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分離計定制度의 細部 導入方案

1. 部門別 導入方案

앞 장의 분석에 의하면 分離計定 導入에 대한 效果는 생 손보별로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生命保險의 利率保證附商品들의 경우에

는 현재 資産運用收益率과 保證利率과의 차이 및 解約率 등을 고려하여

야 하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分離計定制度의 전면

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의 分離計定

制度 導入問題는 완전한 實績配當附 商品의 도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損害保險의 경우에는 생명보험보다는 분리계정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長期性保險에 대한 분리계정의 도입은 현재

손보업계의 經營狀態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段階的 漸進的인 도입

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경우 金利引下

趨勢와 資産運用收益率의 변화 및 손보사의 流動性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생 손보별로 분리계정 도입에 대한 구제적이

고 細部的인 導入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生命保險

利率保證附 商品의 경우 분리계정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區分計理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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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계약자간 衡平性, 資産運用 差異의 문제 등이 어느 정도는 해

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實績配當附 商品은 분리계정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실적배당부 상품은 投資收益을 市場價格으로 평가하여

여 하나, 一般計定의 會計原則으로는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타금융권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이 자유로와야 하는 반면

일반계정에 대한 資産運用規制에서는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實績配當附商品과 利率保證商品 등을 구분하여 분리

계정 도입방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實績配當 附 商品

자산운용규제가 상당폭 완화되고 資産에 대한 時價評價가 허용되는

분리계정하의 實績配當附商品(이하에서는 변액보험)의 導入은 투자신탁회

사 등 타업계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아 왔다. 동 상품의 경우 타금융권

에서는 이를 類似投資信託, 投資信託式 生命保險, 生命保險附 投資信託이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 상품은 계정을 분리하여 자산을 운용하

고 그 성과를 市場價格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투자신탁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投資信託은 3년내지 5년의 비교적 단기의 계약인 반면 變額保險

은 장기의 생명보험계약이다.

둘째,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계약이므로 死亡事故에 대하여 積立金 또는

旣納入保險料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보험금으로서 지급된다.

셋째, 투자신탁에는 元金保證이 전혀 없는 것에 비하여 변액보험에서

는 死亡保險金에 관한 한 基本保險金額이 보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이 보험상품인지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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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證券投資信託과의 類似性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운용의 형태에서 보면, 변

액보험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有價證券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에 의해 고객의 持分을 증감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투자신탁과

유사하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증권투자신탁은 契約者의 持分으로서 均等

比率(1구좌당)의 기준가액을 산출하고 기준가액과 구좌수에 의한 관리를

하며, 계약자의 납입금액은 單位型에서는 1회에 한하고, 追加型에서도 추

가투자의 여부는 계약자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변액보험

은 보험료 납입이 義務化되어 있는 月納契約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각

자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각각의 지분을 가진 契約單位의

集合體로서 기본적으로 체증하는 성격을 가진 開放的인 計定이다. 또한

변액보험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나타나는 폐쇄(closed)기간 및 펀드의

수렴규정 등 펀드운용의 適正 規模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부각시켜 타 업계를 납득시키기는 상당히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變額保險이 도입된 경우를 보더라도 미

국은 SEC의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은 證券監督機關으로부

터 규제는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입당시 투자신탁업계의 협조가 있었

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特別計定에 대한 優先辨濟權 條項이 적용

되는 가도 불분명해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분리계정의 성격도 다소 희석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생명보험의 實績配當附保險은 어느 정도 신탁의 성격이 존재하

지만 엄밀히 말해 信託商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계정을

도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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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로 信託의 性格이 상당히 약한 실적배당부상품이 가능한 가에 관

한 것이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持分權과 優先辨濟權이다. 우선변제권

이 없더라도 일반계정하에서 완전한 區分計理方法으로 지분권을 어느 정

도 확보할 수 있어, 契約者에 대한 配當을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특히 資産運用 및 實績評價 등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법적으로는 신

탁의 성격이 작은 분리계정 하의 상품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상품이 市場性이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분리계정을 전제로 한 실적배당부 상품의 市場性 推定에 대

한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은행 투신에 從退保險을 허용하는 대신 생보

사에 實績配當附商品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 도입된 변액보험의 시장규모가 작다면 도입에 따른 효

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적배당부상품이 도입되는 경우의 市

場規模를 예측해 봄으로써 도입시의 효과와 도입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變額保險이 도입되는 경우의 市場規模를 추정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액보험은 대부분이 有價證券, 특히 주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동 상품에 대한 수요는 個人別 金融資産의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GNP와 金融聯關比率

간의 관계, 개인금융자산중 각 부문별 비중에 의해 個人金融資産 規模,

개인의 保險 및 年金資産 規模를 추정하고, 미국, 일본에서의 개인의 보

험 및 연금자산 대비 변액보험 비중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가정

하여 變額保險 市場規模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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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현재 金融聯關比率을 비교한 <표 Ⅵ-1>에 따르면 한국은 5.26%

로서 미국의 7.2%, 일본의 8.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3개국 모두

금융연관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6∼2000년의 금융연관비

율을 예측하기 위해 ' 80∼ 95년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 즉,

' 80∼ 95년의 평균증가율인 3.59%(한국), 2.75%(미국), 3.80%(일본)로 향후

에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00년도의 한국에서의 金融聯關比

率은 6.27%로 예측된다.

<표 Ⅵ -1> 韓 美 日 金融聯 關比率의 年度別 推 移 및 豫測

(단위 : %)

구분 ' 80 ' 85 '90 '95 '96(e) '97(e) 2000(e)

한국 3.10 3.99 4.02 5.26 5.45 5.64 6.27

미국 4.8 5.6 6.2 7.2 7.4 7.6 8.2

일본 4.8 5.9 8.2 8.4 8.7 9.1 10.1

주 : 금융연관비율은 국내금융자산총액 / 경상GNP임.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일본은행,『경제통계월보』

금융자산총액중 個人金融資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Ⅵ-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25.55%, 일본 27.78%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

은 40.9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個人金融資産의 運用現況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정기성예금

등의 비중이 개인금융자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9.22%로 낮은 상황이다. 개인의 有價證券 資産은 한국이 22.06%로 미국

의 33.11%보다 낮지만, 일본의 13.88%보다 높다. 保險 및 年金의 資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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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7.47%로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보아 한국의 경우 안정성있는 定期性預金 등에 개

인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주식을 비롯한 有價證券에도 개인금융자

산의 상당부분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潛在

需要者 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Ⅵ -2 > 韓 美 日 個人金融 資産의 運用狀況 ('91∼ 95년 평균 )

(단위: %)

구분
개인금융자산/

국내금융자산총액

현금,
통화성예금

정기성

예금 등

보험,
연금

유가

증권 주식

한국 25.55 3.90 49.90 17.47 22.06 8.59

미국 40.98 3.77 19.22 27.49 33.11 18.16

일본 27.78 9.54 52.84 23.74 13.88 6.80

주 : 상기 비율은 개인금융자산대비 비율임.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각호

일본은행,『국제통계비교』

한국의 1996∼2000년 동안의 개인금융자산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GNP의 추정이 필요하다. <표 Ⅵ-3>에서 보는 바와 같이 GNP의 추정은

KDI가 예측한 향후 5년간의 年間 經濟成長率을 통하여 행하였다. 즉,

1996년 GNP는 3,726천억원(3,482천억원×(1＋0.070))으로 추정되었다. 그리

고 앞에서 추정한 금융연관비율과 GNP를 가지고 국내금융자산총액＝경

상GNP×금융연관비율의 수식을 통하여 年度別 金融資産總額(1996년 :

20,305천억원＝3,726천억원×5.45)을 추정하였다. 또한 국내금융자산총액

대비 개인금융자산총액 비율, 개인금융자산의 운용처별 배분비율이 최근

5년간의 추세가 향후 5년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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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있는 최근 5년간 평균비율을 이용하여 개인금융자산총액, 개인

의 운용처별 금융자산규모를 추정하였다. 1996년 個人金融資産總額은

5,187천억원(20,305천억원×25.55%)이 되고, 個人의 保險 및 年金 資産은

906천억원(5,187천억원×17.47%), 有價證券 資産은 1,144천억원(5,187천억

원×22.06%)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1996∼2000년의 개인금융자산규모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Ⅵ-3>과 같다.

<표 Ⅵ -3 > 우리나라 의 個人金融資産 規 模 推定 (1996∼ 2000년 )

(단위 : 천억원)

구분 GNP
금융

연관

비율

국내금융

자산총액

개인금융

자산총액

현금,
통화성

예금

정기성

예금등

보험,
연금

유가

증권 주식

1995 3,482 5.26 18,321 4,659 180 2,499 789 941 335

1996 3,726 5.45 20,305 5,187 202 2,588 906 1,144 445

1997 3,965 5.64 22,381 5,718 223 2,853 999 1,261 491

1998 4,218 5.85 24,668 6,302 246 3,144 1,101 1,390 541

1999 4,488 6.06 27,189 6,946 271 3,465 1,213 1,532 596

2000 4,776 6.27 29,968 7,656 298 3,820 1,337 1,688 657

주 : GNP추정시 사용되는 경제성장률은 '96에는 7.0%, 그 이후에는 6.4%를

적용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일본은행,『국제통계비교』

다음은 향후 變額保險이 도입되었을 때 변액보험으로 유입될 수 있는

金融資産의 規模를 예측해 보겠다.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 변액보험이 이

미 도입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變額保險 資産規模와 販賣比重을 분석

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 도입시의 市場規模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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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Ⅵ-4>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Ⅵ -4 > 美 日의 變額保險 比重 年 度別 推移 (資産 基準 )

(단위: 억불, 억엔, %)

구분

미국 일본

분리계정
자산

개인의
보험 및
연금자산

분리계정
자산비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

개인의
보험 및
연금자산

변액보험
자산의
비중

1980 358 10,464 3.42 - - -

1981 441 11,542 3.82 - - -

1982 573 13,024 4.40 - - -

1983 679 14,713 4.61 - - -

1984 697 19,443 3.58 - - -

1985 881 22,486 3.92 - - -
1986 1,086 25,885 4.20 - - -
1987 1,121 27,058 4.14 11,796 1,228,880 0.96
1988 1,243 29,840 4.17 13,988 1,464,290 0.96
1989 1,462 35,064 4.17 19,760 1,717,190 1.15
1990 1,598 36,864 4.33 26,585 1,941,000 1.37
1991 2,050 40,611 5.05 22,180 2,131,770 1.04
1992 2,405 44,881 5.36 20,240 2,343,090 0.86
1993 3,131 49,398 6.34 19,105 2,577,260 0.74
1994 3,501 51,961 6.74 16,145 2,793,510 0.58
1995 4,606 59,813 7.70 16,607 2,993,680 0.55

평균 - - 4.75 - - 0.91

자료 :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Fact Book』, 연도별 각호

A.M.Best Company, 『Best s Aggregates & Averages』, 1995
일본 손해보험협회,『Fact Book』, 연도별 각호

' 86년 10월 변액보험이 도입된 바 있는 日本에서의 個人의 保險 및 年

金資産 對比 變額保險 特別計定資産 比率은 0.91%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개인의 보험 및 연금자산 대비 생보사 분리계정자산 비율의 평

균치는 4.75%로 나타났으나, 여기에는 변액보험이외에 企業保險 및 年金

- 95 -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변액보험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準備金 比

重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 생보사의 준비금중 개인보험 준비금 비중

의 평균치는 31.43%이므로, 이 비중이 分離計定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

면, 개인의 보험 및 연금자산 대비 변액보험의 비율은 1.49%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의 <표 Ⅵ-2>에서 본 바와 같이 변액보험 시장의 기반이 되는 개인

의 有價證券 投資資産 比重은 22.06%로 일본보다는 높으나 미국보다 낮

은 상태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도입시, 우리나라의 개인의 보험 및 연금

자산 대비 변액보험의 비중은 일본의 0.91%와 미국의 1.49% 사이에 존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액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91%∼

1.49%범위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 2000년에 변액보험에 유입될 수 있

는 개인의 潛在金融資産 規模는 <표 Ⅵ-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2,174

∼19,9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Ⅵ -5 > 變額保險에의 流 入可能한 個人金 融資産 規模 豫測

(단위: 억원)

구분 보험 및 연금
변액보험

최저 최고

1997 999,072 9,092 14,886

1998 1,101,174 10,020 16,407

1999 1,213,712 11,045 18,084

2000 1,337,750 12,174 19,932

주 : 투자수익증권 추정시, 유가증권 비중의 91∼ 95년 평균치인 41.43%가 96∼2000년

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함.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에 유입되는 금융자산의 규모

는 資産基準으로 추정한 수치로서 이를 收入保險料 基準으로 파악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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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에 대한 정

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자산에서의 비중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 가정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變額保險 收入保險料 比重은 일본과

미국의 자산평균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收入保

險料는 0.91%∼1.49%의 점유율을 보이게 된다. 또한 수입보험료는 ' 91∼

' 95년 동안의 개인보험부문 수입보험료의 5년 평균증가율인 18.1%를 이

용하여 예측하였다. 그 결과 <표 Ⅵ-6>에서 보는 바와 같이 ' 97년도에 유

입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0.91%∼1.49%인 2,955억

원∼4,838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는 4,867억원∼7,9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 -6> 變額保險에 의 流入可能한 收入 保險料 規模 豫測

(단위 : 억원)

구분 수입보험료
변액보험

최저 최고

1997 324,700 2,955 4,838

1998 383,471 3,490 5,714

1999 452,879 4,121 6,748

2000 534,850 4,867 7,969

<표 Ⅵ-6>에서 예측해 본 바와 같이 변액보험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0.91%∼1.49%의 市場占有率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기대만

큼 크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도입의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實績配當附商品의 도입은 實績配當의 개념과

資産運用리스크의 轉嫁측면에서 생보업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반계정에서의 엄격한 資産運用規制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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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수익성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資本市場이 沈滯되는 경우의

투자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 특히 高收益 金利連動型商品에 대한 수요의 상당부분이 實績配當附商

品으로 흡수되는 경우에는 타금융권으로의 資金離脫을 방지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적배당부상품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分離計定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리계정자산의 실적배

당의 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식 등에의 集中投資나 危險度가 매우 높

은 자산에 투자하는 등 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분리계정의 설정은 바

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高危險資産에의 투자에 따른 결과로 變額

保險의 정착에 실패한 바 있는 日本의 經驗을 감안하여 도입초기에는 공

사채, 대출 등 안정적인 投資成果를 확보하는 것을 운용방침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利率保證 附 商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變額保險의 市場規模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

지 않고 있고 변액보험 자체가 가진 長 短點32) 때문에 도입이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특히 危險에 대한 認知度가 낮은 국민의 성향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實績配當附 保險商品의 판매는 일본에서와 마찬

32) 變額保險의 長點으로는 實績配當에 의한 高金利 需要에 부응, 인플레이션 헷

지에 따른 實質價値 保全 및 타금융권에 대한 競爭力 提高를 들 수 있으며,

否定的인 측면으로는 소비자의 리스크 부담 증가, 高收益을 목표로 高危險資

産에 集中投資함에 따른 財務不健全性 초래, 수익율의 하락시 大量解約의 發

生 可能性과 販賣 運用擔當者 確保 및 電算시스템 構築을 위하여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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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어느 정도 市

場實勢金利를 반영해서 수익율을 제시하되 그 최저치를 보증하고 投資收

益을 완전히 계약자에 분배하지 않는 상품들의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

다. 이를 위해서는 貯蓄과 保障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

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품에 대상으로 분리계정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동 상품의

範疇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는 상품의 높은 彈力性과 實勢金利를

반영하는 유니버셜보험과 金利引下 趨勢에 따라 생보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노후복지연금보험이나 새가정복지보험과 같은 金利連動型商品

등이 그 주요대상이 된다.

유니버셜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貯蓄과 保障을 分離(unbundlin

g)33)시켰다는 점이며 이외에도 保險金額의 增減이 용이하고 보험료 지급

및 납입에 대한 便利性이 존재하며 동시에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高收益

性 商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변액보험과 같

은 실적배당형상품보다는 유니버셜상품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되

므로 지속적인 상품개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니버셜보

험의 도입을 검토할 때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현행 金利連動型商品에서의 積立利率의 算出, 보험료 및 보험금의 彈力的

運營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3) 유니버셜보험은「定期保險을 구입하고 投資는 다른 곳에 하자」는 취지를

하나의 保險契約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상품이다. 즉 保障機能 貯蓄機能 事

業費라는 생명보험상품의 3가지 요소를 각각 분리해서 하나의 상품을 구성

하고 있다. 따라서 保險料를 분해하고 분해한 각 부분을 그 機能에 따라 獨

立的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유니버셜보험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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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생보사 판매상품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金利連動型商品은

회사에 대한 利益寄與度가 낮고 支給餘力 側面에서 회사에 경영상의 부

담을 초래한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이 고수

익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 금융상품과의 競爭

및 收支差 財源을 마련하기 위한 cash flow 위주의 경영방식에 의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金利連動型商品에 대한 금리

리스크를 예상하여 판매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험사의 여건상 이러한 판매규모의 축소가 어렵다면,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동시에 높은 資産運用收益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생

명보험상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一般計定과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현행 금리연동형상품의 高金利 需要

를 흡수할 수 있는 실적배당부상품이나 유니버셜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實績配當附商品은 반드시 분리계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金利連動型商品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利

率保證附商品에 대해서는 분리계정을 도입하지 않고, 區分計理制度를 시

행하더라도 자산운용상의 實績配當에 대한 특성과 계약자간의 衡平性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企業性保 險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권별 業務領域調整

과 相互進出方案에 따르면 은행34)과 투신에 세제지원을 통한 從業員退職

積立信託을 허용하되, 생보사에는 實績配當型 保險商品의 판매를 허용하

34) 銀行의 경우 '92.12월말 타 은행의 信託計定에 退職金 積立이 허용되었으며

勤勞者退職積立信託 이라는 상품으로 은행간 교차가입이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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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은행이 종퇴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貸

出機能과 主去來銀行制度를 통하여 형성된 기업에 대한 강한 支配力을

무기로 하여 그동안 높은 성장을 지속해 온 從退保險市場35)을 급속도로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표 Ⅵ-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퇴

보험의 의존도가 높은 新設社와 地方社의 경우에는 종퇴보험의 잠식이

경영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不實한 經營狀態를 더

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표 Ⅵ -7 > 會社別 從 業員退職積立 保險 現況

(단위: 백만원, %)

구 분 종퇴수보 총수보대비 비율 종퇴준비금비율

기존사 1,554,376 9.00 16.1

내국사 276,719 10.58 37.1

합작사 77,404 6.46 30.5

지방사 183,930 12.45 48.2

외국사 1,760 2.76 6.1

합계 2,094,189 9.25 20.3

주 : 총수보대비는 '96년 11월말기준이며 준비금 비율은 '96.9월말 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35) 從退保險 收入保險料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은행이 종퇴보험시장에 진출한

FY'92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27.3%, 56.5%,

47.3%라는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96.11월말 현재 從退保險은 被保險者

기준으로 2,107,239건, 金額으로는 16조 8천억원에 이르며, 收入保險料 기준

으로는 약 2조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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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보업계는 從退保險市場 固守를 위하여 상품경쟁력을 제고시

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분리계정의 도

입을 통하여 종퇴보험상품의 收益性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

다. 현재 종퇴보험의 보험료는 豫定利率 7.5%에 金利差保障率을 합하여

대략 8.5%∼9%선으로 부리되고 있는데, 이 수익율은 투신 등 타금융기관

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제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도 團體保險, 특히 企業

年金에 대해서는 분리계정을 설정하여 일반계정에서의 資産運用 規制를

적용받지 않으며 단체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을 추구함으로써

분리계정 자산의 收益性을 제고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분리계정의

시발은 대학교교원연금보험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厚生年金基金과 新企業年金에 대해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분리계정의 설정을 통해 從退保險을 운영하

고 동시에 實績配當을 통해 수익율을 제고하면 종퇴보험의 市場蠶食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각 보험사는 기존의 統合運營

方式을 채택하거나 또는 계약의 목적과 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計定間

의 分離運營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이다. 더구나 최근 개정된 勞動法에 따라 企業年金保險이 도입되는 경우

에도 보험사가 자유로이 計定間의 分離運營制度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연금에 대한 資産運用의 效率性과 收益性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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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損害保險

손해보험 분야에서 기존의 보험종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個人年金

保險에 대해 計定間 分離運營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공감이 형

성되어 있다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손보사의 현금흐름(cash flow )과 수입보험료 측

면에서 長期性保險이 담당하는 役割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성보험

에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손보업계의 경영여건상 어려운 문제

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長期性保險이 손보사의 경영

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寄與程度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간

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손보사의 損益計算書(P/ L)에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賣出額, 總營業利益, 現金흐름의 3가지 관점에서

각 보험종목별 寄與度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Ⅵ-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賣出額寄與度는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각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自動車保險에 이어 長期損害保險에 대

한 기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향후 個人年金 등의 성장율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보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구성의 원천은 營業利益으로서 保

險營業損益과 投資損益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총영업이익에서 각 종목

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利益寄與度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投資

損益은 각 종목별 책임준비금 비중을 전체 투자손익에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 결과 이익기여도는 海上保險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自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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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保險과 個人年金保險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Ⅵ -8> 損害保險 種目別 寄 與度 分析 (FY'95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장기 개인연금 손보전체

매출액

기여도
수입보험료

6,236

(5.2)

5,990

(5.0)

49,469

(41.6)

8,963

(7.5)

31,338

(26.3)

7,248

(6.1)

118,724

(100.0)

이익

기여도

보험영업손익 - 14 972 - 2,240 575 - 3,514 387 - 4,973

투자손익 141 89 3,201 215 2,718 556 7,764

총영업이익
127

(4.6)

1,061

(38.0)

961

(34.4)

790

(28.3)

- 796

(- 28.5)

943

(33.8)

2,791

(100.0)

현금

흐름

기여도

현금수입
7,236

(5.7)

8,836

(6.9)

49,877

(39.4)

10,106

(7.9)

32,093

(25.3)

7,305

(5.7)

126,480

(100.0)

현금지출
7,125

(6.7)

7,896

(7.4)

44,648

(42.1)

9,000

(8.4)

23,936

(22.5)

2,430

(2.2)

105,922

(100.0)

순현금흐름
111

(0.5)

940

(4.5)

5,229

(25.4)

1,106

(5.3)

8,157

(39.6)

4,875

(23.7)

20,558

(100.0)

주 : 1. 투자손익은 각 종목별 책임준비금 구성비를 전체 투자손익에 감안하

여 산출하였음.
2. 보험영업손익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반영하지 않았음.
3. 현금수입=수입보험료+수입보험금,

현금지출=지급보험료+지급보험금+장기보험환급금+사업비

순현금흐름=현금수입- 현금지출

자료 : 보험감독원,『보험통계연감』, 1995

다음으로는 손보사의 경영에 있어서 投資損益을 제외한 보험영업활동

만을 대상으로 각 종목별 현금흐름에 의한 寄與度를 분석하였다. 보험사

의 純現金흐름은 現金收入에서 現金支出을 차감한 것으로, 보험사의 運營

資金과 流動性에 대한 經營狀態를 나타낸다. 순현금흐름 분석은 앞에서

분석한 會計上의 營業利益이 모두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을 수반하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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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支給準備金의 적립과 같은 非현금흐름 항목

을 제외한 것이다. 그 결과 보험사의 순현금흐름의 측면에서 長期損害保

險 39.6%, 個人年金 23.7%로 장기성보험이 전체의 63.4%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 보험사의 경영, 특히 資金調達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賣出額寄與度는 높은 반

면, 순현금흐름 기여도는 이 보다 작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감

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보사들은 累積赤字 등 악화되어 있는 현재의 재무

상태하에서 경영상의 매출 및 현금흐름상의 기여도가 높은 長期性保險에

대한 분리계정의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입에 대

한 妥當性은 인정되지만 손보업계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分離計定 내지

는 區分計理制度에 대한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계정간 분리정도와 그 시

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長期性保險에 분리계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現實

與件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1) 個人年金 損害保險

최근에 도입된 개인연금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취급해

온 一般損害保險과 상품의 특성이나 보험구조 등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인연금상품은 老後所得 保障을 위한 超長期性 商品

으로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의 支給能力 確保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반 손해보험의 運用資産과는 달리 자산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나

타나고 그 규모도 거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산의 價値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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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收益率 提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연금보험제도에 대해 計定間 分離運營制度가 도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여 區分計理制度를 시행하

고 있지만 동 제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계정과 구분계리제

도의 중간형태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分離計定 本然의 目的과는 차

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에는 ' 95년도의 自動車保險料 現實化에 따라 損害率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과거의 自動車保險이나 保證保險 등 특정종목에서의 손해

율이 악화되는 경우, 동 보험종목의 보험금 지급 및 사업비 지출 등을 위

하여 개인연금 등 長期性保險의 수입보험료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資金의 調達費用이 존재하는 개인연금 자산이 年金 責任準備金에

크게 미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一般損害保險과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

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손해보험에서 巨大災害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賠

償責任保險分野의 장기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장기 연금계약자의 연금

자산에 대한 安定性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가 支給不能에

처하게 되는 경우 保險保證基金에 의한 계약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연금보험 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세째, 契約者剩餘金과 관련하여 위험보유한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현재 일반손해보험종목에 대한 보험료 수입은 自己資本에 非

常危險準備金을 합한 금액대비 5배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 경우 분리

계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장기성보험 등에서 발생한 적자액은 利益剩餘金

을 감소시키게 되어 일반손해보험의 인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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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역마진에 따른 적자규모에 따라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악화시킬수 있는 반면 보험료를 제한하는 支給能力

制度가 없어 危險管理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네째, 현행제도는 자산을 總括的으로 운영한 후 개인연금자산의 수익

률만을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契約者配當 財源을 산출하기 위한 손익관리

제도로서 利差配當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區分計理制度는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많고, 회사

별로 손익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保險紛爭의 소지가 있으며 타금융기관

과의 수익률 경쟁에도 어려움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分離計定의 導入은 개인연금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보험사의 財務構造 充實化를 도모하고 개인연금계약자에 대

한 支給能力을 확보하며, 개인연금 자산이 일반 손해보험의 缺損補塡 등

으로의 대체 내지 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하겠다.

특히 분리계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타금융권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實績配當型商品과는 달리 개인연금손해보험은 현재 보험업법상 특별한

법률적 절차없이도 분리계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

다. 따라서 분리계정 도입시에는 보험종목간 상호보조의 가능성을 방지하

고 위험차단 장치를 강구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되, 현재의 稅制支援 個人

年金損害保險 運營要綱을 분리계정을 운영을 위한 稅制支援 個人年金損

害保險 特別計定 運營要綱으로 개정하여 현행의 기본틀을 유지시키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손해보험에서도 年金拂積立傷害

保險36)이라는 연금보험에 대해 特別計定制度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는 점

36) 同 保險은 1992년 11월에 발매된 年金保險으로서 최장 40년간의 積立後 確

定方式 또는 保證期間附有期方式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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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손해보험에 대한 분리계정 도입에 많은 의

미를 제시해 준다 할 것이다.

분리계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導入時期를

검토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현재 개인연금보험은 현금흐름

기여도가 높아 손보사 경영에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

구나 최근 損害率이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自動車保險의 누

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고, 지속적인 景氣沈滯에 따라 보증보험에

서의 손해율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價格自由化가 본

격적으로 진전되어 價格競爭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연금보험

에 대한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은 손보사들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연금에 대해 분리계정을 도입을 더 이상 늦춘다고

하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事前準備事項으로서 ALM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설비의

정비 그리고 회계, 수리, 투자와 관련된 專門人力의 확보문제 등을 거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개인연금손해보험이 판매된 시점부터 特別計

定 制度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이와 관련한 작업반이 구성되어 기초작업

을 마친 상태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손보업계의 經營現實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연금보험

의 특성상 분리계정의 도입시기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

은 分離計定制度가 조기에 도입되면 될수록, 타 보험종목의 가입자간, 그

리고 분리계정 도입실시 이전과 이후의 가입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衡平

性의 문제를 早期에 해소할 수 있으며 추후 統合運用資産에서 각 자산별

로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費用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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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어 통합운용자산에서 분리되어 운용되면 資産運用收益率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연금수익률을 告示하는 타금융기관과

경쟁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손보사에게 보험시장의 개방에 따른 環境變化에 극복할 수 있도록 經營

體質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시기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되 현재 진전

되고 있는 保險價格自由化의 일정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 97년

4월이 되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요율이 自由料率

化되어 보험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목간의 분

리운영, 특히 위험의 성격이 다른 保險種目間의 分離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個人年金保險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분리계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 長期損害保險

장기손해보험은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의 장점을 취합하여 만든 貯蓄性

商品으로서 FY'95 收入保險料 規模 基準으로 자동차보험(45.9%)의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자산의 비중확대에 따른 長期性保險 자산의

수익성을 도모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計定間의 分離運營이 필

요한 시점이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앞의 절에서 네가지 측면

에서 분리계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개인연금손해보험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利益還元에 대한 配當制度가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 分離計定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區分計理

制度에 의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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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판단된다.

현재 특정 보험종목에서 損害率이 높아지는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수

입보험료가 전용될 가능성이 크며 일반손해보험에서의 巨大損失이 발생

하는 경우에 장기 연금계약자의 滿期還給金 및 準備金에 대한 安定性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사업비와

관련해서 현행 間接事業費의 配分基準이 통일된 기준없이 다르게 적용되

고 있어 일반 손해보험의 영업을 위한 支援資金으로 이용되는 등 제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반손해보험종목에서의 대규모

保險營業損失은 주로 비합리적인 保險料率의 책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

에 豫定危險率과 事業費率에 의한 料率調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장기손해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종목간 營業損益의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事業費 配分이 필수적이므로 통일적인 배

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이와 관련된 문제는 保險價格自由化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해

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 97년 4월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基本保險料

와 장기보험의 豫定利子率 및 豫定事業費率을 제외한 전 종목의 보험요

율이 自由化로 이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특

정 보험종목이 손해율이 악화된 일부 종목을 보조하는 현상은 점차 해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시장에 市場競爭原理가 도입되면 각 종목별

로 가격과 서비스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保險種目別 營業成果 및 損

益把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保險料率의 과학적인 산출과 事業費

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보험종목간

손실보조 내지는 자의적인 사업비 배분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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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綜合金融化의 진전과 소비자

의 高金利 選好意識에 부합하여 상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契約者配當에

의한 利益還元制度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無配當長期保險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격결정이 생명보험과 유사하여 豫定危險率과 豫

定利率의 예측이 실제치와 괴리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손

해보험에서는 事後精算의 개념인 계약자배당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결정구조상 생명보험과 동일한 配當根據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配當還元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區分計理制度의 시행과 동시에 장기손해보험에 契約者配當制度

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의 積立型保險은 우리나라의 장기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판

매시기와 상품개발배경이 유사하다. 즉 보험기간의 長期化와 滿期還給金

制度의 도입을 통하여 事業費의 輕減을 도모하고 消滅的 性格의 보험에

대한 거부반응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積立型保險을 판매하기 시작하

였던 것이다. 동 보험의 주된 특징은 적립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험기간,

만기환급금,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기간중의 貸出制度가 운영되었고 보

험회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소비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손해보험

의 主力商品이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판매초기부터 區分計理에 의해 配當制度

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다음의 <표 Ⅵ-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립형상품의 자산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을 안전하고 유

리하게 운용하여 적정한 契約者配當을 실현하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요과

제로 대두된 바 있다.37) 이에 따라 적립형상품의 자산을 다른 일반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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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자산과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保險審議會에서 제기되었

고,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 86년부터 손보사들은 積立型 基

本特約附商品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적립형상품을 판매하게 되

었다.

<표 Ⅵ -9 > 日本의 積立型 保險 年度別 推移

(단위: %)

구분 ' 85 ' 86 ' 87 '88 ' 89 '90 '91 '92 '93

원수보험료 대비

적립보험료
30.9 42.6 36.3 39.5 37.1 34.5 33.0 30.9 32.4

총자산 대비

적립자산
37.5 45.6 48.4 51.2 51.8 52.8 52.5 53.2 53.5

자료 : 일본 손해보험협회,『Fact Book』, 연도별 각호

따라서 우리나라의 長期損害保險에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시

기와 여건에 대한 문제를 日本의 事情과 연계시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의 우리나라 損害保險 主要指標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표

Ⅵ-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본에서는 20년가까이 판매해 온 積立型保

險에 대해 특별계정을 설치된 1986년 전후의 시기와 우리나라에서 장기

성보험 자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개인연금보험이 도입되었던 시기인

' 93, ' 94, '95년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

37) 積立型保險의 契約者配當은 보험기간중의 運用利回率과 豫定利率사이에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차액부분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死差, 利差, 費差 등 3利源別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생보와는 달리 기본적으

로 積立保險料 部分의 利差配當만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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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原受保險料 대비 積立保險料 比率, 總資産 대비 長期性資産 比

率 등의 측면에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소 늦은 측면

도 없지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개인연금 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에 대

해 分離計定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Ⅵ -10> 韓 日의 長期性 保險 主要指標 比較

(단위: %)

구 분
원수손해보

험료 / GNP
장기성보험료

/ GNP
장기성보험

자산 / GNP
장기성보험료

/ 원수보험료

장기성자산

/손보총자산

일

본

' 85 1.78 0.55 1.40 30.9 37.5

' 86 2.20 0.94 2.02 42.6 45.6

' 87 1.99 0.72 2.38 36.3 48.4

한

국

'92 2.42 0.72 0.78 29.92 34.8

'93 2.55 0.75 0.78 29.36 32.4

'94 2.74 0.78 0.81 28.36 32.5

'95 3.14 1.08 1.17 34.56 39.5

주 : 1.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일본은 국내총생산 기준임.
2. 우리나라의 손보총자산 대비 장기성자산은 손보전체 계약준비금

대비 개인연금을 포함한 장기성보험의 준비금 비율임.
자료 : 일본 보험연구소,『Insurance』, 손보판, 각호

보험감독원,『보험통계연감』, 1995

다만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 점은 일본에서 積立型保險에 특별계정

제도를 도입한 시점에는 손보업계에 있어서 累積赤字가 없었으며, 매년

當期純利益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보험종목(주로 航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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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 賠償責任保險)에서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적립형보험을 제외한 일

반 손해보험에서의 保險營業利益率인 營業收支 殘高率은 다음의 <표 Ⅵ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4%, 8.3%, 11.4% 이상의 이익을 시현하고 있

었다. 적립형보험을 감안한 原受收入保險料 대비 事業損益은 동 기간 동

안 최저 1.7%에서 최고 4.5%의 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이점은 최근 손해

율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自動車保險에서의 누적적자로 재무상태

가 악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Ⅵ -11> 日本의 決算損 益 推移 ('84∼ '87)

(단위 : 억엔)

구 분 ' 84 ' 85 ' 86 ' 87

正味收入保險料 37,454 39,903 41,780 43,652

營業收支殘高
2,785

(7.4%)

3,322

(8.3%)

4,752

(11.4%)

6,009

(13.8%)

事業損益
654

(1.7%)

925

(2.3%)

1,704

(4.1%)

1,988

(4.5%)

當期損益 1,063 1,214 1,309 1,471

자료 : 일본 보험연구소,『Insurance』, 손보판, 각호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長期性保險에 대한 분리계정의 도입은 이론적으

로 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손해보험의 諸 指標的인 측면을 감안할 때

손보업계의 경영현실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리계정의 도입은 손

보업계에게 현금흐름의 악화에 따른 一般損害保險의 영업을 위축시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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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이는 經營收支의 안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장기보험에 대해

분리계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자칫 엄

청난 副作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율이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나 아직 累

積赤字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景氣沈滯의 여파로 保證保險의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市場開放 및 保險價格自由化의 진전에

이어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은 경영이 부실한 회사들에게 시장경쟁시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손보사들이 長期損害保險에 의존하여

cash-flow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경우, 향후 금리인하시에 경영부담을 가

중시킬 수 있다. 앞장에서의 Asset Share 방식에 의한 효과분석에서도 長

期損害保險에 대한 분리계정의 도입이 경영상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손보업계의 經營現實을 감안할 때, 여건이 성숙된 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측면에서 장기손해보험의 商品競爭力 제고와 계약

자의 權益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계약

자에 대한 事後精算과 利益還元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자배당제도의 실시

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計定間의 分離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제도가 분리계정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公正 公評한 配當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계약자 보호

와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손보사에

미치는 경영상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리계정의 도입에 앞서 區

分計理制度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먼저 區分計理制度의 시행을 거친

후 손보사의 經營與件이 개선되고 流動性 問題가 해결되었을 때, 價格自

- 115 -



由化의 일정과 보조를 맞추어 분리계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豫定危險

率은 ' 97년 4월, 豫定利子率과 豫定事業費率은 ' 98년이후에 自由料率로의

이행이 검토과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손해보험의 분리계정제도는 豫

定利子率의 자유화가 검토되는 98년 이후에 이와 연계하여 도입을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표 Ⅵ - 12 > 長期 性保險의 價格自 由化 日程

년도 범위요율 자유요율

'94 예정사업비율 -

'97 - 예정위험율

'98 -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자율

자료 : 재정경제원,『손해보험 제3단계 가격자유화 발표』, 1996.3.23

결론적으로 個人年金損害保險에 대해서는 먼저 분리계정을 도입하되,

長期損害保險은 區分計理制度를 실시한 이후 契約者配當制度를 도입하고

손보업계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도입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이후에

價格自由化의 추이와 연계하여 分離計定制度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損保 子會社 로의 分離 檢討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일반 손해보

험과는 보험상품의 구조와 위험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長期資産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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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확보, 리스크의 차단 및 계약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分離되어 運營

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一般損害保險과 현저히 다른 생명보험

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長期損害保險의 경우에는 전체의 60%가 傷害保

險 위주로 운영되어 제3보험 분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

서 동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

하여 資金의 流動性을 제고시키는 반면, 손보사들이 貯蓄性保險에 지나치

게 치중함으로써 손해보험 본연의 업무인 財産保護機能을 약화시키는 문

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더구나 금리리스크에 노출되어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현

행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利差逆마진에 의한 손실이 발생될 우

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一般損害保險에서의 危險保有限度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손해보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손실이 長期性保險

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계약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리스크

의 遮斷裝置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장기성보험의 비중이 一定規模를 초과하지 않는

다면 앞에서 거론한 문제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약할 것이나, 그 비중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향후 長期貯蓄性保險의 수요는 제3보험 분야로의 業務領域 擴大, 家計性

長期保險市場의 개척, 인구노령화에 따른 年金需要의 증대 등에 따라 급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34.6%에 달

하는 현재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경에는 약 5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38)

38) 윤형모, 장기저축성보험 증가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방

- 117 -



특히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제3보험 분야의 업무영역문제가 완전히 해

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長期性保險의 총수입보험료가 일정규

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산업의 經營效率化와 리스크의 遮

斷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분리시켜 별도 子會社의 形態로 운영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성보험을 별개

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保險技術的 原理나 資産運用 側面

에서 그리고 經營 效率性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

험기간과 위험의 특성이 다른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은 회사의

經營管理나 事業費 運營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 생 손보간 리스크의

차이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相互 兼營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도 알 수 있다.

현재 疾病 傷害 介護保險 등 제3보험에 대해서는 本體에서의 상호 겸

영이 인정되고 있다. 歐美 主要國에서도 동일회사에 의한 생손보겸영은

금지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인 兼業化趨勢에 따라 持株會社 및 子會社를

통한 생손보 겸영은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의 장기성보험은 현재

겸업이 금지된 보험이 아니고 本體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

에 子會社로의 分離運營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39)

반면 현재 손보사가 直接 運營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일률적으로 子會

社로 분리하는 방식은 손보사의 경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은 자명하

안 , 『보험조사월보』, 보험감독원, 1996. 5월호

39)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최근 金融改革委員會에서는 銀行 固有業務의 活性化

를 위하여 그동안 급속한 확대를 보여왔던 信託計定을 분리하여 子會社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97.2.26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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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손보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자회사로의 분리방식 모두를

동시에 허용하되, 각 손보사들이 自社의 經營與件을 감안하여 兩者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직접 겸영하

는 방식을 채택하는 손보사들의 경우 리스크의 차단장치가 미비되어 있

거나, 財務狀態가 악화되어 支給餘力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는 별도의 子會社로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分離計定 導入을 위한 制度整備方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분리계정의 도입은 變額保險이나 個人年金損害

保險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利率保證附商

品과 個人年金保險 및 企業性保險에 대해서는 상품특성과 계약목적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長期損害保險의 경우에는 도입의 타

당성은 있으나 손보업계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이 바람직

하다. 이와 같이 분리계정의 도입을 위해서는 經營上의 效果를 중심으로

도입여건과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시기나 대상종

목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현재부터

분리계정 도입을 전제로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본 硏究所에서는 각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實績配當附商品 導入

및 區分計理制度 運營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40) 이중

40)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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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약간 미달하는 회사가 실적배당부상품의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하

였으며, 찬성한 회사들은 대부분 향후 2, 3년후에 도입을 희망한다고 응

답하였다. 특히 실적배당부상품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시스템구축

능력 및 비용부담, 專門設計士의 육성, 분리계정자산의 運用力量, 계약자

간의 衡平性 및 계약자와의 紛爭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언급하

고자 한다.

가. 法律改正方向

分離計定에 대한 법적규제는 운영에 대한 監督權의 소재, 분리계정에

대한 별도 규제의 設定有無에 따라 각국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리계정을 통한 실적배당부상품을 도입하는 경우 분리계

정 자산의 운용을 보험사 외부의 投資信託 등에 위탁운용치 않고 생보사

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保險業法상의

규제도 實質的 監督主義에 입각하여 엄격한 규제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과거의 보험업법에는 分離計定資産을 다른 일반 생명보

험계약의 자산과 분리하여 운용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였으나 최근 개

정된 보험업법에서는 자산을 구분하여 분리계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하였다(보험업법 18조). 다만 분리계정의 설정을 租稅減免

規制法에 의한 個人年金保險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종목 이외에도 타 보험종목으로 확대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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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분리계정의 운영이 보험업법만에 의

한 충실한 운영이 가능토록하여 證券投資信託業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이다.4 1) 특히 實績配當附商品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

련하여 日本에서는 投資信託 槪念의 해석 완화와 規制緩和에 따라 투자

신탁의 업무에 진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변액보험

의 개발이 가능하였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金融圈別 相互

進出과 관련하여 은행과 투신에 從退保險을 허용하는 대신 생보사에 실

적배당부상품의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관계로 타금융권과의

마찰 가능성이 적어지고, 따라서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規制의 적용을

배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와 같이 證券法과 保

險監督法의 二重 規制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와 같이 현행의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보험업법에 의한 單一規

制를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個人年金損害保險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Ⅵ-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업법상 특별한 법률적 절차없이도 분리계정을 도입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의 區分計理制度의 경

우에도 일반계정과 분리계정간의 相互補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인 보완이 가능하다면 분리계정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따

라서 현재의 구분계리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稅制支援 個人年金損害保險

運營要綱을 분리계정을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현행의 기본틀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1) 분리계정을 통한 變額商品의 개발시 1993.12.31에 신설된 證券投資信託業法

제2조의 3(유사투자신탁의 금지)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이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分離計定을 통한 實績配當附商品이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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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3 > 特別 計定 關聯條項과 法 律改正 (案 )

구 분 관련조항 개정(안)

보
험
업
법

시행
('94)

제19조의 2(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 특별계정의 설정대상을 확대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
변제권)

제40조(예탁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제96조의 2(상장주식의 평가)
제97조(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

- 동일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재산이용제한 예외)
제18조의 2(상장주식의 평가)

- 분리계정에 대한 예외규정의 추가
- 분리계정에 대한 시가평가 조항 신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방법서상의 기재사
항)

- 분리계정설치 근거조항 추가
- 경리의 분리, 분리계정 또는 일반계

정간의 직접거래의 금지조항 추가

재산운용
준칙

제7조(재산이용의 비율)

- 현행의 재산이용비율의 규제는 분리
계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 분산투자를 위한 동일인 및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 한도 규제

- 특별계정자산의 비율한도 표시

생보사
회계규정

제26조(자산 평가기준)
제27조(투자유가증권 평가)

- 분리계정자산 시가평가 규정 신설
- 분리계정의 독립성 구분성 원칙 명시
- 유가증권평가규정 신설(시가평가 등)

손보사
회계규정

제9조(연금자산에 대한 구분
계리)

제10조(유가증권 평가)

- 특별계정의 대상을 책임준비금과 그
운영성과로 운용대상을 수정

- 유가증권의 평가규정과 비상장주식
제외 규정 삽입

기타

보험회사 정보공시규정
생명보험 점포 및 모집관리

규정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운

영요강

- 실적배당부상품의 공시내용 추가
- 모집인의 판매자격 등

- 구분계리기준을 특별계정의 운용구조
와 회계처리방식에 맞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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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리계정의 法律改正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보험사

破産時 분리계정 자산의 辨濟權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21개 주에서는 一般計定 契約者와 債權者의 클레임으로부터

분리계정 자산의 분리와 優先的 地位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파산시에 분리계정 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계정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리계정 자산의 파산시 법적 성격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분

리계정의 운영형태에 따라 優先的 地位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완전한 實績配當型商品이나 企業性保險과 같이 상품의 특

성상 또는 계약의 귀속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리계정 자산에 대한 우

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資産運用規制

현재 보험사의 資産運用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의 財産運用方法과 基

準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의 健全性을 도모하고 보험회사 재산운용

의 效率性을 증진하여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

은 財産運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 Ⅵ-14>에서의 財産運用準則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安定性 위주의 투

자를 원칙으로 보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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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4 > 保險 社의 資産運用規 制

관련법규 규 제 내 용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 주식 : 총자산의 30% 이내

- 동일인에 대한 대출 : 3% 이내 (총자산 1조원 초과회사는

300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5% 이내)

- 동일인 투자 및 대출 : 5%

- 동일물건 담보대출 : 3%

- 자기계열집단 투자 및 대출 : 3%

- 비상장주식 : 자기자본 이내

- 동일회사 총발행주식 : 10% 이내 (동일기업집단 소속 보험

사는 5% 이내)

- 중소기업의무대출 :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

- 외국환 및 외국부동산 : 총자산의 10% 이내

- 자율운용재산 한도 : 총자산의 2% 이내

반면 분리계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商品의 構造나 資産의 特性에 부

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實績配當型商

品의 경우에는 분리계정의 설정 목적상 安全性, 流動性에 의한 運用原則

보다는 계약자의 리스크에 대한 自己責任原則에 의한 收益性을 중시해야

할 것이므로 자산운용의 伸縮性, 柔軟性, 彈力性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

리계정자산에 대해서는 財産利用의 比率規制를 두지 않도록 법률적인 정

비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實績配當型 高收益商品에 대한

商品別 特性은 다음의 <표 Ⅵ-1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분리계정 자산

에 대한 규제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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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5 > 美國의 實 績配當型 高收益 商 品

구 분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보험료 정기, 정액납부 변액, 비정기납부 변액, 비정기납부

보험금
투자성과에 따
라 조정

- 확정보험금
(변동가능)

- 투자성과에 따라
조정, 단, 최저보
증 있음

- 분리계정의 투자
성과에 따라 조
정가능

- 최저사망급부금
보증 없음

적
립
금
의

운
용

투자대상 주식,채권,MMF 단기 유가증권
고수익 단기금융,
회사채, 주식선호

투자대상선정 계약자 지정 보험사운용 계약자지정

최저보증수익률 없음 있음 없음

인출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투자위험 계약자책임 보험사책임 계약자 책임

투자계정형태 분리계정 일반계정 분리계정

구체적으로 實績配當型商品의 분리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에

는 Prudent Man Rule42)에 의해 운용토록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

이 주식 등의 比率規制를 일체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계정

자산에 대해서 현행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有價證券을 주된 투자대상

으로 하는 분리계정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투자활동

이 위축되고, 投資範圍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分散投資와 관련한 同一人 規制는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 필요하

므로 이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1983년 뉴욕주 보험법의 개정시 명문화된 규정으로서 責任準備金에 해당하

는 資産의 投資行爲에 관여하는 관리자에 대해 적용되며, 투자행위시 충실

하고 사려깊은 投資運用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注意義務의 原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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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方式과 관련해서도 財産運用準則상 현행 방식은 운용이 허용되어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운용이 금지되어 있는

포지티브방식(positive system)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적배당부상품의

특성상 收益性의 제고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資産運用의 彈力性과 伸

縮性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티브방식(negative system)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金融自律化에 따라 증대되는 資産運用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金融先物, 株價指數先物 등 新種派生商品, 그리고 非上

場有價證券에 대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분리계정의 자산운용에는 리스크헤지상 선물, 옵션거래 등이 필

연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향후 證券化의 進展으로 新種 有價證券 商

品이 출현하였을 때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國際化에 따른 해외투자의 증가, 운용대

상 통화의 분산 도모, 국제간의 金利差 마진에 의한 수익 확보 등의 관점

에서 外國 有價證券 投資에 대한 근거규정의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個人年金保險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상품과 달리 一般計定의

자산운용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연

금보험의 導入動機 자체가 稅制支援을 통한 中 低所得層의 老後所得 保障

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 못지 않게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서 논의한 실적배당부상품에 대한 자산운용의 특성

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保守的인 資産

運用 規制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인연금보험 자체가

타금융권과 경쟁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의 收益性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현행의 일반계정에 대한 자산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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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長期年金資産의 收益性 提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자산에

적합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規制比率 및 對象의 완화를 통해 投

資對象의 多樣化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個人年金에 대한 자산운용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一般計定에서 운용하고 있는 반면, 大企業과 체결한 기업연금자산은

분리계정으로 해당기업이 원하는 投資形態와 目的에 맞추어 운용하는 것

이 보통이다. 이러한 年金資産의 운용대상중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은 有價證券 投資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株式과 관련된 문제이다.43) 선진

주요국가에서의 연금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각국이 모두 유가증권 투자,

특히 株式運用의 비중이 높으며, 債券은 國債를 중심으로 한 공채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높다는 점

은 연금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가 일반규정에서와 달리 심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實質收益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가치 자산인 주식이 선

호되고 있다. 또한 債券投資의 경우에는 연금자산의 성격상 안정된 年金

支給을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滿期가 장

기이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國公債가 적합한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株式市場의 振幅이 심한 불안정한 시장으로서

長期投資에 치중하기가 어렵고 長期金融市場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관계

로 개인연금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대상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3) 年金資産의 운용패턴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株式投資가 분리계정 연금자

산의 50%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연금자산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다. 英國의 경우에는 直接金融市場이 발달해 있는 관계로 사채발행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투자운용환경에 영향을 받아 株式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1970년대 까지는 貸出이 중심이었지만 1984

년 稅制惠澤 個人年金制度가 도입되면서 株式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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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長期固定金利 投資商品이 미흡한 상

태에서 보험사들의 株式이나 不動産에 대한 투자는 장기 인플레의 헷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적절한 투자를 수행하기가 곤

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연금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면 長期貸出性市

場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長期投資對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資産의 時價評價制度

분리계정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제의 적용과 마찬

가지로 商品別 特性과 目的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實績配當附商品은 일반계정의 자산과 분리 운용되어 收益性을 제고하고

그 수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保守的인 安

定性위주의 투자패턴이 아니라 收益性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전략이 강구

되어야 하고 자산의 평가도 利益還元의 측면에서 時價主義 原則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계약자의 自己責任原則에 의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측면에서 賣却損益 뿐만 아니라 評價損益까지도 환원해야 하는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時價評價에 대하여 개정된 보험업

법에서는 시가법에 의한 資産評價를 인정하고 있고 97조에 의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리계정자산에 속하는 上場된 有價證券에 대해서는 時價評價

를 적용하되, 상장주식 이외의 기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고려

하여 당분간 現行 會計規程에 규정된 바와 같이 取得原價基準에 따른 평

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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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不動産에 대한 평가는 현행과 같이 原價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潛在損益 즉 未實現損益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산가

액의 평가를 時價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오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賣買回轉을 빠르게 함으로서 잠재손익을 顯在化 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운영지침에 의거 潛在損益의 還元原則을 마련하여 잠재손

익이 분리계정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했을 때에는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未實現損益을 실현시켜 시가에 가까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Ⅵ-16>은 미국의 Mutual Life of New York 보

험사가 變額保險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계정의 자산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評價方式과 時期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時價評價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Ⅵ -16> 美國 Mutual Life of New York社의 資産評價 方式

구 분 분리계정 일반계정

주
식

평가시기 매일 월 1 회

평가방법 시가평가 좌동

평가수단
체이스맨하탄 은행의 I.D.C.시
스템을 이용하고, 전일의 종
가를 평가액으로 함.

좌동

채
권

평가시기 월 1 회 연 1 회

평가방법 시가평가 이론가격평가

평가수단

공모채에 대해서는 주요 3개
증권사의 평균가격을 이용
사모채에 대해서는 상기 채권
을 참고로 산정.

매입가격±액면과 만기가
격의 차액 상각액에 의해
산정

부
동
산

평가시기 3개월당 1회 연 1회

평가방법 시가평가 장부가

평가수단 사내평가 취득가 - 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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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실적배당형상품에서와 같이 자산의

時價評價가 반드시 요구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동 상품들이 實績配當

을 위하여 매각익이나 평가익 모두를 환원해야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一般計定에

서의 資産運用 規制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資産評價方式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運用 및 販賣人力의 確保와 電算시스템 整備

분리계정에 속하는 資産, 負債 및 損益은 일반계정 및 타 분리계정과

명확히 구별하여 각 계정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구분하여 會計處理해야

한다. 이는 분리계정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計定間 去來를 금지하고 계정

간의 公平性을 해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고도의 資産運用 實務와 經理知識을 소유한 전임의 운용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運用擔當者는 타 계정으로부터 독립하여 당해계정을 운영해

야 한다. 이들 운용담당자들은 實績配當型商品의 분리계정자산 관리에 있

어서 그 역할의 重要性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분리계정에 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收益 費用에 대한 會計處理를 수행하며, 그 運營實績을

계약자에게 報告 및 公示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분리계정의 도입을 위한 專門人力의 확보와 관련된 또 다른 사항은

변액보험의 판매시 販賣人의 資格을 규제하는 문제이다.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부상품을 담당하는 인력은 高度의 保險數理와 金融知識에 대한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실적배당부상품의 경우 자산운용의 리스

크를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케하고 保險給付가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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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에 專門的인 金融 및 財務關聯 知識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 변액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理解 可能性을 제고시킴으

로써 保險民願의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보험소비자의 權益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販賣資格制度를 통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

한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높은 자질의 판매자격을 갖춘 財務設計士를 단

시일내에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기교육

및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先決課題라고 할 것이다.

분리계정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는 분리

계정의 會計處理 및 契約保全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사항

이다. 외국의 예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은 分離計定 펀드

관리시스템, 資産評價시스템, 契約保全시스템, 會計處理시스템, 株式 및

債券管理시스템 등이라 하겠다.

분리계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독립적으로 관리

운용되어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積立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는 고도의 電算能力을 겸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전산설비의 용량은 계약자에 대한 情報公示 및 利益還元에 미치는 영

향이 크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運用資金의 規模

가 작고 單一計定으로 설정되는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추

후 複數計定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시스템구축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金融의 國際化 및 自律化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투자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柔軟하고 擴張性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주식, 채권투자시스템 뿐만 아니라 선물

및 옵션거래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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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이미 수년전에 變額保險의 도입을 가정하여 일부 旣存社에서는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에서는

자체 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외국사의 시스템을 도

입하는 경우에도 巨額의 經費가 소요될 것이다. 특히 장래에 개발될 유니

버셜보험과 수익률보장상품(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 등과 같은 新

商品의 出現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수 및 개발비용을 감안할 때 더욱 어

려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支給餘力이 부족한 新設社에 대

한 준비여건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비용 이외에도

분리계정의 설정시 소요되는 막대한 初期投資資金은 移延資産 償却 問題

를 안고 있는 신설사의 현 여건을 감안할 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旣存 生保社와 新設 生保社와의 수용능력의 격차를 감

안하면 조속한 도입은 신설사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 導入時期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리계정 자산의 운영을 위한 인프라의 구

축, 즉 運用專門家의 확보와 전산시스템의 구축의 경우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制度 導入을 위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형사의 경우

에는 人力이나 資金調達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中 小

型社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보험사의 경

영현실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보험회사 이외의

제3자, 즉 投資信託運用會社와 委託管理契約을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投資信託 子會

社나 보험회사 이외의 投資會社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네덜란드의

보험사에서는 分離計定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 그룹내의 投資會社나 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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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여 보험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

은 제3자를 통한 委託管理方式은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中 小型會社에서 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사의 경우에도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가 있다. 특히 初期投入資金을 감

안할 때,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委託經營方式을 채택하다

가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자산운용에 대해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保險社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 效率的인 資産負債管理體制의 構築

보험사에서는 金融環境의 變化, 특히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資産

運用收益에 영향을 주는 금리리스크의 관리가 필연적이고 동시에 이와

같은 리스크의 헤지방법에 대한 다양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 초기에는 分離計定의 규모도 작고 運用成果나 株式市場 展望 등에 따

라서는 大量解約 事態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반계정보다 훨씬

流動性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金利變動리스크와 流動性리스

크를 관리할 수 있는 資産負債綜合管理體制(Asset Liability Management)의

구축은 分離計定制度의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의 경우, 특히 損害保險은 보험기간이 長 短期로

차이가 많이 나고 資産과 負債의 특성이 상이한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ALM체제 구축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일

괄적으로 統合 管理 運用하고 있기 때문에 保險種目別 投資收益分析이 곤

란하고, 듀레이션의 차이에 따른 差等的인 投資戰略을 구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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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및 보험종목별로 그 특성에 맞게 설정

되는 분리계정제도는 효율적인 자산 및 부채의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서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통합운영에 의한 混合計理로 인하여 準備金과 配當

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특히 계약이 장기에

걸쳐 있으며 收入과 支出에 대한 현금흐름이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도 死亡率, 豫定利率 등의 요소들이 혼재하여 코스

트 산출과정이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른

고객의 高金利選好 傾向은 생보사의 一時納 養老保險, 個人年金保險 등의

金融型商品의 증가에 따라 負債構造가 금리에 민감한 구조에 이르게 되

어 향후 ALM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생명보험

의 경우에는 金利連動型商品, 個人年金商品, 實績配當型 商品, 無配當商

品, 향후 도입될 企業年金 등에 있어 ALM구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損害保險社의 경우에도 ' 94년 금융권에 도입된 개인연금손해보험

의 판매 급신장에 따라 年金資産 運用戰略의 수립이 중대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으며 年金保險에 대한 豫定利率의 확보가 자산운용의 관건이 되

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流動資金 確保에

치우친 短期性投資 위주로 구성되어 負債의 滿期構造에 비해 운용자산의

만기가 지나치게 짧아 金利危險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一

般損害保險과 보험기간, 부보되는 리스크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長期損害

保險과 個人年金을 대상으로 ALM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에서는 保險經營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ALM이 일반화되어44) 있

44) 최근에는 保險社의 資産運用, 특히 연금자산의 운용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ALSM(Asset Liability Surplus Management)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것

은 연금자산운용에 있어서 장래 지급될 年金의 現在價値(Present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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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보험사의 모델을 기준으로 자국실정에 맞는

ALM을 개발, 대형 보험사들은 實用化 段階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생보사들만이 ALM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 같이 分離計定 또는 區分計理와 같은 計定間의 分離制度는 종합적인

경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선결요건이며, 또한 정

태적인45) ALM體制의 構築을 통해서 그 효과가 極大化될 수 있을 것이

다.

Pension Liability)만큼의 자산을 안정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장래 지급금액

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고, 주식시장 등 危險性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投資活動을 행

하는 기법을 말한다.

45) Robert van der Meer and Meye Smink,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Asset-Liability Management : an Overview , The Geneva Pap ers on Risk and

Insurance, No. 67,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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