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 結 論

최근의 國內 保險産業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즉 대내외적으로 保險市場 開放과 金融圈間의 相互

進出에 따른 競爭深化로 인하여 국내 보험산업은 보험제도의 先進化를

통한 經營體質 改善과 競爭力 提高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

에 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무한경쟁하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

키기 위하여 21세기 신경제장기구상과 최근의 금융산업 상호진출방안에

서 分離計定 制度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현재 分離計定 制度의 도입에 대한 문제는 학계, 업계나 정책당국 모

두에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導入 必要性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리스크 特性과 滿期構造가 현저

하게 다른 보험종목에 대한 리스크의 遮斷과 分離의 측면, 기존의 상품간

統合運營方式에서 벗어나 保險種目別 資産 負債의 管理 및 損益分析에 입

각한 經營戰略 樹立의 측면, 價格決定과 利益還元에 있어 계약자의 衡平

性을 제고하기 위한 소비자의 權益保護의 측면 등에서 그 도입의 當爲性

이 거론되고 있다.

分離計定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損害保險의 경우 個人年金保險과

같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품에 대해서 당연히 計定間의 分離가 요구되

며,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變額保險과 같은 實績配當附商品의 도입을 위해

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동

의하고 있다. 다만, 본 보고서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分離計定에 대한

諸 槪念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리계정의 도입을 實績配當附商品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보험종목 전반에 대해 包括的인 檢討와 導入方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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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深層的인 硏究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도입효과에 대한 計量分

析을 통하여 導入時期와 도입을 위한 現實的인 與件을 검증하는데 연구

의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도입을 위한 事前的 制度整備方案에 대해서

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각 부문별 商品運營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도입에 따른 경영상의 효과를 實證分析한 결과를 토대로 생 손

보의 각 부문별로 細部的인 導入方案을 제시하였다.

먼저 生命保險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實績配當型商品은 계약자가 資産運用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運

用收益 모두가 계약자에게 직접 환원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同 商品의

판매는 분리계정의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만 分離計定에 대한 監督

規制는 타 금융권으로 부터의 二重 規制를 배제하여 保險業法에 의한 一

元化된 規制方式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資産의 運用方法이나

限度設定에 대한 대폭적인 規制緩和와 자산의 時價評價制度의 도입이 필

요하다.

둘째, 국내 여건상 實績配當附商品의 需要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貯蓄과 保障을 분리운영하는 유니버셜보험과 같은 先進化된 金融

型 商品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實勢金利 保障 側面에서 일반

계정에 의한 統合運營은 곤란하고, 완전한 實績配當型 商品이 아니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分離計定에 의한 운영보다는 區分計理制度의 충실한 운

영을 통해서 計定間의 分離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無配當保險의 경우에는 配當保險 契約者와의 형평성과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분리계정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商品

販賣 比重이 높지 않고 計定間 分離運營에 의한 導入效果도 크지 않은

- 137 -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現行의 區分計理制度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

안이 합리적이나 향후 無配當保險의 比重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분리계정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네째, 稅制支援 個人年金保險은 생보사의 旣存 年金保險과 별다른 特

性이나 差異가 없으므로 상품운용상 分離計定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만 세제지원을 통한 所得保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보험사가 破

産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年金契約者의 資産에 대한 保護裝置를 현행 區

分計理制度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銀行과 投資信託의 從退保險市場의 진출이 허용되는 경우 시

장이 급속도로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從退保險市場의 固守를 위

해서는 商品競爭力의 제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종퇴보험과 같은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각 생보사가 契約의 目的과 資産의 特性에 따라 分離計定

에 의한 운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반면 損害保險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生命保險의 경우보다는 個人年金

과 같은 長期性保險에 分離計定制度를 도입하는 문제에 異論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는 長期性保險과 一般損害保險을 비교해 볼 때, 資産 負債의

構造 및 保險期間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계

정제도의 도입은 일반손해보험의 특정 종목에 의한 損害率 惡化 또는 巨

大危險에 의한 大規模 損失로부터 長期資産의 安定性을 확보하고 또한

金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長期性保險에서의 損失發生 可能性에 의해

일반손해보험의 危險保有限度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

에 가지고 있다. 다만, 分離計定의 도입시에는 도입이 경영에 미치는 영

향과 손보업계의 어려운 經營現實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導入方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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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個人年金損害保險은 일반손해보험과는 물론 貯蓄城이 강한 長期

損害保險과 비교할 때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長期年金資産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분리계정의 도입은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개인연금손해보험은 區分計理制度로 운영되고는 있

으나, 이는 個人年金資産의 收益率만을 분리하여 契約者配當을 산출하기

위한 損益管理制度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행방식에 의해서는 개

인연금보험에 대한 計定間 分離效果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分離計定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도입시기

와 관련하여 計量分析에 의한 결과에서는 도입시 損保社 經營에 미치는

효과가 長期損害保險보다는 크지 않다고 분석되었고, 도입에 대한 法的

根據가 보험업법상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個人年金의 판매시부터 會計處

理方式 등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앞에서의 個人年金損害保險과 동일한 논리로 長期損害保險의 경

우에도 導入의 妥當性은 理論的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도입시의 효과

분석에서 분리계정의 도입은 損保社의 經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손보업계의 經營現實을 고려하여 도입방안을 검

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自動車保險料 現實化에 따른 損害率이

대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自動車保險의 累積赤字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景氣沈滯에 의한 保證保險의 損害率 惡化가 예상되며, 市場開放과

價格自由化에 따른 市場競爭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리계정의 도입은 一

般損害保險의 營業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長期損害

保險에 대해서는 손보사의 經營與件을 고려하여 段階的으로 分離計定制

度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契約者에 대한 利益還元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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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效率的 運用을 통해 商品競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區分計理

를 통한 契約者配當制度를 먼저 실시한 후, 손보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

어 導入與件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分離計定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導入時期도 價格自由化의 일정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도입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豫定利子率의 自由化가 검토되는 ' 98

년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세째, 長期損害保險과 個人年金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향후에도 제3보험 분야로의 확대, 高金利商品開發을 통한 家計性保險市場

의 개척,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年金需要의 증대에 따라 그 비중이 급속

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長期性保險의 비중이 일정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면 앞에서 거론한 문제의 심각성은 미약할 것이나, 제3보험 분야에

대한 業務領域 問題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중이 50%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손보사의 經營效率化 提高 및 리스크 遮斷이라는 관점에

서 子會社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손보사들이

直接 兼營하는 方式과 子會社로 分離하는 方式의 長短點을 검토하여 각

손보사의 經營戰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 직접 운영하는 방

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比重이 50%를 초과하거나 支給餘力의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면 子會社로의 分離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分離計定의 導入은 앞서 언급한 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그 時期나 對象種目은 政策的인 判斷

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분리계정의 도입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

해야 할 사항으로는, 導入對象의 範圍와 破産時의 法的 性格에 대한 制度

整備, 분리계정의 運用目的에 따른 資産運用規制와 資産評價方法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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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人力의 확보와 電算시스템 정비 등과 같은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

서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분리계정 관련제도와 각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각사의 經營環境에 적용될 수 있도록 事前 準備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資産運用의 效率性 提高와 商品競爭力 强

化 측면을 감안한 經營戰略的인 次元에서 分離計定의 導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리제정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保險種目과 商

品의 特性에 부합하는 效率的인 資産運用이 가능하고, 合理的인 保險料와

配當 등 價格算出 및 고객니드에 부응하는 商品開發이 이루어질 수 있으

며, 保險種目間 內部補助를 차단하므로써 계약자간 公平性 提高와 保險事

業의 健全性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分離計定을 통한 保險制度

의 先進化와 國際化는 급변하는 保險環境과 無限競爭市場下에서 보험회

사가 生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經營戰略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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