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우리나라 生命保險 價格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 契約者配當制度

가. 契約者配當의 性格 및 配當原則

1) 契約者配當의 性格

生命保險 保險料는 利率, 死亡率, 事業費 등에 관한 일련의 가정을 통하여

계산된다. 이때 이들 가정은 保守的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계약의

장기성에 기인한다. 환경을 단기예측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長期的인

環境變化를 豫測하기는 어렵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계산에 사용된 가정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이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금리가 하락하거나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하는 등 經濟社會的 變化로 인하여 가정에 못미치는 실적을 나타내면 계약

자에게 追加保險料를 徵收해야 하나, 이것은 社會通念上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서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安全率(Safety Margin)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료를 계약자들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

서 사회환경변화가 급속하지 않으면 가정보다 나은 실적이 나오게 되고, 실적

과 가정간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이 契約者配當이다.

생명보험회사의 형태를 相互會社와 株式會社로 분류하면, 계약자배당제도는

상호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상호회사는 配當

商品(Participating Product)을 판매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사원인 계약자에게

다시 돌려주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無配當商品(Non -

Participating Product)을 판매하여 가정과 실적간의 차이를 주주의 이익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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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명보험주식회사도 배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됨에 따라 배당제도가 더욱 복잡해 지게 되었다. 상

호회사의 경우는 잉여금을 公平하게 分配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만,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와 더불어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분배의 문제가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자배당을 保險料의 還給으로 본다면, 이원분석상 일부 항목에서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전체적으로는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利益示顯 部門에서

는 배당을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금리차보장과 같이

이차손익에 관계없이 일정율을 확정적으로 배당하는 것도 인정된다. 보험료는

환경예측의 곤란성으로 인해 槪略的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환경이 확정됨에 따

라 보험료 환급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의 安定性 및 持

續性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배분의 시기 및 방법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와

같이 계약자배당을 개략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保險料의 還給 이라

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으로는 배당을 營業成果 參與 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록 지급계획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배당은 보장된 급부가 아니며 보험회사 경영성과의 일부를

資産形成 貢獻者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특히

상호회사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계약자는 스스로 청약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택하였고 이유야 어떻

든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보험자산 형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은 없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계약자배당은 보험료의 事後精算으로서 계약자에게 환

불해 주는 부분과 보험회사의 경영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經營利益의 일부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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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두가지 개

념을 混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자를 기록한 회사도 이원별로 배당을 하

고 있고, 배당율이 자유화된 부문에서는 배당폭을 보험회사 자율로 함으로써

비록 일부 부문에서 이익을 시현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Ⅲ-1> 生命保險會社의 利原別 損益現況(199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차손익 이차손익 비차손익 퇴직손익 준비금손익 기타손익 당기손익

기존사(6) 220,470 549,19 1 61,286 △2,362 △731,552 △128,392 △31,359

내국사(6) 49,783 △70,963 △280,132 △272 3,039 △14,311 △312,856

지방사(9) 20,799 △125,049 △206,396 △598 6,009 △25,675 △330,9 10

합작사(7) 25,544 △52,894 △134,470 △3 1,377 △8,934 △169,380

외국사(5) 3,003 283 △7,666 △128 2 15 △1,582 △5,875

전 체(33) 319,599 300,568 △567,378 △3,363 △720,9 12 △178,894 △850,380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5.

2) 契約者配當의 原則

원론적으로 계약자배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公平性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간 배당금액의 대소가 타당하게 결정되고 特定契約者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각 계약이 잉여금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

나 實務的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자간 공평성을 유지할 것인가는 어려

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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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彈力性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배당은 잉여금의 배분이므로 經營實積이

나 社會環境의 變化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방법은 이들의 변

화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簡明性이 있어야 한다. 배당은 공평성과 탄력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簡潔明瞭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리적 공평성을 다소 犧牲하더라도 一般大衆이 배당방식

을 理解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알기 쉬울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배당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業務處理能力 및 實用性

을 위해서도 간명성이 요구된다

넷째, 繼續性이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잉여금의 크기에 따라 매년 배당

금을 변동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金融環境의 變動性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잉여금을 그대로 배당금에 반영할 경우 배당액 규모가 매년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는 豫測可能性을 중요시하는 계약자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데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배당방법

과 배당율은 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네가지 조건은 서로 相沖되는 부분들이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배당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공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간명성이나 계속성이 毁損되기

쉽고 탄력성을 강조하면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네가지 조건을 크

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優先順位를 부여하여 적정한 保險數理 및 공정한

會計慣行에 기초를 두고 관련 規定과 保險約款의 契約條項을 근거로 하여 배당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당율이나 배당소요액을 결정하기 以前에

자산가치의 帳簿價基準과 時價基準에 비추어 責任準備金 積立水準, 支給餘力

水準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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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의 決定

배당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配當財源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당재원은

잉여금으로 부터 결정되는 바, 배당재원 결정문제는 곧 잉여금의 계산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잉여금을 純資産에서 純負債를 差減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보험계약준비금이라는 특수

한 계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投資資産의 상당부분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어 유가증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잉여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현행 剩餘金 決定課程을 살펴보자. 현재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은 契約

者配當前剩餘金으로서, 이는 總收支差(투자수익을 포함한 수지차)에서 직전년도

말 K율24) 수준의 책임준비금 및 金利差保障所要額을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

한다. 여기서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결정짓는가가 契約者配當前剩餘金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은 회사에 따라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K율

100%)을 적립하는 회사로부터 解約還給金式 責任準備金(K율 0%)을 적립하는

회사에 이르기 까지 회사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이 상이하다. 1996년 3월

24) K율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고준

비금 적립수준인 순보험료식준비금을 1로 하고, 최저적립 수준인 해약환급금식준비

금을 0으로 하며, 매년 전년도 적립율보다 하향 조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t V = K · t V ( N ) + ( 1 - K )· t V ( W)

단 , K =
( t V - t V ( W) )

( t V ( N ) + ( 1 - K )· t V ( W) )

t V :실제 준비금 t V ( W) :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K :보험료적립금 적립율 t V ( N ) : 순보험료식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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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현재 3개사(삼성, 흥국, 교보)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1

개사(제일)가 K율 14.8%를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29개사는 해약환급금식 책

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따른 損益의 變化를 보기위하여 예를 들어본다. 아래

<표Ⅲ-2>의 A사는 당해년도에 자사의 K율에 따라 2,783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신규로 적립하였으며, 이 금액은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보

다 48억원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 B사는 당해년도에 적립해야 할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보다 4,557억원 많은 4조 2,051억원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

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각각 48억원과 4,557억원 만큼 이익이 적게 계산되며, 이는 결국 配當可能

財源의 縮小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Ⅲ-2> 責任準備金 積立方法別 損益變化

(단위 : 억원, %)

구 분
해약환급금식

초과액 순증(A)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순증(B)

해약환급금식

초과적립률(C=A/B)

A사(K율 적용회사) 48 2,783 1.7 %

B사(순보식 적용회사) 4,557 42,051 10.8%

책임준비금 적립기준과 함께 배당가능 재원의 규모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요

소로 資産의 評價를 들 수 있다. 生命保險會社의 資産은 現·預金, 有價證券,

貸出金, 不動産, 其他資産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評

價方式에 따라 이익규모가 변동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評價損 또는 貸損充當金

을 어떻게 계상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再評價 與否에 따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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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게 변동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株式投資에 있어서 1995년 말부터 커다란 評價損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가손은 장부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손을 무시하고 외면적으로 나타난 이익만을 기초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면 보

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株價가 급속히 하락하여 상장주식 投資收益率이 생명보험업계 평균 3.2%에

그쳤던 1990년도에 많은 회사들이 不動産再評價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제고하고

배당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25). 과거 부동산수익액은 운용자산 수익의 2∼5% 가

량되었으나 1990년에는 不動産再評價를 통하여 운용자산 수익의 16.3%를 부동

산수익으로 잡을 수 있었다.

결국 經營成果와는 관계없이 責任準備金의 積立方式이나 未實現利益의 평가

방식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의 규모가 크게 좌우된다. 배당자유화가 실시되었을

때 과도한 配當競爭이 발생한다면 책임준비금 적립수준이 낮고 평가이익을 크

<표Ⅲ-3> 投資收益率 推移

(단위 :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상장주식 26.1 63.9 44.4 16.3 3.2 3.1 3.4 9.0 12.3 8.1

부동산 4.1 4.0 4.7 5.1 27.6 9.5 6.3 3.1 3.3 3.4

운용자산 13.1 16.0 16.5 13.5 12.9 12.7 12.7 11.6 11.7 11.5

25) 1990년도 부동산 투자수익 및 수익률 : 대한생명 1,074억원 수익률 36.7 %, 제일 60

억원 수익률 6.5 %, 삼성 1,319억원 수익률 17.1%, 흥국 854억원 수익률 96.6%, 교보

1,202억원 수익률 26.6%, 동아 545억원 수익률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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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상한 회사는 배당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당경쟁에 유리한 반면 반대의

경우는 동일한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할 지라도 배당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

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가능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의 配分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은 生命保險會社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指針 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회사의 책임준비금 積立狀態別로 株主持分의 上限을 제한하여 K

율이 낮은 회사는 주주지분을 낮게 설정토록 하고 있다.

<표Ⅲ-4> 責任準備金 積立狀態에 따른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의 配分方式

K 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100% 이상 30% 이하 70% 이상

50% 이상 100% 미만 20% 이하 80% 이상

50% 미만 10% 이하 90% 이상

주주지분은 法人稅 納付, 缺損補塡 또는 株主配當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주주배당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K율이 100%) 이상을 적립한 회사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다. 계약자지분은 당해 사업년도의 契約者配當準備金을 先積立하

고 잔여금액은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K율을 상향조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차기 배당소요액

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3년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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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準備金 積立 및 剩餘金 配分

수 익 비 용

직전년도 K율 수준 책임준비금 적립

금리차보장금 적립

배당전 잉여금

K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법인세 납부

결손보전

주주배당

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결손보전(주주지분 사용후)

자료 : 김성재, 환경변화에 따른 생보사의 경영리스크와 감독정책 , 한국위험관리학

회 세미나 자료, 1994. 4, P90

이와 같이 일단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이 결정되면 이를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분리하게 되는 데, 배당자유화에 앞서 株主配當 可能額의 범위가 적

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는 配當前 利益剩餘金의 30% 이내에서 주주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發生源泉에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주주지분은 인정되지만, 배당전 이익잉여금의 30%는 過度한 감이 있

다. 英國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確定剩餘金의 10% 정도를 주주배당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日本도 결산시 잉여금의 90%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함

으로써 주주지분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총잉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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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주주배당 실적을 보면 通常的인 狀況에서는 額面價의 10%를

지급하고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배당율을 낮추는 등 과도한 주주배당을 했

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해

政策當局이 干與하고 있고 또한 많은 상장회사들이 배당율을 액면가의 10%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만, 향후 보험회사의 自律性이 擴大되고 상장회

사들의 배당율도 時價基準으로 결정된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생명보험회

사의 주주지분율 결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

의 실정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지분을 결정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Ⅲ-5> 保險會社의 利益剩餘金 處分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임의적립금

이입

이익준비금

및

임의적립

주주

배당

차기이월

이익잉여

납입

자본

주주배

당율(%)수정후

전기이월

당기

이익

1

9

9

4

삼성 120,754 51,590 1,112 8,7 18 9,360 155,378 93,600 10.00

흥국 2,830 4,075 431 - - 7,336 8,000 0.00

교보 136,974 47,298 - 13,813 6,860 163,599 68,600 10.00

1

9

9

5

삼성 154,705 25,287 3,574 - 9,360 174,205 93,600 10.00

흥국 6,697 3,306 - - - 10,003 8,000 0.00

교보 160,627 51,686 - 13,407 6,860 192,046 68,600 10.00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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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契約者配當準備金의 積立과 內部留保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으로 부터 契約者持分이 결정되면 이를 어떻게 處分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에 따르면, 契約者持分은 당해 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

준비금을 先積立하고 잔여금액은 총액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K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은

次期 配當所要額으로 優先 사용되어야 하며, 3년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의 積立時期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

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에 旣支給된 배당금을 사후에 적립하는 것이므

로, 향후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적립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精

算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당율이 결정되는 決算日에 이에 소요되는 배당준비

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고 다만 지급될 배당율을 결정하기만 한다. 결정된 배

당율에 의거하여 실제 지급된 배당금은 그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에 적립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된 배당금을 사업년도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보통 先配當後積立制度라 한다.

선배당후적립제도하에서는 어떤 사업연도 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정산할 수 있는 잉여금이 부족하게 된다. 물론 지

속적으로 旣支給 配當金을 적립할 수 있도록 黑字를 내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

겠지만 생명보험산업이 주식시장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제도에 의해 영업실적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가능

성이 발생한다. 실제로 몇몇 생명보험회사는 精算資金의 不足으로 자산을 재평

가하여 재평가익으로 계약자배당적립금 부족액을 보전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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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당후적립제도는 또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완전히 적립되기도 이전에 주

주지분이 먼저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는 배당금 지급에 충분한 배당준비금을 적립했는지의 고려없이 잉여금의

30%이내에서 주주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株主配當은 契約者에 대한 義務를 모

두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놓은 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재원

의 부족가능성이 있음에도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美國과 日本 등 外國에서는 배당율을 결정하는 사업년도 말에 배당소요액에

대한 적립이 실제 이루어지며, 배당금은 配當積立金에서 지급된다. 이를 先積立

後配當制度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배당결정 시점인 사업년도말에 차년

도 배당준비금을 실제로 적립하고 그것을 재원으로하여 차사업년도 이후에 도

래하는 각 계약의 보험년도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先積立後配當體制로의 轉換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은 차기 배당소요액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

써 그 성격을 契約者配當率을 安定化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서는 旣積立된 準備金26)이

死差配當에 소요될 금액에 未達할 경우에는 사차배당수준이 政府가 提示하는

최고배당율(1996년도 현재 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총액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사차배당재원의 先積立方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차배당

자유화에 따르는 무리한 배당지급을 억제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

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총액계약자배당준비

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 5%의 최고 사차배당만을 지급하는 회사가 1996년

26) 총액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의 합계

(1996년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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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총 33개사중 26개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배당율을 안정화시키고 배당

재원을 事前積立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 契約者配當의 分配

1) 分配方式

계약자배당의 분배방식에는 利原別配當方法(Contribution Plan), 資産割當方式

(Asset Share Method), 經驗保險料方法(Experience Premium Method), 一律保險金

增額 配當方法(Uniform Reversionary Method), 累加配當方法 등이 있다. 우리나라

는 기본적으로는 이원별 배당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리차보장, 장기유지특

별배당 등의 독특한 형태를 가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별 손익을 무시한

채 배당율이 결정되는 등 이원별 배당방식을 變形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지

급되고 있는 배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7).

① 金利差保障金

金利差保障 혹은 確定配當은 銀行金利와 豫定利率間의 差異를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예정이율을 實質利

率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通例이므로 금리차보장을 통

하여 예정이율과 정기예금 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차보장

율은 終身保險인 年金保險과 이를 제외한 一般保險으로 구별하여 보장율을 달

리하고 있다. 금리차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7) 재정경제원,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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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차보장금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 금리차보장율

- 금리차보장율 =

일반보험 : (정기예금 금리 - 0.5%) - 예정이율

연금보험(보험기간 종신) : (정기예금 금리 + 0.5%) - 예정이율

② 利差配當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投資機能을 수행한다. 이차배당은 實勢金利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 확정금리(=예정이율+금리차보장율) 이상의 투자수익율을 거두었을 때 그 超

過收益을 계약자에게 환원한다. 이차배당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2년이상 유지

된 계약에 한하고 있다.

- 이차배당액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이차배당율

단, 종퇴보험은 전보험년도말 보험료 적립금에 당해연도 수입순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의 경과일수에 따른 적수를 가감한 금액에 이차배당율을

곱한 금액

- 이차배당율 = 이차배당기준율 - (예정이율+금리차보장율)

利差配當基準率은 1996년 현재 10.5% 이하(단, 예정잔존탈퇴율을 사용한 저

축성보험의 이차배당기준율은 9.5%이하, 종퇴보험의 이차배당기준율은 9%이하)

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8).

28) 96년도 이차배당기준율 : 9%(기존사 등 30개사), 10 %(영풍, 프랑스), 9.5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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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長期維持特別配當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장기계약의 장려와 장기유지로 인한 투자효율성을 보상

하기 위하여 장기간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特別配當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6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종퇴보험과 투자수익보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기유지특별배당액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장기유지특별배당율

- 장기유지특별배당율 = 0.25% + (경과년수 - 6) × 0.05%

④ 死差配當

보험회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계산에 사용하는 사망

율을 실제 經驗死亡率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는 안전율이 감안되어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사차배당을 통하여 예정사망율

과 실제사망율의 차이를 환원한다. 사차배당 대상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이다.

- 사차배당액 = 연간 위험보험료 × 사차배당율

- 사차배당율 = 100% - 현행 경험생명표상 사망율 (성별 , 연령별) 회사율
보험료산출시 사용한 예정사망율

⑤ 再評價特別配當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이상 유지된 계약이다. 배당금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계약의 만기 또는 환급금 지급시에 지급된다.

배당종류별 支給規模를 보면 <표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死差配當이 약

30%, 利差配當 25%, 長期維持特別配當 12%, 金利差保障 33%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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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差配當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업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실시가 유보된 상

태이다.

<표Ⅲ-6> 配當種類別 規模 및 構成比(1995년도)

(단위 : 억원, %)

구 분 사차 이차
장기

유지

금리차

보장

배당

합계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준비금 3,705 31.6 1,901 16.2 1,470 12.5 4,667 39.7 11,743 100.0

지급금 1,495 30.1 1,227 24.7 610 12.3 1,635 32.9 4,967 100.0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통계연보, 1996

현행 배당체계에서 금리차보장, 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은 그 성격상 넓

은 의미의 利差配當으로 볼 수 있다. 금리차보장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와의

차이, 이차배당은 정기예금과 투자수익율과의 차이,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장기투

자의 효율성 증대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배당대상이 금리차보장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 이차배당은 2년이상 유지된 계약,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이

상 유지된 계약으로 되어 있어 적용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산출기초에 있

어서는 금리차보장은 그 기초가 前保險年度末 解約還給金인데 비해, 이차배당

의 산출기초는 前保險年度末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이라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해약환급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간의 차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면 아래와 같다.

t W = t V ( N ) - α·
m - t

m

여기서 , t W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해약환급금 , t V ( N ) : 순보험료식 준비금

α : 예정 신계약비 , m : 보험료 납입기간 , t : 납입 경과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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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간에는 新契約費의 상각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험계약 경과기간이 3년 초과일 경우에는 동일하다. 예

정신계약비 상각방법에서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은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때는 m대신에 7을 적용하고, 7년미만일때는 납입기간(m)을 그대로 적용하며,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t)이 3년이하로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

는 보험료 납입기간(m)을 10으로 하고, 경과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입기간이 7년이상일 때에는 납입기간을 7로 적용한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생명보험자산의 장기투자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계약의

長期維持 奬勵를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차배당의 일종으로 보기에는 異論

이 있겠으나,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은 명백히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금리차보장은 1978년 高金利時代(예정이율 12%, 정기예금이율 18.6%)에 보

험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약에 의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생명보험산업이 慢性的 赤字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제도 도입이 어려

웠던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臨時方便的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

본시장의 개방과 金利自由化에 따라 金利水準이 下向하고 있고 이차배당제도도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리연동형 상품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금리차

보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금리형 상품은 모두 금리차보장율을 초과하는 이

차배당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차보장을 이차배당으로 부터 분리하여

二元化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定期預金金利가 자유화되어 變動性이 增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

행의 가격정책에 의해 보험권이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보험권이 금

리차보장의 기초로서 사용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수신고 기준 상위 5개 시중은

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단순평균 금리로서, 은행간 금리 차이를 평준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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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을 다소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의 금리결정에

보험권이 종속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최근 금리자유화와 함께 CD, RP

등 단기시장성 상품들의 만기가 단축되고 최저가입금액도 하향조정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 市場金利와는 크게 乖離된다는 면에서 정기

예금이율을 금리차보장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妥當性이 缺如된다.

2) 內部留保 剩餘金의 處分

우리나라 配當分配 方式上의 문제점으로서 또 하나 지적하여야 할 점은 資

本利益(capital gain)을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

국에서는 만기 또는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할 때 消滅時配當을 통하여 자본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고 있다. 英國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멸시배당을 1950년대에 도입하였고, 日本은 책임준

비금 적립이 충실화됨에 따라 1971년부터 소멸시배당을 실시하였다. 美國의 소

멸시배당은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영국과 일본의 자

본이익 분배라는 사고방식과는 달리 책임준비금 등의 금리변동리스크에 대비하

여 적립했던 內部留保를 還元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당중 자본이익의 환원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再評價特別配當

과 長期維持特別配當이다. 그러나 자산의 재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회사의 임의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대상도 2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소멸한 계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평가특별배당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보유자는 보험자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이상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자산재평가 이전에 소멸한 계약의 보

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新舊契約者間의 公平性이 유지되지 못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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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

립금의 0.25%를 기초로 하여 6년이상 초과년도 마다 0.05%를 가산하여 지급하

고 있다. 따라서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장기계약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할 뿐, 매

보험계약이 보험자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해

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이 같다하더라도 보험종목에 따라 資産形成에 寄與한

貢獻度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금리가 하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貸出收益率과 債券收益率을 비롯한 固定收益投資收益率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침체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보험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기유지특별배당을 고정된 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 豫定利率制度

가. 豫定利率 運用 現況

生命保險 契約은 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수입될 保險料의 現在價値와 지급

될 保險金의 現在價値를 同一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보험료와 보

험금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豫定利率이라 한다. 즉 예정

이율은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율중의 하나로서, 보험회사는 예정이율

이상의 資産運用收益率을 올려야만 계약자에게 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은 실제 예상수익율 보다 낮게 책정하여 安全

性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정이율을 초과한 실제 수익율은 배당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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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保證하는 利率로서 향후 실질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는 변동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하락

하는 경우에는 역마진이 발생하며 이는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일본의 超低金利現狀과 유가증권 수익율 악화로 일본 생명보험회사에서

역마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은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인 長期性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經濟與件, 金利變動 推移, 配當率과

他金融機關과의 競爭力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예정이율에 대한 規制는 1958년 11월 財務部 指示에 의해 예정

이율의 최고한도 설정, 부가보험료(사업비)의 범위요율화가 시행되면서 부터이

다. 그 以前에는 보험요율에 대한 규제 없이 회사가 自律決定하고 있었으며 예

정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준하는 수준이 사용되었다. 요율산출기초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旣存契約을 비롯한 전보험계약에 遡及適用하였다. 그 이

후 예정이율 변경을 통해 시중금리 변화에 대응하였으나, 예정금리의 변경으로

인한 판매중지 상품이 전체 판매중지 상품의 25%에 달하고 판매수명이 2년이

채 안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배당제도가 도입됨

으로써 예정이율을 빈번히 변경하는 일은 없어졌다.

配當保險의 예정이율 체계는 1958년부터는 12%이하로 정하여 上限을 規程

하고 있을 뿐 보험기간에 따른 구분은 없었다. 그후 1965∼1982년 까지 보험기

간별로 구분사용하였으며 1982년 이후는 다시 단일화 되어 현재 원칙적으로

7.5%를 예정이율로 사용하고 있다. 금리연동형보험29)은 정기예금이율이나 약관

29) 정기예금 금리연동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이며, 이들 상품은 (정기예금 금리 +

2% )로 운용되고, 노후적립연금보험은 (정기예금 금리×125% )로 운용된다. 약관대

출 금리 연동상품에는 새가정복지보험이 있으며, (약관대출금리 - 1% )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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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연동되어 있고, 1994년 6월 도입된 個人年金保險의 예정이율은

5.0%∼7.5% 사이에서 회사가 자율결정토록 함으로써 範圍豫定利率 體系30)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연동형 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위험

보험료에 대해서는 7.5%를 예정이율로 사용한다. 1992년에 도입된 無配當保險

은 그 계약기간에 따라 10년 이하는 9.5%, 10년 초과는 8.5%를 사용한다.

<표Ⅲ-7> 우리나라 豫定利率의 變遷過程

구 분
예정이율 정기예금 금리

(해당 연월)

자산운용 수익률

(해당년도)단기(5년이하) 중장기

1958.11 12% 이하(산출기초 최초규제) 10.0% N.A
1958.12 15% 이하(생존15이하, 기타12이하) 10.0% N.A
1959. 7 12% 이하(이율통합) 8.0% N.A
1965.10 20% 이하 12% 이하 30.0% 20.0%
1967. 2 25% 이하 12% 이하 30.0% 27.8%
1968.11 20% 이하 12% 이하 25.2% 38.5%
1972. 8 15% 10% 12.0% 10.2%
1973. 5 12∼15% 10∼11% 12.0% 11.1%
1976. 3 19% 15% 15.0% 13.6%
1978. 9 정기예금금리 이내 12% 18.6% 16.2%
1982. 7 8% 8.0% 11.6%
1987. 6 7.5% 10.0% 15.4%

1992. 7

배 당 부 : 7.5%

무 배 당 : 10년이하 9.5%

10년 초과 8.5%

9.5%(92년)

8.5%(93년)

9.0%(94∼95년)

11.9%

10.9%
1994. 6 개인연금 : 5.0∼7.5%

자료 : 생명보험상품사(1985, 한국보험공사) 및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를 참고하여

작성

30)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인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을 7.5%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외

국사 및 합작사들은 6% (프랑스, 네덜란드) 또는 5% (영풍메뉴라이프)를 사용하는

등 최고한도 보다 낮은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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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예정이율과 동일하다. 즉 금리연동상품과 개인

연금을 제외한 배당보험은 7.5%, 무배당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9.5% 또는

8.5%를 사용한다. 金利連動商品은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7.5%,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는 定期預金 또는 約款貸出金利에 연동된 부리이율이 책임준비금 산출이

율로 사용된다.

나. 獨自的 豫定利率體系 未備

우리나라 예정이율 체계는 은행의 1년만기 定期預金 金利와 密接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보험 예정이율이 7.5%로 결정된 것은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니며, 1987년 6월 예정이율 개정시에 금리차보장율 2%를 포함하여 實質

的인 保障利率이 정기예금 금리인 10%에 근접하도록 책정한 것이다. 무배당보

험의 예정이율은 1991년도 생명보험회사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배당보험의 예정

이율과 利差配當基準率(1992년 현재 12%)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서,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의 경우 배당보험 예정이율 7.5%에 금리차보장율 2%와

이차배당율 2.5%를 합산한 4.5%를 예정이율에 반영하기 위하여 純保險料로 換

算하면 약 3% 정도이나, 이중 1%는 무배당보험의 자체안전율로 인정하여 2%

만 가산하여 9.5%로 결정된 것이다.3 1) 또한 판매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노후

복지(설계, 적립)연금보험의 부리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되어 있

어 은행금리와의 연관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은행금리에 연동되는 보험회사의 이율체계가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

다 준 것은 아니다. 이는 은행금리가 일단 公信力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

31) 이명주, 무배당보험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소고 , 「생협」, 1992.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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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은행금리에 2%를 더하거나 125% 할증하여 적용하므로 은행금리에 비

해 플러스 요인이 있음을 강조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홍보함으로써 生命保險産

業 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

권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권의 基本金利32)로서,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소비

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公示制度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에는 오히려 기본

금리와 실제금리의 차로 인한 民願所持만 內包하게 되어 보험권의 이율체계를

채권수익율 등 시장금리에 연동하거나 보험권 자체적 금리를 설정하여 합리적

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過度한 豫定利率 水準

예정이율을 7.5%로 결정한 1987년도는 정기예금이율이 10%, 자산운용수익율

은 15.4%, 債券收益率은 12.8%로서 당시에는 7.5%의 예정이율 수준이 이러한

이자율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값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金利自由化

의 進展 등으로 金利의 下向趨勢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

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예정이율 수준이 결코 안정적이라 단언할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자산운용수익율의 계속적인 하락은 보험자산의 利差逆마진

(margin)마저 招來할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무배당보험은 최고 9.5%의 예정이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最近 株價暴落과 景

氣不進 등에 따라 많은 회사의 자산운용수익율이 10%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보

험회사의 利差益 達成을 威脅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인 노후

복지연금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은 적립이율이 총자산운용수익율을 상회하여

利差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정이율을 7.5%로 적용하는 배당상품은 현재까지

32) 실제는 기본금리에 2∼3%의 특별금리를 더하여 수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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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장기간

유지될때 금리의 하향추세를 반영한다면 결코 안정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예정이율의 문제는 傳統的商品 보다는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

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의 부리이율은

정기예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에 연동하게 되므로 總資産運用收益率이 낮아

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그 이상의 수익율을 보장하게 되어 會社의 不實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부리이율 조정 및 개선을 통하여 財務健全性

을 確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자산수익률이 예정이율을 하회하거나 비슷한 경우, 貯蓄性 比重이 높은 年金

保險이나 敎育保險 등은 준비금 적립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保障性保

險은 준비금이 이자율 변동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편이므로 저축성보험

에 비해 준비금 적립의 부실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는다.

또한, 現實的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서 국내에

는 長期·安定的인 投資對象이 貧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長期債券 市場

의 非活性化로 많은 자산이 주식, 단기채권, 단기대출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유

가증권의 평가손이 발생하거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차역마진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성에 맞도록 운용자산을

長期投資할 수 있다면, 설혹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자산은 장기적으

로 운용될 것이고, 新商品의 경우는 豫定利率의 調整으로 이차역마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높은 예정이율의 사용이 가능한 이유로서는 높은 失效

·解約率과 營業競爭力의 提高를 勘案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상품개발 과정에서 價格決定前 損益分析을 실시하여 장래 이차역마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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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성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높은 실효·해약율로 인하여 실제로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보험회사의 保險計理 및 보험상품개발 부문에서는 安定的인 예

정이율을 원하고 있으나, 營業部門에서는 販賣力의 劣勢때문에 높은 예정이율

을 원하게 된다.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을 5∼7.5%

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정이율로 하였지만,

大部分의 會社가 最高利率 7.5%를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영업부문에서 연금상품 판매시 생명보험상품은

7.5%의 확정금리를 적용하므로 향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동이율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연동상품에 비해 강점이 있다. 는 등의 홍보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하는데는 이제까지

의 고금리상태의 유지와 이차역마진에 대한 不感症 및 금리가 하락하기전 대부

분의 계약이 解約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의 非合理的인 損益管理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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