 0.94

결합결과

5년 - 21,384 - 9.54 - 15,394 - 6.73 - 9,349 - 4.01
10년 - 61,469 - 8.34 - 29,495 - 3.86 3,606 0.45
15년 - 143,583 - 8.58 - 31,270 - 1.76 88,502 4.69

자산운용수익율
구분내용

12% 13% 1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별

상

품

노후복지

연금보험

5년 - 167 - 0.27 1,231 1.96 2,646 4.15
10년 1,607 0.67 12,196 4.90 23,220 8.98
15년 21,425 4.33 62,918 11.78 107,570 18.66

새가정

복지보험

5년 2,519 4.03 4,584 7.16 6,664 10.16
10년 5,068 4.03 9,221 7.16 13,402 10.16
15년 10,193 4.03 18,548 7.16 26,958 10.16

개인연금

보험

5년 5,164 9.93 6,315 11.93 7,479 13.88
10년 33,897 16.46 42,882 20.03 52,237 23.46
15년 125,196 21.85 163,197 26.80 203,941 31.50

무배당

암보험

5년 - 4,002 - 12.55 - 3,215 - 9.89 - 2,419 - 7.30
10년 3,470 2.95 9,198 7.49 15,162 11.83
15년 38,510 12.86 61,156 19.06 85,501 24.86

양로보험

5년 - 6,759 - 22.53 - 5,999 - 19.62 - 5,231 - 16.78
10년 - 6,150 - 4.56 - 78 - 0.06 6,225 4.27
15년 21,022 5.47 47,106 11.52 74,982 17.23

결합결과

5년 - 3,245 - 1.36 2,916 1.20 9,139 3.69
10년 37,892 4.60 73,419 8.59 110,246 12.42
15년 216,346 10.79 352,925 16.56 498,952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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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계약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계약이 계속 유입되는 경

우에도 資産運用收益率의 변화에 따라 노후복지연금보험이 경영상에 미

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노후복지연금

보험의 계약자는 計定間의 統合運營에 따라 이익을 보는 반면, 개인연금

보험의 경우 절대적으로 이익기여도가 높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운용수익율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剩餘金의 흐

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정간 분리운영되

거나 통합운용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신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신계

약이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 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결론적으로 金利連動型商品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수익율의 변화에 상

승시의 이익기여도보다는 하락시의 손실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보험사의 經營收支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따라서 분리계정을 전제로 하는 實績配當附商品을 개발하거나

變額保險의 판매여건이 시기상조라면, 貯蓄과 保障을 分離運營함으로써

實勢金利를 반영하고 상품의 彈力性을 높일 수 있는 유니버셜과 같은 상

품을 개발하여 金融型商品에 대한 소비자의 高金利 需要를 흡수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영수지상의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개인연금은 타금융상품과의

경쟁력 측면에서나 동 보험계약자의 이익환원의 공평성 측면에서나 計定

間 分離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剩餘金의 변동폭이 작아, 계정

간 분리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區分計理와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無配當保險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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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현재의 區分計理制度 하에서는 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감소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계정간의 분리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다

만 무배당보험의 판매비중이 높지 않고 도입시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

단되므로 현재의 구분계리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배당보험의 판매비중이

일정부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 計定間의 分離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다.

2) 解約率 差異 에 의한 分析

보험상품별 解約率의 변화는 상품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효과를 측정

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의 분석에서는 初年度 解

約率을 30%로 가정하고, 2차년도에는 초년도 해약율의 1/3, 3차년도에는

2차년도 해약율의 1/2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해약

율의 변화를 고려하되 전 상품의 해약율이 동시에 改善되거나 惡化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新契約이 없는 경우의 분석결과는 <표 Ⅴ-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해약율 수준인 30%에서 15년 경과한 시점의

資産對比 剩餘金 比率은 노후복지연금보험 21.98%, 개인연금 29.02%, 무

배당보험 24.25%, 양로보험 18.11%인데 비해, 통합운영된 결과는 24.09%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양로보험은 상대적으로 이

익을 보고 있으며, 해약율이 20%로 개선되거나 40%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약율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노후복지연금보험과 같은 金融型

商品이나 個人年金保險보다는 傳統型商品의 양로보험과 무배당보험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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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3 > 解約率의 差異에 따 른 運用結果 (新契 約이 없는 경우 )
(단위 : 원, %)

해약율
구분내용

20% 30% 4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별

상

품

노후복지

연금보험

5년 167 0.38 - 25 - 0.06 - 238 - 0.72

10년 1,809 1.55 1,285 1.26 726 0.83

15년 17,473 22.60 14,801 21.98 12,074 21.07

개인연금

보험

5년 4,626 12.03 3,690 11.06 2,696 9.54

10년 21,421 20.93 18,066 20.27 14,620 19.29

15년 59,395 29.58 50,750 29.02 41,963 28.19

무배당

암보험

5년 - 1,594 - 6.31 - 2,066 - 9.61 - 2,560 - 14.44

10년 7,368 10.85 5,291 9.06 3,181 6.50

15년 32,310 25.67 26,284 24.25 20,211 22.23

양로보험

5년 - 2,851 - 11.22 - 3,445 - 16.14 - 4,130 - 23.98

10년 4,746 6.52 2,504 4.02 107 9.21

15년 28,837 20.01 22,380 18.11 15,659 15.23

결합결과

5년 749 0.56 - 1,445 - 1.26 - 3,831 - 3.97

10년 35,344 9.82 27,146 8.70 18,634 7.06

15년 138,015 25.18 114,215 24.09 89,907 22.48

주 : 새가정복지보험은 일시납으로 해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별상품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결합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음.

<표 Ⅴ-4>와 같이 신계약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경우를 보면, 해약율이

30%인 상황하에서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양로보험은 計定間의 分離가 이

루어지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약

율이 20%로 개선되거나 40%로 악화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신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解約率의 變化는 전체적으로 별 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있으나, 신계약이 없는 경우보다 剩餘金 變動의 幅

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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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4 > 解約 率의 差異에 따른 運用 結果 (新契約이 있 는 경우 )

(단위 : 원, %)
해약율

구분내용
20% 30% 4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

별

상

품

노후복지

연금보험

5년 193 0.29 - 167 - 0.27 - 649 - 1.14
10년 2,704 1.08 1,607 0.67 151 0.07
15년 25,650 4.98 21,425 4.33 16,075 3.42

개인연금

보험

5년 6,324 11.29 5,164 9.93 3,678 7.78
10년 37,933 17.49 33,897 16.46 28,758 14.93
15년 136,309 22.73 125,196 21.85 111,031 20.55

무배당

암보험

5년 - 2,829 - 8.00 - 4,002 - 12.55 - 5,468 - 19.70
10년 7,464 6.04 3,470 2.95 - 1,560 - 1.43
15년 48,155 15.76 38,510 12.86 25,883 9.05

양로보험

5년 - 5,046 - 14.74 - 6,759 - 22.53 - 9,022 - 36.28
10년 - 528 - 0.36 - 6,150 - 4.56 - 13,473 - 11.16
15년 35,937 8.71 21,022 5.47 1,585 0.45

결합결과

5년 1,161 0.46 - 3,245 - 1.36 - 8,942 - 4.08
10년 52,645 6.10 37,892 4.60 18,944 2.45
15년 256,244 12.29 216,346 10.79 164,767 8.68

3) 商品比重 의 差異에 의한 分析

앞에서 분석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비중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商品別 比重을 감안하여 하나의 보험상

품의 비중이 높아질 때 다른 보험상품은 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經營上의 效果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겠다. 각 結合狀況에서 가

정된 각 상품에 부여되는 加重値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결합상황
상품명 A B C D E F

노후복지연금보험 20.0 30.0 17.5 17.5 17.5 17.5
새가정 복지보험 20.0 17.5 30.0 17.5 17.5 17.5

개인연금보험 20.0 17.5 17.5 30.0 17.5 17.5
무배당암보험 20.0 17.5 17.5 17.5 30.0 17.5

양로보험 20.0 17.5 17.5 17.5 17.5 3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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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契約이 없는 경우에는 <표 Ⅴ-5>에서와 같이 전 기간동안 剩餘金의

금액이나 비율 측면에서 經營收支에 대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D의

경우로서 개인연금보험의 가중치가 30%로 증가한 경우이다.

<표 Ⅴ -5 > 商品別 比重差 異에 따른 運用結果 (新契約이 없는 경 우 )

(단위 : 원, %)

결합상황

구분내용

A B 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결합
결과

5년 - 1,445 - 1.26 - 1,280 - 1.03 - 1,013 - 1.00

10년 27,146 8.70 24,556 7.29 23,753 8.70

15년 114,215 24.09 109,189 23.89 99,938 24.09

D E F

결합
결과

5년 1,042 0.86 - 2,555 - 2.24 - 3,417 - 3.00

10년 35,044 10.66 27,059 8.74 25,318 8.12

15년 131,657 25.12 116,366 24.11 113,926 23.15

新契約이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는 <표 Ⅴ-6>에 보는 바와 같이 資産

對比 剩餘金比率이 가장 높은 종목은 개인연금보험이며, 가장 낮은 경우

는 양로보험과 노후복지연금보험으로 나타났다. 반면 金融型商品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B와 C의 경우에는 회사의 損失規模가 확대되어 損益構

造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金利連動型商品의 準備金 負擔

金利가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체 손익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무배당보험과 양로보험의 비중이 증가하

는 경우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計定間의 分離效

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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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6> 商品別 比重 差異에 따른 運用結 果 (新契約이 있는 경 우 )

(단위 : 원, %)

결합상황

구분내용

A B 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결합
결과

5년 - 3,245 - 1.36 - 2,944 - 1.19 - 1,265 - 0.51

10년 37,892 4.60 34,160 3.93 36,323 4.55

15년 216,346 10.79 202,693 9.82 195,674 10.23

D E F

결합
결과

5년 388 0.16 - 5,341 - 2.34 - 7,063 - 3.11

10년 54,341 6.40 35,325 4.45 29,312 3.64

15년 267,550 12.67 213,372 10.99 202,441 10.15

2. 損害保險

손해보험에서 分離計定이 거론되는 것은 保險種目間의 危險差異에 의

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손해보험과 장기보험·개인연금보험은 그 性格이

서로 크게 다르며, 또한 保險期間 및 資産運用의 방식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현재는 개인연금에 한해 區分計理制度가 시행되고 있으나, 분리계

정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현재의 구분계리제도가 積立資

産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손보사의 총자산의 운영결과에서 개인연

금자산의 收益率만을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契約者配當 財源을 산출하기

위한 損益管理制度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성보험간에 리스크의 遮斷에 의한 장기연금

자산의 安定性 確保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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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손해보험은 巨大危險에 의한 大規模 損失이 발생되는 경우, 개인연금을

포함한 長期性保險의 잉여금에 의한 補塡 可能性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이

분리계정을 통해 해결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손해보험에서 巨大危險이 발생하는 경우 長期 年金資産의

安定性 確保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특정 손해보험에서 損害率이 악화되는 경우 長期性保險의 수입

보험료가 轉用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金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연금 등 장기성보험에서 발생

하는 손실이 一般損害保險의 引受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위의 세가지 問題點이 統合計定과 分離計定하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고, 분리계정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여건 하에서 도입이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保險種目 및 商品의 選定

보험종목 및 상품은 一般損害保險에서 4종목과 長期損害保險, 個人年

金保險 등 크게 3종류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화재·해상·자동차·특종보험

마이라이프보험(장기상해보험) : 7년만기, 전기월납

노후안심보험(개인연금보험) : 40세가입, 15년월납,

55세 연금개시(10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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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分析方法

분석은 保險數理的인 측면과 實際 保險營業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

음과 같은 가정들을 사용하였다.

1) 分析期間 과 分析金額

분석기간은 新契約이 매년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0년을 分析期間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각 기말의 剩餘金額

(자산－준비금)이며, 1년말 經過保險料를 1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환

산금액이다.

2) 種目別 商品 의 比重

분석대상기간의 1차년도에는 FY'95의 商品別 收入保險料 比重을 적용

하여 현재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별 運營形態를 반영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비중을 사용하였다.

(단위 : %)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장기 개인연금

5.71 5.48 45.28 8.20 28.70 6.63

3) 新契約

손해보험의 분석에서는 매년 新契約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과거의 成長趨勢를 반영하기 위하여 차년도에 유입되는 신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17년간의 保險種目別 年平均增加率을 적용하였으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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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경우에는 판매이후의 月平均 增加率을 적용하였다. 이 증가율

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장기 개인연금

14.5 11.0 25.1 16.1 31.2 6.1

4) 損害率

손해율의 경우에는 發生損害率의 確率分布를 예측하여 모델에 반영하

여야 하나, 분석을 단순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거

10년 平均 實績損害率과 豫定損害率 2가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실적손해

율의 경우에는 손해율의 급격한 변동추세를 완화시키고자 과거의 料率調

整과 制度改善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과거 10년간의 평균 실적손해

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에서는 과거의 실적손해율하에서

保險營業損失이 발생하는 경우와 豫定損害率의 적용에 따라 保險營業利

益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損保社의 剩餘金 變化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단위 : %)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실제율 44.8 42.7 30.6 29.3 90.2 22.1 60.7 30.9

예정율 51.4 43.6 60.7 34.3 72.6 25.9 58.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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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資産運用 收益率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의 변동폭은 과거 ' 82∼ ' 95년동안의 실제

자산운용수익률에 기초하여 8%∼12%범위의 資産運用收益率을 적용하였

으며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수익률은 10%를 사용하였다.

6) 解約率

해약은 長期性保險과 個人年金保險에서 3차년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3년만기 月納基準의 長期損害保險의 경우 36회차에서의

失效解約率이 60%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2,3차년도에서의 해약율은 초년

도 해약율의 1/3을 적용하였다.

다. 分析結果

앞에서 가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損害率의 適用形態, 資産運用收益率의

變化에 따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위 2가지 항목의 변화에 따

른 결과분석시, 어느 特定項目이 변화할 때, 다른 항목들은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값을 적용하였다.

구분 자산수익율 초년도 해약율 결합비중

기준 10%
장기손해보험 : 35%

개인연금보험 : 35%

FY 95 보험종목의

수입보험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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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損害率의 適 用形態에 의한 分析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은 豫測이 불가능하여 不確定的인 性格을 가

지기 때문에 發生損害率의 確率分布를 예측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實績損害率과 豫定損害率 2가

지를 가정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배경은 향후 價格自由化의 진전에 따른 시장경쟁 하에서는 손해

율은 실적치와 예정치와의 조정을 통해서 保險料率의 原價라고 할 수 있

는 豫定率에 수렴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성보

험에 대한 計定間의 分離效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Ⅴ

-7>은 FY'95 보험종목별 비중하에서 資産運用收益率 11%, 初年度 解約率

을 35%로 가정하여 20년 동안의 剩餘金의 발생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일반손해보험에서는 과거의 실적손해율 평균을 전제

로 하였기 때문에 自動車保險에서는 손해율 악화에 따른 대규모의 손실

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에서 발생한

陽의 剩餘金은 長期性保險의 負의 잉여금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물론 장

기성 보험이 보험영업상의 현금흐름에는 일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

지만 자동차보험에 의해 감소된 一般損害保險의 剩餘金 合計額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보험종목별 비중이 감안되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一般損害保險의 剩餘金은 116원, 長期性保險에서는 -1,762원이 산출되었

다. 기초잉여금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전 종목의 잉여금 합계는 -1,646원

이 된다. 그러나 개인연금보험만에 대해 분리계정이 운영되는 경우 27원

의 이익은 개인연금계약자의 利差配當 등으로 환원되는 반면 장기손해보

험을 포함한 長期性保險 전체를 일반손해보험과 분리시킨다면 일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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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의 잉여금은 116원이라는 陽의 剩餘金이 발생하게 된다.

<표 Ⅴ -7 > 實績損 害率 假定하의 運用 結果

(단위: 원)

구 분 5년 10년 15년 20년

일반손해보험 화재 316 622 1,225 2,410

해상 704 1,187 2,000 3,370

자동차 -1,539 -4,715 -14,446 -44,261

특종 635 942 1,396 2,071

계 116 -1,964 -9,825 -36,4 10

장기성보험 장기손해

(마이라이프)
-1,789 -5,910 -20,493 -72,502

개인연금

(노후안심)
27 -515 -2,560 -7,334

계 -1,762 -6,425 -23,053 -79,836

통합

운용

결과

기 초

잉여

비고려

전종목 -1,646 -8,388 -32,878 -116,246

개인연금제외 -1,673 -7,874 -30,318 -108,912
장기성보험제외 116 -1,964 -9,825 -36,410

기 초

잉 여

고려

전종목 438 -5,034 -27,475 -107,545

개인연금제외 410 -4,519 -24,914 -100,210
장기성보험제외 2,200 1,391 -4,422 -27,709

이점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期初剩餘金을 가정한 경우에 더욱 명확

하게 나타난다. 사업초기에 설정되는 資本金을 8,000원31)이라고 하면, 손

보사의 危險保有限度는 資本金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손

해보험 4종목에서의 收入保險料는 40,000원이 된다. 이와 같이 초기 잉여

31) 일반손해보험 4종목의 수입보험료를 각각 10,000원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전

체 수입보험료는 40,000원이 되며 보유보험료는 계약자잉여금의 5배를 초과

할 수 없으므로 기초잉여금은 1/5수준인 8,000원으로 산출된다.

- 81 -



금을 설정한 이유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과의 剩餘金減少 效

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8,000원을 가산한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잉

여금이 장기성보험의 손실에 의해 감소되는 경우, 결국 일반손해보험의

保有限度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기초잉여금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統合計定 하에서는 438원의

잉여금이 발생되는 반면, 個人年金에 대해서 분리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

는 410원, 개인연금과 장기손해보험 전체를 일반손해보험과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손해보험에서 2,200원의 剩餘金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2,2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위험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손해보험의 損害率을 豫定率로 가정하고 시뮬레이

션을 하게 되면 <표 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명확해진다. 손해율

이 예정율로 접근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에서는 전 종목이 陽의 剩餘金

이 발생되는 반면 장기성보험에서는 負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일반손해보

험에서의 利益發生效果를 상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손해보

험과 장기성보험에 계정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서 기초잉여금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손해보험에서의 陽의 剩餘金이

長期性保險의 損失을 보전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만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전체 잉여금의 규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장기손해보험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計

定間의 分離效果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성보험

에 분리계정이 도입된다면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장기성보험으로의 손실보

전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잉여금의 증가분 만큼 危險保有限度가 확대되

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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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8> 豫定損 害率 假定하의 運用 結果

(단위: 원)
구 분 5년 10년 15년 20년

일반손해보험 화재 179 352 693 1363

해상 158 266 447 754

자동차 3,090 9,468 29,008 88,879

특종 481 714 1,059 1,570

계 3,908 10,799 31,207 92,566

장기성보험 장기손해

(마이라이프)
-1,789 -5,910 -20,493 -72,502

개인연금

(노후안심)
27 -515 -2,560 -7,334

계 -1,762 -6,425 -23,053 -79,836

통합

운용

결과

기초

잉여

비고려

전종목 2,146 4,374 8,153 12,730

개인연금제외 2,118 4,889 10,714 20,065

장기성보험제외 3,908 10,799 31,207 92,566

기초

잉여

고려

전종목 4,229 7,729 13,556 21,432

개인연금제외 4,201 8,244 16,116 28,766

장기성보험제외 5,991 14,154 36,609 101,268

2) 資産運用 收益率 變化에 따른 分 析

長期性保險은 자산운용수익률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성보험의 計定間 分離에 따른 효과는 資産運用收益

率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운용수익율이 변화함에 따라 나

타나는 결과를 統合運用되는 경우와 計定間 分離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마이라이프보험은 金融型商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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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利利率이 優待金利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2.0%, 1∼2년미만은 우대금리－1.0%, 2∼3년미만은 우대금리, 3년

이상은 우대금리＋1.0%로 부리되고 있다. 반면, 개인연금의 準備金 附利

利率은 定期預金金利의 125%로 설정되어 있으나, 解止還給金 適用 附利

利率의 경우 5년미만은 정기예금금리, 8년미만은 정기예금금리의 110%,

10년미만은 120%, 10년이상은 125%로서 經過期間別로 차등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먼저 자산운용수익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해 보

면 다음의 <표 Ⅴ-9>와 같다. 資産運用收益率이 11%로 상승하는 경우 일

반손해보험에서는 잉여금의 규모가 커진 반면,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전 기

간동안 大規模의 損失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개인연금보험은 초년도에는

이익을 시현하였으나 15년이후부터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손해보

험의 경우 準備金 附利利率이 높고, 계약기간이 비교적 短期인데 비해 신

계약의 유입에 따른 事業費와 滿期保險金 支出에 기인하여 負의 剩餘金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손해율의 가정하에서 5년에서 10년시점까

지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일반손해보험의 陽의 잉여금이 장

기손해보험의 손실을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잉여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보험 전 종목이 통합되어 운

영된 결과는 492원∼72,766원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計定間의 分離運

營制度를 채택하는 경우 개인연금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연금에서 발

생디는 利益과 損失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長期性保險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計定間의 分

離效果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손실의 규모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 기초잉

여금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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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보험에 대해 계정간 분리가 실시되는 경우 20년 시점을 제외하고는

陽의 剩餘金이 발생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

에서는 統合運營되는 경우에 損失補塡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危險保有

限度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표 Ⅴ -9 > 資産運用 收益率 上昇時의 運 用結果

(단위: 원)

구 분 자산운용수익율(10%→11%) 자산운용수익율(10%→12%)

5년 10년 15년 20년 5년 10년 15년 20년

일반

손해

보험

화재 333 655 1,288 2,535 349 686 1,351 2,659

해상 723 1,218 2,052 3,459 741 1,249 2,105 3,548

자동차 -1,120 -3,433 -10,518 -32,226 -692 -2,121 -6,498 -19,911

특종 686 1,017 1,508 2,237 737 1,093 1,621 2,404

계 621 -543 -5,669 -23,996 1,135 908 -1,421 -11,301

장기성

보험

장기손해

(마이라이프)
-1,241 -3,862 -13,523 -47,777 -687 -1,779 -6,437 -22,637

개인연금

(노후안심)
128 139 -172 -994 230 822 2,397 6,100

계 -1,113 -3,723 -13,695 -48,771 -457 -957 -4,040 -16,537

통

합

운

용

결

과

기초

잉여

비

고려

전종목 -492 -4,266 -19,364 -72,766 679 -50 -5,461 -27,838

개인연금

제외

-620 -4,406 -19,192 -71,773 448 -871 -946 -9,607

장기성보험

제외

621 -543 -5,669 -23,996 1,135 908 -7,858 -33,937

기초

잉여

고려

전종목 1,687 -594 -13,176 -62,339 2,958 3,968 1,619 -15,361

개인연금

제외

1,559 -732 -13,004 -61,345 2,727 3,146 -779 -21,461

장기성보험

제외

2,800 3,120 520 -13,568 3,415 4,925 5,659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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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運用收益率이 12%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보험에서 분석

기간내내 陽의 剩餘金을 시현하고 있고, 일반손해보험에서도 일정기간 이

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손실의 규모가 대폭 감

소되었으나 아직도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計定間 分離效果는 기초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다는 기초잉여금을 고려한 경우에 명확

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 보험종목에 대한 統合運營結果는 20년 경과시

점을 제외하고는 陽의 剩餘金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장기성보험 전체에

대해 계정간의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분석기간동안 陽의 剩餘

金이 시현되고 있다.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은 個人年金保

險에서 전 분석기간동안 발생한 陽의 剩餘金에 대한 것이다. 계약자의 입

장에서 개인연금보험에서 발생된 이익은 개인연금보험 계약자에게 還元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利差配當에 의한 契約者 還元制度가 존

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결과에 의해 개인연금보험에서

발생된 陽의 剩餘金의 規模가 縮小되거나 利益이 轉嫁된다면 계약자에

대한 불공평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장기손해보험에는 契約者

配當制度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공평성의 문제는 제

기되지 않고 있으나, 타금융권과의 경쟁측면에서 商品競爭力을 저하시키

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한편, 향후 자산운용수익율이 金利引下 趨勢에 따라 8%∼9%로 낮아

지는 경우에 분석된 결과는 다음의 <표 Ⅴ-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성보험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

히 長期性保險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損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장기손

해보험의 손실규모는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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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離計定制度가 도입되는 경우 경영상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되는 個人年金損害保險을

대상으로 먼저 분리계정 제도를 도입하고, 長期損害保險에 대해서는 손보

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段階的 漸進的으로 도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표 Ⅴ -10> 資 産運用收益率 下 落時의 運用結果

(단위: 원)

구 분 자산운용수익율(10%→9%) 자산운용수익율(10%→8%)

5년 10년 15년 20년 5년 10년 15년 20년

일반

손해

보험

화재 300 590 1,161 2,285 283 557 1,096 2,158

해상 686 1,156 1,948 3,282 668 1,125 1,896 3,195

자동차 -1,957 -5,997 -18,375 -56,300 -2,376 -7,280 -22,306 -68,345

특종 585 867 1,285 1,906 535 793 1,176 1,743

계 -387 -3,384 -13,981 -48,827 -890 -4,805 -18,138 -61,249

장기성

보험

장기손해

(마이라이프)
-2,331 -7,923 -27,350 -96,823 -2,867 -9,903 -34,097 -120,753

개인연금

(노후안심)
-72 -1,141 -4,783 -13,007 -170 -1,742 -6,853 -18,090

계 -2,403 -9,064 -32,133 -109,830 -3,037 -11,645 -40,950 -138,843

통

합

운

용

결

과

기초

잉여

비

고려

전종목 -2,790 -12,449 -46,114 -158,658 -3,927 -16,451 -59,087 -200,092

개인연금

제외

-2,718 -11,308 -41,331 -145,650 -3,757 -14,708 -52,235 -182,002

장기성보험

제외

-387 -3,384 -13,981 -48,827 -890 -4,805 -18,138 -61,249

기초

잉여

고려

전종목 800 -9,387 -41,403 -151,409 -2,027 -16,658 -54,985 -194,063

개인연금

제외

-728 -8,246 -36,620 -138,402 -1,857 -11,916 -48,132 -175,973

장기성보험

제외

1,603 -323 -9,270 -41,578 1,010 -2,013 -14,035 -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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