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豫 定 利 率 自 由 化 推 進 方 案

1 . 槪觀 및 基本方向

生命保險 價格自由化는 1994년 4월 예정유지비의 자유화에 이어 1995년 4월

부터는 사차배당이 자유화됨으로서 第1段階 및 第2段階 價格自由化가 단계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第3段階로서 위험율의 자유화와 이차배

당의 자유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1998년 이후로는 第4段階 自由化로서 費差配當

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率의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예정됨에 따라 점차적으

로 자유화 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가격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價格競爭

體制로의 轉換이 예상된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제4단계 가격자유화를 통해서는 規制를

最小化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급능력 부족과 재무구조의 취약현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도 적절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消費者保護 側面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예정이율의 책

정에 있어서 장래의 금리변동을 적절히 예측하여 회사 체질에 맞는 料率政策

(高料率高配當 또는 低料率低配當政策)의 채택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제4단계 가격자유화의 中心이 되는 豫定利率의 自由化에 대해서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상품은 그 구조상 순수보장성보험보다는 만기시 납입보

험료 이상을 환급하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이나 貯蓄性保險의 판매가 대부분

이므로 예정이율의 결정은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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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소비자들의 金融商品에 대

한 認識이 增大되면 高收益을 보장하는 節稅商品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측면에서도 예정이율은 장래의 부채(책임준비금)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

치 못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사용할 경우는 상품판매력에서 타사 또는 타금융권에 비해 유리하지

만 운용수익율이 그 이하로 나타나면 利差損이나 支給不能 事態에 도달 할 수

도 있다. 반대로 낮은 이자율을 책정한 경우는 회사는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

지만 판매측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保險價格의 水準은 보험영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험가격

의 기본 요소인 예정이율의 변동에 따라 販賣量이 變動되는데, 보험시장의 不

完全市場46) 성격으로 인해 완전경쟁적 시장에 비해 변동폭은 적다. 즉, 예정이

율이 자유화 되더라도 보험회사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상위비판점이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판매량이 急減하게 되고, 반대로 인하할 수 있는 하위비판점 이

하가 되면 소비자들이 市場不完全要素를 克服하여 판매량이 急激하게 增加한

다. 판매량은 증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준비금적립의 충실화 등

간접적인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하위비판점 이하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그림Ⅴ-1>로 설명하면 판매선은 일직선이 아니고 二重

的으로 屈曲되어 있다. 가격 P1 과 P2 사이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변동

46) 趙海均, 新保險經營論, PP 161∼169, 1994, 박영사

保險市場 不完全市場 原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優越性이 質的側面과 人的側面에서 강하게 존재하며,

② 市場洞察力이 크게 결여되어 있으며,

③ 利益極大化 및 效用極大化를 위한 合理的行動이 불가하고,

④ 市場條件 및 環境與件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이 不足하며,

⑤ 보험사업이 規制事業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國家의 干涉과 監督, 規制를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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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더라도 보험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판매량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

는다.4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정이율이 자유화 되더라도 보험가격은 일정한

영역 이내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영역을 보험회사의 自律領域이라 하는데,

보험시장의 불완전성 정도에 의존한다. 이를 예정이율 측면에서 분석하면 이자

율 변화에 민감한 貯蓄性保險은 i1과 i2 차이가 적어 자율영역이 좁아 운용의

폭이 적은 반면, 保障性保險 특히, 순수보장성보험은 i1과 i2 차이를 확대하더라

도 보험료 차이가 적어 예정이율에 대한 자율영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림Ⅴ-1> 保險市場에서의 價格形成

가격

P2(i2)

P 1(i1)

0

상위비판점

하위비판점

자 율

영역

판매선

x1 x2 판매량

주 : i1 > i2 , i1, i2 는 예정이율

47) 趙海均, 앞의 책, P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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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정이율은 需要·供給의 原理에 입각하고,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科學的이고 合理的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銀行 등 타금

융기관 상품의 경우 저축기간이 단기이고, 부리형태도 實積配當形態가 많아 금

리 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가 적은 반면 生命保險商品은 보장기간이 장기이고,

준비금의 안정적 적립, 배당의 지속성 유지와 확정금리 보장형으로 安定的인

利子率을 요구하게 된다.

보험권 固有의 독자적인 이율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금리에 의존하는 현

재의 이율체계에서는 생명보험의 主力商品이 은행권 금리에 연동되어 운영됨으

로써 업무처리의 複雜性과 보험이 銀行에 隷屬되는 감을 가져와 소비자의 생명

보험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율은 保險料算出 豫定利率과 責任準備金 評價

를 위한 評價利率體系로 二元化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산출 예정이율은

가격자유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經營實積이 반영되어 회사별로 차

별화된 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약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책임준비금 평가이율

은 보험의 사회적 공공적 성격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재의 부채(준비금) 수준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1998년 이후 검토될 第4段階 價格自由化는 보험요율에 관련된 제가

격 결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동안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保險料率의

自由化, 責任準備金 評價水準의 規制라는 두 軸을 중심으로 保險會社, 保險契約

者, 保險募集人 3者共榮의 原則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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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豫定利率 自由化 方案

가. 二元化의 必要性

국내 생명보험의 가격체계는 현재까지 예정이율이 一律的으로 規制되어 급

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각사별 경영실적 및 장래를 추정한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效率的 經營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

하였다.

<표Ⅴ-1> 商品別 豫定利率

구 분 배당보험 무배당보험 개인연금 금리연동형 상품

예정이율 7.5%
10년이하 : 9.5%

10년초과 : 8.5%
5∼7.5%

정기예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 연동

주 : 개인연금의 경우 범위이율로 되어 있지만 외국계 회사의 일부상품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상품이 7.5 %를 적용하고 있음.

자료 :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1996. 8

그러나, 自由化, 開放化의 進行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회사별 경영실적 또는

향후 금리추이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판매하는 한편 다만 준비금적립

등 대계약자 부채 확보측면에서는 정부가 정한 保守的 利子率을 적용하여 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二元的 利子率 運用方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자율의 이원화는 自律性과 强制性을 同伴하게 된다. 보험료는

회사의 언더라이팅 능력 및 위험관리 능력에 따른 豫定危險率과 자산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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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 장래의 금리전망을 토대로 한 豫定利率, 보험계약의 가입부터 종료시까

지 소요되는 경비 등을 분석한 豫定事業費率 등에 의해 회사의 規模에 맞게 自

律的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예정이율은 회사의 손익 및 타사와의 경쟁력 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會社政策에 附合하는 자율적인 이율을 적용한

다. 획일적인 이율의 설정은 談合의 의혹을 안게 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 최근의 자산운용수익율은 무배당보험의 보장이율 9.5%에

근접해 있어 이자율의 하향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상품은 금리역마진 현상이 발

생하게 된다.

한편 준비금적립이 안정적으로 적립되지 않을 경우는 會社의 不實을 초래하

게 될 뿐만 아니라 破産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준비금은 소비자보호 및 회사

의 재무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성을 부

여하는 측면의 평가이율 규제는 狹義的으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독하여 재

무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廣義的으로는 부실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계약자

에 대한 부채, 준비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자율 체계를 상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료산출 이자율과 준비금적립 평가이자율 체계를 달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보험료산출을 통하여 營業活性化를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消費者 權益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준비금적립

을 통하여 회사의 健實한 資産構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豫定利率의 自由化

보험상품은 구매자들에게 條件附請求權을 부여하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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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現在價値化한 후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를 산출하게 되며 이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저축성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요소 중 가장 敏感한 부분이 되고 있다. 예정위험

율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개선되어 안정적인데 반하여 예정이율은 장

기적으로 하향화가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 산출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규제된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왔고 손실발생

시에도 政府의 配慮가 있었으나, 자율경영 시대에 진입한 현재는 회사의 責任

經營體制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예정이율은 공금리(정기예금이

율)에 안전할증을 가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권

의 독자적인 이율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리의 자유화로 인하여 금융권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금리민

감도가 높아지는 한편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추진되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競爭力

强化 次元에서도 보험권의 자체적인 이율체계의 설정이 요망되고 있다.

한편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固定利子率 체제에서 範圍利子率, 自由利子率 순

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자유화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위이자율의 도입은 자유화의 진행과정상의 접근방법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자율은 보험료 산출에 민감한 영향

을 주기 때문에 競爭이 深化된 영업환경에서는 범위이자율의 의미가 없어진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상품의 경우는 예정이율 1%의 변화만으로 보험료가 15%

정도까지 변화게 되며 이는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8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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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처럼 타사보다 예정이율을 1%만 낮게 설정할 경우라도 競爭力을 喪失하

게 된다. 그러나 純粹保障性保險의 경우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정이율체제나, 범위이율, 자유이율 등에 상관 없이 보험료

가 같은 수준이 된다.

범위이자율은 자유경쟁하에서 진행될 요율차등화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소형사와 대형사가 혼합된 환경에서 소형사의 영업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차배당이 자유화되고 이

차배당의 자유화가 곧 시행될 예정인 상황하에서 범위이자율의 도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요율산출체계 및 배당의 획일화 등으로 규

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료의 차별화가 輕微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실제적으로 개인연금 도입시 범위이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0여종의 상품 중 최고이율인 7.5%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은 외국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3∼4종에 불과하며, 판매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연금보험이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동폭이 크고,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상품의 급부구조가 비슷하여 소비자의 價格比較가 容易할 뿐만 아니

라 배당예시제가 허용되지 않아 영업측면에서 타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율 체계가 이원화되어 標準責任準備金制度가 도입되면 보험료산

출 예정이율은 자동적으로 범위이율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즉, 예정이율이 완

전자유화 되었다 하더라도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험료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는 支給能力 確保 때문에 보험료산출 예정이율

의 最高限度가 결정되고, 예정이율의 하한은 동업타사와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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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자율은 회사의 책임하에 운영되겠지만 설사 도입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는 많은 회사가 비슷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후술하는

準備金 積立水準 및 將來 金利推移, 投資收益率 등을 감안하여 자율성과 경쟁

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자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업타

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자율 수준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계약

의 유지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리스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범위이율을 도입한 후 조만간 자유이율제로 이

행할 경우 범위이율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자

유요율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정이율 체제하에서 損失이 발생했을시 이를 규제한 政府의 責任이 상대적

으로 크다면, 범위이율제도하에서도 또한 일부의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자유이율제도는 가격자유화에 따른 책임경영시대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예정이율이 자유화되면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회사의 경우는 價

格競爭力에서 打擊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이러한 회사들의 경쟁

력이 확보되는 시기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OECD 가입, 金融改

革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안할때 그때까지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예정이율의 자유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타금융기관의 금

리(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 연동되는 이자율을 보험권 또는 市場金利에 連動할

수 있는 이자율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점이다. 특히 1년만기 정

기예금은 은행 負債計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또한 실제로 기준이율

(현행 9%)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어 은행간 相異한 利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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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에 따라 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다.

즉, 競爭機關의 금리를 생명보험회사의 기준이율로 사용함으로써 은행의 수신

금리 전략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구조가 銀行機關에 隷屬되는 등의 문제가 야

기될 수 있는 것이다. 금리연동형상품의 예정이율(부리이율) 자유화 방안으로는

透明性 確保와 市場金利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매일 변동되는 체

계가 아니라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시장금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

을 때에는 解約發生 可能性이 높아지고,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장기예측을 통한 적정한 이자율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Ⅴ-2> 預金銀行 負債現況

(단위 : 백억원, %)

구 분
정기예금 기타

예금

CD 및

차입금등

신탁

계정

해외

부채등
총 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

금 액 431 1,178 1,085 11,063 10,538 10,176 8,016 43,027

구성비 1.0 2.7 2.5 25.7 24.5 24.9 18.6 10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월보 1995. 6

3 . 標準責任準備金 評價利率 算出方案

標準責任準備金이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

이 마련한 最低準備金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나

위험율보다 保守的으로 策定하여 評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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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평가이율은 보험료 산출시의 예정이율 만큼 중요하다. 예정이율은

장래의 금융환경을 분석하여 상품별로 손익분석을 거친 후 타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安定的으로 산출하는 반면, 준비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이

율은 신규계약 및 기판매계약의 계약자에 대한 負債移行을 充實히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이자율로서, 이에 따라 당년도의 손익이 결정되므로 계약

자에 대한 配當, 經營效率 등의 評價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이율은 적용방법에 따라 이자율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산출과정에

서는 동일한 결정인자를 적용한다.

평가이율의 산출시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準據利率을 산출하여야 하며, 준거

이율을 기초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長期的인 金利展望 推移를 감안하고 가격자

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산출공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準據利率의 設定

준거이율(Reference Interest Rate)은 평가이율 산출에 필요한 基本利率로서 자

본시장의 이익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또한 綜合金融化의 진

행에 따라 타금융권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거이율의 산출방식으로는 資産運用收益率, 會社債收益率, Building Block방

식48) , Basket방식49)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회사채수익율을 제외하고는 각사마

48) Building Block 방식은 각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토폴리오를 기준

으로 각 자산별 장기수익율을 예측한 후 자산구성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생보사

의 총자산 예상수익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예상수익율을 근거로 준

거이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49) Basket 방식은 몇가지의 중요 시장금리로 금리포토폴리오(또는 Basket)를 구성하여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CD, RP, 어음매출 등의 금리 결정시 사용된다.

R = w 1 Y 1 + w2 Y2 + ··· + wn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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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이할 수 있고,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恣意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같이 자산운용 실적이 불안한 대다수 소형사와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는 일

부 대형사가 양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회사채

수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예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 등의 特定金利에 連動된 상품의 비중이 50%50) 이상의 수준이며,

향후 情報公示制度의 强化, 消費者의 金利選好度 增加 추세를 감안한다면 타금

융권 상품과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시장금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상품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채권시장이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

기는 하나, 현재 3년만기 「銀行保證付 會社債 收益率」이 대표적인 시장금리

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율을 준거이율로 설정하는 것이 현행 여건상 불가피하다.

표준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은 평가이율의 적용방식에 따라 장기적인 금리추이

를 예측하여 현재의 시장금리에 일정 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評價年度方式

(Lock-out method) 및 發行年度方式(Lock-in method) 등으로 그 적립방법이 달

라질 수 있다.

나. 評價利率의 適用方式

평가이율 적용방식에는 발행연도방식과 평가연도방식이 있는데, 어느 것을

選擇하느냐에 따라 평가이율이 달라진다. 발행연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R : Basket 의 가중평균 수익율

w 1, ···,wn : 포토폴리오 자산의 구성비율(weights)

Y 1, ···,Yn : Basket에 들어 있는 각 자산의 수익율

Basket을 구성하는 자산의 선정과 구성비율은 금융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재무기획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50) 보험개발원, FY '95 생명보험상품운용현황, 199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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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평가이율은 시장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판매당시의 평가이율이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며, 평가연도 방식의

경우는 시장금리 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신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遡及 適用되기 때문에 발행연도방식에 비해 시장금

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적용방식에 따른 長短點을 分析하고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發行年度方式

발행연도방식은 상품이 판매되는 당해년도에 約定된 利子率을 적용하여 준

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이 終了될 때까지 최초에 산출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현재 미국, 일본 등의 생명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 판매당시의 금융환경(특히 금리수준)과 보험계약 종료시의

금융환경이 거의 변화가 없는 安定的인 狀況에 適合하다.

이 방법은 상품판매시 미리 계산된 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계산의 간

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은 도모할 수 있으나, 먼 장래의 금리수준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없어 安定的인 評價利率을 요하게 된다. 계약자에 대한 부채,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평가이율을 낮게 설정하게 되므로 경과년도별 시

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過剩積立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편 금융환경의 불안에 따른 예측의 오류로 시장금리가 평가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준비금의 과소적립으로 인한 자본금의 준비금으로의 전입, 지

급불능 등 현재 일본에서 겪고 있는 것과 같은 財務健全性에 대한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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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에서 발행연도방식을 채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어

려움이 있다.

첫째, OECD가입 등으로 인한 금융의 개방화에 따라 國內金利가 下向安定化

로 이행될 것이 확실시 되나, 어느 정도까지 일지는 추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의 준비금 적립 부담을 고

려하여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과의 차를 적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

일 수 있으나, 실제금리가 책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資本蠶食 등 회사의 損益

이 惡化될 수 있다.

둘째, 현행 제도하에서도 많은 회사의 준비금 積立負擔이 높은 현실에서 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평가이율을 책정하는 것은 모든 보험회사에게 커다란 負擔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장래의 부채 평가에 있어서 현재 이자율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장래 이자율의 예측을 지나치

게 안정적으로 할 경우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 준비금적립이

충실하지 못한 회사들의 경우는 合倂 또는 破産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국면에 이

를 수 있다.

세째, 현행 우리나라의 준비금 적립형태는 순보험료식 적립방법과 해약환급

금식 적립방법이 양립5 1)하고 있어 표준책임준비금 적립방법 도입시 基準을 一

元化하게 되면 순보험료식 적립사에게도 부담이 되겠지만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의 경우 순보험료식 적립사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준비금 적립에 대

한 負擔을 더욱 加重시킬 것이다.

네째, 현행 예정이율 수준을 고려할 때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의 책정이

곤란하다. 다음 표는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을 기준으로 현행 예정이율(7.5%)

5 1) 순보험료식 적립사 삼성, 흥국, 교보 3사, 혼합식 적립사 제일, 해약환급금식 적립

사 기타 29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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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적정한 표준책임준비금 이율을 구하고자 분석한 것이다.

동 상품은 貯蓄과 保障을 겸한 보험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형상품, 생

사혼합보험 등(연금보험도 연금개시전까지는 동상품의 유형에 포함됨) 國內商

品을 單純化 한 例로 볼 수 있다.

분석방법은 발행년도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시에는 예정이율 7.5%를 적용하

고,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에는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위험율

측면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산출 위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상품의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보장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보 장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사망 또는 1급장해시 1,000 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 1,000 만원

납입면제 2∼3급장해 차회이후 보험료

<표Ⅴ-3> 豫定利率別 月納 保險料 例示

(단위 : 원)

구 분 7.5% 7% 6% 5%

순보험료 22,900 23,900 26,200 28,700

영업보험료 29,600 30,600 32,800 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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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4> 利子率 變動에 따른 責任準備金의 變化

(단위 : 백원, %)

구 분 1 년 2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15 년 20 년

7.5
%

① 2,490 5,130 7,931 14,063
20,978 33,104 59,905 100,000

② 0 2,988 6,217 13,206

7 % 2,614 5,375 8,293 14,643 21,746 34,076 60,849 100,000

증가

율

① 105.0 104.8 104.6 104.1
103.7 102.9 101.6 100.0

② - 179.9 133.4 110.9

6 % 2,879 5,898 9,062 15,864 23,352 36,080 62,748 100,000

증가

율

① 115.6 115.0 114.3 112.8
111.3 109.0 104.7 100.0

② - 197.4 145.8 112.8

5 % 3,170 6,466 9,894 17,171 25,051 38,162 64,659 100,000

증가

율

① 127.3 126.0 124.8 122.1
119.4 115.3 107.9 100.0

② - 216.4 159.1 130.0

주 : 1. 7.5 % 난의 ①은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이며, ②는 해약환급금식책임준비금임.

2. 증가율 난의 ①은 보험료 산출이율7.5 %로 계산한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에

대한 각 이율별 표준책임준비금에 대한 비율이며, ②는 보험료 산출이율

7.5%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식책임준비금에 대한 각 이율별 표준책임준비금에

대한 비율임.

3. 7년∼20년은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이 동일함.

발행연도 기준으로 할 때 위 <표Ⅴ-4>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0.5% 하향 시킬 경우 初年度 책임준비금은 약 5% 증가한 값이 되

며, 2.5% 하향시킬 경우 27% 증가한 값을 追加 積立하여야 한다.

더구나, 解約還給金式準備金을 적립하는 회사의 경우는 현행 기준으로 초년

도에는 적립할 필요가 없었으나, 표준책임준비금 도입시 현행 순보험료식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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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상의 적립을 하여야 하므로 준비금적립 능력 및 지급여력 확보가 곤란한

회사는 자본잠식은 물론 추가적인 자본금 전입이 필요하게 된다.

준비금 적립이자율을 6% 이하로 할 경우 초년도를 분석하면 總納入 純保險

料(274,800원)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 지출, 위험보험료 등을 감안

하면 회사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評價年度方式

평가연도방식은 상품의 販賣時期와 관계없이 신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하여

평가시점의 평가이율을 적용하여 장래의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每年 市場

金利에 따라 준비금을 再計算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생명보험과 미국의 일부 연금상품이나 GICs의 경우 보험회사의 선택

에 따라 평가연도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이율은 평가년도별로 매년 다르게 산출하므로 시중금리를 가장 잘 반영

하여 부채의 평가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계산과정에서 평

가이율별 기수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의 複雜性과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

에 따른 準備金 增加는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리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행년도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금리전망

의 어려움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보 차원에서 평가연도방식을 槪略的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短期的인 금리하락시는 전년도 준비금에서 예정되어 있던 차년도 준비

금에 追加的인 準備金이 필요하게 되므로 예정이율보다 평가이율이 높은 수준

에서는 정확한 經營利益의 算定이 어렵다. 이러한 추가적 준비금 가운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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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과 평가이율의 차로 발생하는 순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시에 대

비하기 위한 別途의 準備金 裝置가 필요하다. 예정이율보다 평가이율이 낮은

경우는 발행년도방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잠식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

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적인 금리하락시에는 단기별로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으나, 발행연도방식에 비해 계속적으로 부담이 많아진다.

둘째, 평가연도방식은 시장금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이율을 적용

함으로 평가이율이 보험료 산출이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부채의 합리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평가이율이 높을 경우에는 현행의 해약환

급금 산출 기준하에서는 解約還給金 以下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해약환급금을 最小準備金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해

약될 경우의 대처능력이 未洽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 해약율 자체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각사의 代表計理人은 해약율을 보수적으

로 설정하여 해약율을 감안한 해약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 현행 배당체계52)에서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식준비금에 連繫된 이차

배당 등 各種 配當金 體系를 整備하거나 배당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재계산

이 필요하다.

3) 評價利率의 水準

우리나라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7.5%로 현재 市場金利의 60%

52) 금리차보장 : 전년도 말 해약환급금에 금리차보장율을 곱하여 계산

이차배당 : 전년도 말 해약환급금식준비금에 이차배당율을 곱하여 계산

사차배당 : 전년도 위험보험료에 배당율을 곱하여 계산

장기유지특별배당 : 6년 이상 유지계약에 대해 전년도 말 해약환급금식준비금에 배

당율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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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美國의 경우 보험기간이 10년인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시장금리의 70% 수준이고, 日本은 84% 수준이며, 평가연도방식을 이용하고 있

는 英國은 자산운용수익율의 97.5% 수준이며, 3년경과 후는 연 7.2% 이하로 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

아 積立負擔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수준이 높고 향후 하향안정화 추세로 진행된다면 발행

년도방식으로는 보험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평가이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연도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금리리스

크 및 해약에 대한 추가 준비금의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이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Ⅴ-5> 評價方法別 比較

구 분 평가연도 방식 발행연도 방식

준비금의 평가
연도별 실제금리 적용으로 합리적

인 부채평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금리 적용

으로 과다 또는 과소평가

급격한 금리

등락

하락시에는 준비금 부담이 증가되

며, 상승시에는 이익잉여금 발생

금리의 보수적 적용으로 평가

연도방식 에 비해 하락시에는

충격이 적으며, 상승시에는 이

익이 많이 발생

사무처리 수준 복잡함 단순함

해약환급금과

관계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수 있어 보

험계리인으로 하여금 당년도 해약

율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과 준비

금에 대한 차액을 별도의 준비금

으로 적립토록하는 제도장치 필요

대체로 해약환급금보다 많음

국내에 적용

금리변동에 대한 준비금을 추가하

면서 적용할 경우 현행 금리수준,

회사수준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긍정적인 방법임.

안정적인 방법이나, 종합금융

화, 합병·인수등 급변하는 경

제환경에서 채택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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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評價利率의 算出53)

평가이율의 산출에 있어서는 이에 앞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검토가 先行되어야 한다.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자유화되면

현재와 같이 保險會社別, 商品別, 保險期間別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닌 회사의 규모에 적정한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현재는 보장급부 등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거의 동일

한 보험료가 산출되고 있으나, 가격자유화가 완전히 진행되면 예정위험율, 예정

이율 적용의 차등화에 따라 서로 差別化된 保險料가 算出될 것이다. 특히 보험

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豫定利率은 각사의 재무기획 담당자, 계리인 등이

長期的인 利子率 및 資産運用收益率을 감안하고, 또한 향후 소비자의 金利敏感

度 증가 및 保險에 대한 認知度 증가에 따른 價格公示制度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商品競爭力 確保를 위하여는 타사의 요율수준을 고려하여 회사의

체질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정이율을 선택하지 안으면 않 될 것이다.

한편 이처럼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에 있어서도 각사의 특성을 충

분히 감안하여 결정하겠지만, 평가이율 역시 예정이율 못지 않게 보험회사의

손익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격자유화와 더불어 각사가 經

營戰略的 次元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후술하는 표

준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평가이율 산출방법은 간단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3) 이 보고서에서 평가이율은 작성자가 장래의 금리하향화를 고려하여 산출된 값이며,

필요할 경우는 가중치 또는 기본 이자율을 적정하게 조정가능 할 수 있음.

특히 시장이율이 낮은 경우 평가연도방식의 평가이율이 발행연도방식의 평가이율보

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시장이율 수준에 중점을 두어, 향후 시장이율이

미국 수준인 7∼8% 수준에서 안정을 이룰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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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준거이율 및 評價利率의 適用方式을 선택한후 평가

이율의 산출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이율은

적용방식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발행연도방식을 택할 경우

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支給不能 事態가 발생하

지 않도록 安定的인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평가연도방식에서는 시장금리

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合理的인 부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1) 發行年度方式

최근 會社債 收益率이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율은 10% 수준(회사그룹별로 8.4%∼10.3%의 편차를 가짐)을 보이

고 있으며, 발행연도방식은 한번 결정하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이자율이 지속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방식에서는 보다 保守的으로 평가이율을 결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발행연도방식에서는 보험기간이 年金의 경우에는 종신까지, 年滿期保險은

보장기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황 및 금리의 하향 추세

를 감안한다면 保險期間別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각 계약간

에 형평을 부여하게 된다. 長期保險을 위주로 금리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

가이율을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短期保險의 경우는 준비금의 과다적립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배당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며, 반대로 단기보험 위주로 평가이율이 결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먼 장래에 회

사가 지급불능 사태로 진전될 경우 장기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위기를 초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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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6> 主要 金利指標

구 분 1993 1994 1995 1996.10

생보사 자산

운용수익율
10.8 10.9 10.8 10.0(*)

약관대출이율(**) 12.0 12.0 12.5 12.5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
8.5 8.5 9.0 9.0

회사채 수익율 12.4 12.9 13.8 12.1

주 * : '96년 8월 실적임.

** : 대출로 운용되는 자산이 전체의 47 %를 점유하며, 특정상품의 경우 약관

대출이율에 연동되고 있음.

*** : 동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의 점유율이 약 40 %이고, 배당등 약관 운영체계

가 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 연동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期間別 區間을 短期貯蓄性 商品을 위한 10년 이내와 敎育保險 등 55

세, 60세만기 등의 세만기 보장상품을 수용하는 10년 초과 30년 이내와 年金保

險 등 終身保險 상품을 위한 30년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면 각 계약간 형평성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기간별 평가이율은 장기보다는 단

기쪽을 높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準據利率은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의 평균치를 이용하는데, 매년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회사채 평균수익율(Y12)과 36개월 회사채 평균수익

율(Y36) 중 낮은 이율로 한다. 낮은 이율의 적용은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利率騰落에 대한 婉曲化效果(smoothing out)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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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7> 發行年度方式의 評價利率 算出

보험기간 산 출 공 식 W

10년 이내

I = 0.05 + W×(R1-0.05) + W/2×(R2-0.1)

0.4

11년∼30년 0.3

30년 초과 0.2

주 : R = Min(Y 12, Y36) , R 1 = Min(R, 0.1) , R2 = Max(R, 0.1)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산출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숫점 이하 네째 자리

에서 버림으로써 보수적인 요인을 가미시키고, 산출된 평가이율이 전년도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율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簡便性을 도모할

수 있다.

<표Ⅴ-7> 산출공식상의 0.05는 주요 國際金利54)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5% 이

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이율을 5%로 가정하였다. 이는 기간별 차등화

를 최소화하고, 장기보험의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W는 보험기간에 따른 加重値를 부여한 값으로 준거이

율이 5%∼10% 범위에 있을 때는 가중치가 100% 반영되며, 10%를 초과하는 경

54) 주요국제금리 현황

(단위 : %)

구 분
미국

Prime Rate
Euro-Dollar Euro-yen

일본

Prime Rate

독일

Lombart

영국

Base Rate

미국채

TNB(30Y)
199 1 6.50 4.25 5.56 6.63 9.75 10.50 8.14
1992 6.00 3.44 3.81 4.50 9.50 7.00 7.67
1993 6.00 3.31 2.09 3.30 6.75 5.50 6.25
1994 7.75 6.44 2.34 3.00 6.00 6.25 7.75
1995 8.50 5.69 0.50 1.63 5.00 6.50 6.00

1996.6 8.25 5.50 0.59 1.63 4.50 6.00 7.00

주 : 한일경제 '96. 9. 한일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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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10% 이내에서 적용한 값의 50%를 초과이율에 대한 가중치로 부여하

여 높은 금리에 대해서는 安全率을 가미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안정성을 높였

다. 가중치 W는 현재의 준비금 적립이율(배당보험 7.5%)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험기간별 차등화 비율을 소폭 반영하여 책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리체

계가 현재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본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政策的으로

決定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처리하여 보다 實質的인 利子率에 접근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20년의 경우 준거이율이 5%이면 평가이율은 5%가 되

고, 10%로 상승하면 기준이율 5%에 1.5%가 인상되어 평가이율은 6.5%로 계산

되며, 준거이율이 15%로 상승하면 평가이율은 0.75%가 상승한 7.25%가 된다.

이를 미국과 비교해 보면 초기값(기본값)이 높고 가중치가 낮은데, 이는 우

리나라의 금리체계가 현재 높은 수준에 있으나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안정보다는 상대적 안정을 추구하여 준비금적립에 대

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표Ⅴ-8>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例示(發行年度方式 基準)

준거이율
보 험 기 간

10년 이내 11년∼30년 30년 초과

6 % 5.4% 5.3% 5.2%
7 % 5.8% 5.6% 5.4%
8 % 6.2% 5.9% 5.6%
9 % 6.6% 6.2% 5.8%

10 % 7.0% 6.5% 6.0%
11 % 7.2% 6.65% 6.1%
12 % 7.4% 6.8% 6.2%
13 % 7.6% 6.95% 6.3%
14 % 7.8% 7.1% 6.4%

- 97 -



이상 客觀的인 보험료산출을 위한 예정이율 적용방법을 제시 했지만, 보험료

산출과 준비금적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발행연도방식의 경우 예정이율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예정이율과 규제되고 있는 最高 評價利率과의 관

계이다.

시장금리가 높다고 예정이율을 높게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면 상대적으

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어 영업측면에서는 판매력을 높일 수 있으나, 評價利

率이 安定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년도 수입보험료 이상으로 法定準備

金을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어느 특정시점의 준비금 V t 가 전년

도 준비금 V t - 1 과 전년도 수입보험료(P)의 元利合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준

비금 적립에 있어 缺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리인은 평가이율과의 관계

를 분석하지 않으면 않된다.

즉, 평가순보험료(Valuation Net Premium, P)가 영업보험료(Gross Premium, G)

보다 큰 경우에는 준비금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연중앙 시점에서 缺損

準備金(Deficiency-Reserves)55)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P - G)· [
a x + t - 1: n - t + 1│ + ä x + t: n - t│

2
]

≒ (P - G )· [
ä x + t: n - t│

1 + i/ 2
]

55) Mark A. Tullis 외, Valuation of Life Insurance Liabilities, ACTEX 1990,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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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9> 保險料와 準備金의 關係

당년도 준비금 관계
전년도 준비금과

수입보험료 원리합계
비 고

V t

≤
( V t - 1 + P )·(1+i')

이익잉여금 발생

> 준비금 결손

주 P : 자연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

i ' : 자산운용 수익율

준거이율별 예정이율의 適正水準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준거이율이 결정되면 평가이율이 산출되므로 이에따라 평가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평가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최고 예정이율은 그 이하의 평가이

율을 모두 모두 만족시키게 되고 그 이상에서도 任意의 保險料算出 利率로 계

산한 연도말 준비금과 순보험료(연납 기준)를 회사의 자산운용 수익율로 부리

한 합계액이 평가준비금 수준을 만족하는 예정이율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는 初年度 準備金만 가지고 계산하여도 적정 예정이율을 찾을 수 있

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자산운용 수익율 (i')이 평가이율 또는 찾고자 하는 예정

이율(i)을 상회하고 있어 前年度 準備金과 收入保險料가 자산운용 수익율로 부

리되어 평가이율로 적립하는 당년도 준비금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의

의 초년도 순보험료(P)의 연도말 원리합계가 초년도 평가준비금(V1)을 상회하는

初年度 純保險料를 구하면 된다. 그 순보험료가 산출되는 예정이율이 평가준비

금을 현재 기준으로 적절히 적립할 수 있는 예정이율이다.

즉, P×(1+i' ) >V1 을 만족하는 P와 예정이율(i)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자

산운용수익율(i')가 이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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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評價年度方式

평가연도방식은 市場金利를 最大한 反影하여 해당 년도의 준비금을 합리적

으로 평가한다. 회사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율이 상이하지만 객관적인 시장금리

가 존재하므로 그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각사의 수익율을 수용할 수 있는 평가

이율을 책정하는 것이 평가연도 방식의 취지라 생각된다. 그러나 당년도만의

시장금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적이지만 향후 몇년간의 추이 예측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金利下落에 따라 필요 준비금 전입액이 높아

지는 경우 준비금 적립을 위한 財源 確保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연

도방식은 장기적인 금리를 예측하는 반면 평가연도 방식은 상대적으로 단기적

인 금리를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이방식에서는 보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금리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은 아니고, 商品類型別로도 金利差等化가 不必要하므로 보험기간별, 상품종류

별로 준비금 평가이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으며 一律的으로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다만 시장금리가 보험료산출 예정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 적립에

대비한 缺損準備金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준거이율은 발행연도방식과 동일하게 회사채 수익율의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시장금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基

本利率을 削除하였다.

I = W×R1 + W/2×(R2 – 0.1)

여기서, W(가중치) = 0.8, R = Min(Y 12, Y36), R 1 = Min(R, 0.1), R2 = Max(R, 0.1)

위 식에 의한 평가이율은 준거이율이 10% 이하일 때는 80%를 반영하고,

10%를 超過할 경우는 10% 부분 80% 와 10% 초과부분 40%를 반영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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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줄여 評價利率의 安定性을 도모하였다. 다만, 이 방

법과 발행연도방식을 비교할 경우 준거금리가 7% 이하의 저금리 기간에는 오

히려 발행연도방식의 평가이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행연도방식에서 기

본이율을 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7%를 초과하는 고금리 시장에서는

평가연도방식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한다.

<표Ⅴ-10>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例示(評價年度方式 基準)

준거이율 6% 7% 8% 9% 10% 11% 12% 13% 14%

평가이율 4.8% 5.6% 6.4% 7.2% 8.0% 8.4% 8.8% 9.2% 9.6%

평가연도 방식의 준비금 평가에 있어서 평가이율의 하락에 따른 준비금 추

가 적립분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V' t = ( V t - 1 + P )· ( 1 + i' ) + ( V' t - 1 - V t - 1 )· ( 1 + i' )

V' t : 평가이율 변동 후 t년도 말 준비금

V t - 1 : 평가이율 변동 전 t년도 말 준비금

P : 자연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

i' : 변동 후 평가이자율

위식 右邊의 첫째항은 변동 전 전년도 말 준비금에 보험료가 납입되어 변동

된 이율로 부리 적립되는 금액이고, 둘째항은 이자율 하락으로 준비금 증액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반대로 평가이율이 상승하게 되면 준비금을 상승전보다 적게 적립하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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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준비금 적립에 있어서 잉여가 발생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

다. 수식에서 우변의 첫째항은 상승전 준비금이므로 평가준비금 이상이 된다.

여기서 둘째항을 차감하면 당년도말 준비금이 되는데, 차감한 금액이 평가이율

상승에 따른 잉여가 된다.

V' t = ( V t - 1 + P )· ( 1 + i' ) - ( V t - 1 - V' t - 1 )· ( 1 + i' )

이러한 잉여는 계약자 및 주주배당 등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전액 지급은 곤

란하며 계약이 소멸 될 때까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추가 준비금을 위하여 일부

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內部留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연도방식은 해약환급금보다 표준책임준비금이 낮을 경우는 경과년

도별 해약율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과 표준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적립해야 한

다. 연도별 해약율은 保險計理人이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추이에 따라 판단하

여 결정하며, 해약에 따른 준비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평가연도식 적립방법에서는 標準責任準備金, 金利下落 리스크에 따

른 準備金, 解約還給金 지급을 위한 準備金 등 세가지가 기본적으로 적립되어

야 하며, 세가지 준비금의 합이 보험료 산출 이자율로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크게 되면 동 방식의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책임준비금

이외의 두가지 적립율 및 적립방법은 科學的으로 檢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계약의 t년도 준비금을 Vt 라고 할때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V t = V1 t + V2 t + V3 t

단, V1 t : 표준책임준비금

V2 t : φ· ( V t - 1 - V' t - 1 ) , 금리리스크에 대한 준비금, φ는 비례계수

V3 t : ω t· ( Wt - V t ) ,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 ω t는 해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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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회사의 계리인은 V1, V2, V3 적립을 위하여 정확한 예측과 분석

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는 회사 준비금 적립의 안정성은 물

론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행연도방식에 비해 보험계리인의 豫測力과

分析力의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Ⅴ-2> 市場利率 變動에 따른 評價利率

주 : 발행(1)은 보험기간 10년 이하, 발행(2)는 보험기간 10년 초과 30년 이하, 발행

(3)은 보험기간 30년 초과에 해당하는 발행년도방식이며, 평가는 평가년도방

식을 의미함.

위에서 작성한 표준책인준비금 적립방법별 평가이율 산출식을 토대로,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金融環境變化에 따른 평가이율을 實證分析하면 아래 <표

Ⅴ-11>과 같이 나타난다. 1990년대 보험료산출 예정이율은 배당보험의 경우

7.5%로 불변하였으며, 準據利率인 회사채수익율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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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율의 안정성을 위해 적용연도에서 회사채수익율

직전3년 평균치와 1년치의 최소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값은 많이 평활

화 되었다.

계산된 평가이율의 경우 평가연도방식은 자산운용수익율 이하로 나타나 준

비금적립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행연도방식도 평가

이율이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아 준비금적립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행연도방식의 10년이하의 경우 평가이율이 보험료산출 예정이율

7.5% 전후로 산출되어 동방식의 특성인 保守性이 若干 缺如되었는데, 이는 우

리나라 생명보험 자산운용이 회사채수익율에 영향을 받는 貸出資産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주가폭락에 따라 자산운용수익율이 낮았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Ⅴ-11>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推移
(단위 : %)

연도
자산운용

수익율

회사채

수익율
적용이율

평가연도

방식

발행연도방식

∼10년 11∼30년 30년∼

1990 12.4 16.4 15.4 10.16 8.08 7.31 6.54

1991 12.0 18.8 16.8 10.72 8.36 7.52 6.68

1992 11.9 16.2 16.2 10.48 8.24 7.43 6.62

1993 10.8 12.4 12.4 8.96 7.48 6.86 6.24

1994 10.9 12.9 12.9 9.16 7.58 6.935 6.29

1995 10.8 13.8 13.0 9.20 7.60 6.95 6.30

주 : 적용이율은 회사채수익율의 직전3년치(당년도 포함)와 1년치(당년도)중 최소

값이며, 1988년도 회사채수익율은 14.5 %, 1989년도는 15.2 % 임.

자료 : 제일경제연구소, 제일경제연구, 1996. 8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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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自由化 效果 및 時期

가. 自由化 效果

保險料算出 豫定利率의 자유화 뒤에는 準備金積立 評價를 위한 평가이율의

상한 규제가 뒤따른다. 현재는 상품유형별, 보험기간별 준비금 평가이율이 획일

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제도가 도입되면 법정준비금 이

상의 적립이 가능한 평가이율 수준 이하로 적립이율을 결정하여 準備金積立의

安定性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다.

먼저 예정이율 자유화의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평가이율 도입효과에 대해

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豫定利率은 현재까지는 政策當國에서 決定하는 획

일적인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不安과 保險의 社會

的 機能을 고려하여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하여온 결과이다. 그러나 이

제는 제1금융권의 금리자유화가 대부분 진행56)되었고, 금융시장의 개방 및 보

험가격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價格競爭이 深化되고 있음은 물론 금리 역시

하향 추이를 보임에 따라 예정이율을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금리의 예측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保險事業의 安定을 기할 수 있다. 보험상품

의 장기적인 특성때문에 예정이율은 장래의 금리전망 여하에 따라 회사의 손익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각사에서는 자산운용 수익율 등 經營

의 效率性을 예측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예정이율을 선택함으로써 금리하락

56) '95년말 제3단계 금리자유화의 완료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통예

금, 저축예금과 별단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1∼3개월짜리 자유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초단기예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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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지급여력의 부실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선택범위 확대로 消費者 權益이 圖謀된다. 현

재 3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가격체계로 인하여 동

일한 보장내용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배당등 事後的인 價

格差別化만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실정과 규모에 맞는 예

정이율의 선택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산출은 동업타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현재보다 有利한 價格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만든다.

세째, 經營의 效率性을 圖謀할 수 있다. 보험료, 준비금의 적립, 계약자배당

등이 일정한 틀에 짜여진 一律的 經營方式에서 벗어나 경제원칙과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內實爲主의 經營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의 효율성에 따라

보험가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각사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제고와 수익율의 증

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責任經營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째, 예정이율의 신축적 운영으로 保險産業의 成長을 圖謀할 수 있다. 이제

까지는 보험권의 보수적인 예정이율과 시장금리간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상품의

誘引效果가 적었으나, 자유화에 따른 신축적인 요율운영은 보험상품의 보장기

능과 저축기능을 충분히 發揮할 수 있게 하여 保險市場의 活性化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Ⅴ-12> 豫定利率의 策定과 諸要素와의 關係

구 분 보험료 가격경쟁력 재무건전성

예정이율↑ 하락 좋아짐 나빠짐

예정이율↓ 상승 나빠짐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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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율은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最高利率이며 준비금을 合理的이

고, 安定的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적용방식에 따라 추구하는 효과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發行年度方式에 의한 평가이율은 長期的인 豫測이 필요하므로 준비금

적립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保守的으로 설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리

는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

로는 계약초기에 準備金을 過大評價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준비금 적

립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준비금적립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

여 이익잉여금이 줄어 들어 계약자배당 등 契約者 保護側面이 未洽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만기, 실효해약 등 계약소멸시 특별배당 등을 통한 계약자 환원제도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Ⅴ-13>은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수준을 연차별

로 나타낸 것이다.

표준책임준비금 및 현행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으

로 구분하여 현행 준비금을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할 때의 모델상품의 필요

전입액을 고찰하고, 모델을 단순화하여 각 회사 그룹별로 증감액을 분석하였다.

다만, 준비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등 金利連

動商品과 從業員退職積立保險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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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3> 發行年度方式에 의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 現況

(단위 : 백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표 준

준비금

a 2,665 5,476 8,442 11,573 14,880 22,060 34,47 1 61,227 100,000

b 93 3,333 6,728 10,287 14,023 22,060 34,47 1 61,227 100,000

현 행

준비금

A 2,490 5,130 7,931 10,905 14,063 20,978 33,104 59,905 100,000

B 0 2,988 6,2 17 9,619 13,206 20,978 33,104 59,905 100,000

추 가

적립액

① 175 346 511 668 817 1,082 1,367 1,322 0

② 2,665 2,488 2,225 1,954 1,674 1,082 1,367 1,322 0

③ -2,397 -1,797 -1,203 -618 -40 1,082 1,367 1,322 0

④ 93 345 511 668 817 1,082 1,367 1,322 0

주 1.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 예정이율 7.5 %, 평가이율 6.8%(시장금리 12 % 가정)

3. 표준책임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현행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추가적립액 ① : 순보험료식 → 순보험료식

② : 해약환급금식 → 순보험료식

③ : 순보험료식 → 해약환급금식

④ : 해약환급금식 → 해약환급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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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4> 會社別 追加 所要額 推定

(단위 : 억원)

구 분
가 회사

(기존사)

나 회사

(기존사)

다 회사

(기존사)

라 회사

(신설사)

마 회사

(신설사)

① 25.7 20.0 - - -

② - - 77.6 157.6 472.8

③ -27.0 -21.0 - - -

④ - - 24.8 19.8 59.4

주 1. 종퇴보험과 금융형상품은 현행대로 적립

2. 상품별로 준비금 적립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전통

형상품을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으로 환산함.

3. 경과연도별로 보유계약 점유율을 단순화함.

가, 나, 다 회사 : 1차년도 20 %, 2,3차년도 15 %, 4,5차년도 10%,

6차년도이상(7년) 30 %

라, 마 회사 : 1차년도 40%, 2차년도 30 %, 3차년도 25 %, 4차년도이상(5년) 5 %

4. 보험료 적립금 1,000억원 기준

가 회사 : 순보험료식 적립사 , 전통형 45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15%, 금융

형 40 %

나 회사 : 순보험료식 적립사 , 전통형 35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20%, 금융

형 45 %

다 회사 :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 전통형 4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15 %, 금

융형 45 %

라 회사 :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 전통형 2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35 %, 금

융형 45 %

마 회사 :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 전통형 60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5 %, 금

융형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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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룹(가, 나, 다, 라, 마그룹)별로는 준비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설정하

고, 회사그룹의 經過年度別 占有率, 商品別 構成比率을 단순화하여 각각의 경우

에 따른 추가 준비금 소요액을 파악하였다.

가 회사 그룹의 경우 순보험료식으로 이행시 25억 7천만원(전체 준비금의

2.57%)이 추가로 전입되며, 해약환급금식으로 전환시에는 27억원(전체 준비금의

2.7%)의 잉여가 발생한다. 라 회사 그룹의 경우 순보험료식으로 이행시 157억

6천만원(전체 준비금의 15.76%)이 추가로 전입되며, 해약환급금식으로 전환시에

는 19억 8천만원(전체 준비금의 1.98%)을 추가로 전입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評價年度方式에 의한 평가이율은 장기적인 예측보다는 短期的으로

시장금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負債를 合理的으로 評價하기 위하여 설정된

다. 이는 시장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준비금평가의 차이를 최소화하

고 보다 실질적인 부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금리의 변동을 직접적

으로 반영하여 금리가 높으면 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

적으로 많은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金利連動型 準備金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시장금리가 높을 때에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小型社

의 準備金積立의 脆弱性 및 시장금리와 예정이율간의 상당한 차이에 비추어 보

면 이 방법은 획기적인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자 측면에서도 이익

이 많이 발생하면 배당금 등의 지급이 많을 것이므로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금리하락시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며, 失效·

解約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준비금보다 높을 수 있어 支給不能 등 經營危險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음 표 <Ⅴ-15>는 현재 금리상황에서 표준책임준비금 적립현황을 연차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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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5> 評價年度方式에 의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 現況

(단위 : 백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표 준

준비금

a 2,193 4,543 7,059 10,449 13,504 22,060 34,47 1 61,227 100,000

b 0 2,400 5,345 9,164 12,647 22,060 34,47 1 61,227 100,000

해약환급금 0 2,730 5,831 9,619 13,206 20,978 33,104 59,905 100,000

현 행

준비금

A 2,490 5,130 7,931 10,905 14,063 20,978 33,104 59,905 100,000

B 0 2,988 6,217 9,619 13,206 20,978 33,104 59,905 100,000

추 가

적립액

① -297 -587 -872 -456 -559 1,082 1,367 1,322 0

② 2,193 1,555 842 830 298 1,082 1,367 1,322 0

③ -2,490 -2,730 -2,586 -1,74 1 -1,416 1,082 1,367 1,322 0

④ 0 -588 -872 -455 -559 1,082 1,367 1,322 0

주 1.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 예정이율 7.5 %, 시장금리 1∼3년 12 %, 4∼6년 10 %, 7∼20년 8.5% 가정

3. 표준책임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현행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추가적립액 ① : A→a, ② : B→a, ③ : A→b, ④ : B→b

<표Ⅴ-16> 會社別 追加 所要額 推定

(단위 : 억원)

구 분
가 회사

(기존사)

나 회사

(기존사)

다 회사

(기존사)

라 회사

(신설사)

마 회사

(신설사)
① -2.3 -1.8 - - -
② - - 49.6 100.8 302.4
③ -51.3 -39.9 - - -
④ - - 0.2 -27.2 -81.6

주 1. 시장금리 1∼3년 12 %, 4∼6년 10%, 7∼20년 8.5 % 가정

2. 기타 사항은 앞의 <표Ⅴ-14>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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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도식 적립방법에서는 해약환급금식에서 순보험료식으로의 이행을 제

외하고는 契約 初期에 剩餘가 발생하며, 기간 경과에 따른 시장이율의 하향 조

정으로 後期로 진행되면서 追加 準備金이 필요하게 된다.

회사별 분석에서는 해약환급금식 적립사가 순보험료식으로 변경할 경우 추

가 전입액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는 잉여가 발생한다. 다 회사의 해약환급

금식에서 해약환급금식으로 전환시에도 미미한 추가 전입을 요하는데 이 경우

는 후기의 保有契約이 라, 마 에 비해 많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가정으로 준비

금 전입액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維持契約 形態別로 분석하면 유지율이 높을 수록 현행 순보험료식 책

임준비금 적립방식에서 표준책임준비금식으로 이행시 추가준비금 또는 감액비

율이 낮다. 앞에서 예시한 생사혼합보험의 모델을 각 경과연도별 유지계약의

비율별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시나리오 1의 경우 發行年度方式으로

이행시 현행 준비금의 5.7%의 추가 준비금 전입이 필요하며, 評價年度方式으로

는 3.9%의 減額積立을 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發行年度方式으로 이행시 0.9% P 가 높은 6.6%의 準備

金 轉入이 필요하며, 評價年度方式으로는 5.7% P 높은 9.6%를 減額 積立할 여

지가 있다. 따라서 유지율이 높을수록 표준준비금으로의 이행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유지율이 낮은 경우는 잉여 또는 결손이 상대

적으로 많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가중을 고려한다면,

3차년도 이후 유지계약이 많지 않아 시나리오 2의 평가연도방식에서 잉여가 가

장 많이 발생하므로, 평가연도방식의 적용도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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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7> 시나리오별 維持契約 準備金 占有率

(단위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7차년도

시나리오1 20 20 10 10 10 30

시나리오2 50 30 10 5 5 -

주 : 시나리오1의 7차년도 값은 7차년도 이상이며, 시나리오2의 5차년도 값은 5차

년도 이상임.

나. 自由化 時期

위험율 자유화와 이차배당 자유화가 1997년 4월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고, 비

차배당 및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자유화는 1998년 이후 검토 예정으로 계획

되어 있어 표준책임준비금 도입도 예정이율 자유화 시기와 같이하는 방법이 무

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保險理論的으로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에 앞서 준비금적립에 필요한

危險率 및 利率이 自由化 되어야 한다. 즉, 표준책임준비금은 위험율 및 이율

등 계산기초율의 적용에 있어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과 분리함

으로써 準備金의 安定性 및 合理性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계산기초율의 二元化

가 필요하다.

또한, 綜合金融化의 進行 등에 따른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

익보호 차원에서는 準備金을 適正水準으로 적립하고, 배당금 등의 지급율을 높

여 收益率의 向上을 기함은 물론 보험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보험

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함에서는 조기실시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保險內的 環境으로는 많은 회사의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 솔벤

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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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時期로는 會社의 不實化防止를 통한 계약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

는 시점으로서 우선 예정이율 자유화를 수용하기 위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및

해약환급금제도에 관한 制度的 整備와 소비자의 보험상품 구입을 위한 價格에

대한 情報가 충분히 公示되어야 하고, 금융환경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장금리

가 선진외국에 비해 높아 예정이율의 변동으로 인한 회사의 금리리스크가 아직

은 클 것이기 때문에 市場金利가 安定性을 維持하고 長期資本市場이 活性化되

어 장기적인 금리예측이 가능해질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 豫定利率 自由化의 副作用 및 對應方案

豫定利率 自由化는 생명보험 가격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자유화에 따

른 副作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하면서 신중히 접근하지 않으

면 안된다.

우선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회사간 過當競爭에 의한

보험산업의 混亂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

익율 최고사와 최저사의 편차가 2% 수준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

한다면 경쟁력이 열악한 회사의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豫定利率 1% 上昇에 따른 保險料 減少額은 純粹保障性保險 0원, 生死混合保

險 19원, 年金保險 46원으로 연금보험이 가장 많다. 이는 貯蓄性이 강할 수록

예정이율 즉, 이자율에 敏感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수익율의 최고 편차 2%만

큼 예정이율의 차이(예정이율 5.5% 적용과 7.5% 적용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연

금보험의 경우 1년간 보험료 차이가 4.4개월분, 예정이율 1% 차이는 1.9개월분

에 해당하므로 價格競爭力 면에서 계속적인 상품판매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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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8> 豫定利率 變化에 따른 商品種類別 保險料 比較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구 분 순수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5.5%(B) 138 339 479

6.5%(C) 137 316 408

7.5%(A) 136 296 351

8.5%(D) 136 277 305

9.5%(E) 135 261 267

(B-A)/A(%) 1.5% 14.5% 36.5%

(C-A)/A(%) 0.7% 6.8% 16.2%

(A-D)/A(%) 0.0% 6.4% 13.1%

(A-E)/A(%) 0.7% 11.8% 23.9%

주 : 연금보험은 40세가입 60세납 종신보험임.

이자율의 保險料 彈力性57)은 보험기간별, 보험상품별로 상이하지만 보장성보

험보다는 저축성보험이 높고,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이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차가 크다. 따라서 금리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

는 보험료 차이가 적고 保險 固有機能을 强化한 보장성보험 위주로 상품 판매

정책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특정 위험율의 개발 등 市場細分化 政策을 병행한

틈새시장 상품과 회사 이미지와 상품을 연계한 特化商品의 판매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資産負債 綜合管理(Asset Liabilities Management, ALM)시스템을 도

입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부채관리를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주의를 기울

57) 여기서는 이자율 1%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액을 의미함. 즉 ΔP/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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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 수익율 이상의 만기수익율을 보장하는 金融型

商品은 회사의 적정 收支差를 考慮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보장수익율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정이율 경쟁에 대비하여 회사는

자산운용 기법을 향상시키고, 正確한 損益診斷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1997년도부터 실시되는 위험율 자유화와 함께 無

配當保險의 販賣減少를 예견할 수 있다. 현행 무배당기초율은 보험사업 운용상

안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배당보험의 가격이 무배당보

험 가격 이하로 산출될 수 있다. 실제로 위험율의 경우는 사차배당율이 배당위

험율에서 무배당위험율 割引幅보다 커 무배당 위험율이 지나치게 安定的으로

산출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선택폭 확대 등 상품의 다

양화를 위해 무배당 계산기초율을 배당보험과 균형있게 산출함으로써 무배당보

험 판매회사의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豫定利率의 自由化는 財務構造 惡化와 支給能力 弱化를 초래할 수 있다. 시

장점유 확대와 보험료 거수증대를 통한 자금유입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간에 덤

핑판매 등 불공정한 요율경쟁이 심화됨으로서 保險價格이 平均費用水準 以下로

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보험

료의 과학적인 산출과 준비금 적립에 대한 규제(표준책임준비금 적립)를 통하

여 재무구조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예정이율의 자유화로 소비자의 가격분석 및 상품선택의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는 동일하고 계약자배당은 대형회사가 많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자유화가 진행되면 保險料算出에서 부터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상품구매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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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政府나 客觀性을 갖춘 第3의 機關을

통한 情報公示制度를 强化함으로써 각사의 상품가격이 투명화되고 상품 결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표준책임준비금 평가를 위한 평가이율은 適用方式에 따라 副作用

이 相異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간단히 要約하면 發行年度方式에

서는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평가이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시장금리와의 괴리로 인하여 準備金이 過多 積立되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評價年度方式에서는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른 추가 준비금의 적립 및 해약

환급금과의 調和問題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評價利率의 최고한도 설정은 예정이율 자유화에 대한 契約者保護 및 會社의

不實化를 防止하기 위한 규제이다. 즉, 예정이율 자유화에 따른 회사의 과당경

쟁을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제도를 이용하여 규제함으로써, 損益分析을 통하여

적정한 예정이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평가이율 제도를 도입하든 準備金積立에 不實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준비금 적립제도와 배당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금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예정이율 산출체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保險價格自由化의 核心이 될 수 있는 豫定利率

自由化는 보험선진국에서 운용하는 바와 같이 완전자유화 방향으로 하되, 그

時期는 시장금리가 안정을 이루고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 및 이와 관련된 制

度的 整備가 完備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표준책

임준비금 평가방식은 발행연도방식, 평가연도방식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

므로, 우리나라의 金融環境的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도 합리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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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支給餘力(Solvency Margin)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회사별 기준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한다면 가격자유화를 成功

的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때, 解約환급金式 이상 純保險料式으로 되

어 있는 현행의 K율적립방식을 一元化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준비금 적립의 충

실도에 따라 지급여력이 조정되고 나아가 이에따라 계약자배당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

價格自由化의 成熟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소비

자가 가격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情報公示를 强化하고, 保險約款의 平

易化, 商品內容의 單純化 및 契約者 爲主의 商品設計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 대

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집질서의 확립과 마케팅 능력의 강화를 통하여

健全한 自律競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인들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끝으로 이 장에서는 분석의 편리를 위해 많은 가정을 단순화하였으나, 科學

的인 分析을 위해서는 평가이율 산출시 상품유형별, 보험기간별로 차별화하여

상품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책임준비금에 대

한 평가는 先進外國에서도 規制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政策決定者가 責任

準備金의 安定的인 積立을 고려하여 평가이율을 합리적으로 告示함으로써 契約

者保護 및 會社의 不實化를 防止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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