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 主 要 國 의 生 命 保 險 價 格 制 度

生命保險의 價格은 保險料와 契約者配當으로 구성되며, 價格規制도 보험요

율과 계약자배당에 대해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우선, 생명보험의 요율규제는 보험료산출 豫定利率에 대해 直接 規制하는 방

식과 책임준비금 산출 예정이율을 통해 間接的으로 規制하는 방식이 있다. 우

리나라가 전자의 범주에, 미국, 영국 등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美國에서는 保險料算出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험

료산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비에 각 자산 종류

별 長期豫想收益率을 곱하여 산출하는 Building Block방식이 대표적이며, 이는

시가에 가까운 자산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保險料算出에 自律性을 부여하는 대신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를 도입하여 責任準備金의 最低限度를 설정한다. 따라서 생명표, 적용이율, 계

산방법 등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적용이율은 動的最大利子率

(Dynamic maximum interest rate)方式에 의해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한

편 發行年度方式(Lock-in method)이 채택되어 계약체결시 적용된 책임준비금 평

가이율이 이후 금리환경과 관계없이 固定되어 운용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은 資産充分性分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7가지 이상의 금리시나리오하에서 현

금흐름분석을 실시하여 責任準備金의 過不足을 檢證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순보험료식적립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EU에서는 生命保險 指針上 會員國이 요율에 대한 사전인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보험회사가 예정이율을 自律的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

과 마찬가지로 본사소재국 감독당국이 하나 또는 複數의 最高利率을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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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예정이율이 보험상품의 滿期에 상응하는 國債收益率(Gilts Yield)

를 기본으로 하고 다수의 변수를 감안하여 설정되고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이

율은 자산운용수익율의 97.5%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評價年度方式(Lock-out method)이 채택되어,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매년 변하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 평가이율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자산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을 가정한 계산에 의해 책임준비금의 규모를 하회하지 않도록 함

으로서 責任準備金의 適正性을 檢證하고 있다. 실제 책임준비금의 결정은 보험

회사의 先任計理人 (Appointed Actuary)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

법은 「bonus valuation reserve」이다. 이는 현재의 배당율이 장래에도 지속되리

라는 가정하에서 예상배당지급금 규모를 책임준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

日本의 경우 보험요율 산출 예정이율은 各社가 保險料算出方法書에 의해 정

해지는데, 이것은 대장성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업계 전체적으로 동일한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책임

준비금 산출 이율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동일했으

나, 業法改正과 함께 標準責任準備金制度가 導入되었고 이율은 2.75%로 정해졌

다.

臺灣의 경우 배당보험 예정이율은 4∼10%에서 자유롭게 설정하나 보험기간

이 장기일수록 예정이율을 保守的으로 책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7% 정도에서

결정된다. 책임준비금의 산출이율은, 보험료 예정이율이 6.5% 이하인 경우는 보

험료산출 예정이율과 동일하고 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5%를 적용한다. 싱

가폴에서는 예정이율은 3∼4년간의 자산운용 실적을 참고로 하여 일정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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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 예정

이율과 관계없이 生命保險은 4%, 年金保險은 5%를 사용한다.

<표 부록-1> 主要國의 生命保險 價格 規制制度 槪要

항 목 미 국 영 국 일 본

약관 및

요율규제

약관은 사전인가

요율은 자유
모두 자유 모두 사전인가

예정이율
4 5 %로 안정적임

회사별 차등화
회사별 차등화

높은 수준, 2.75 %로

회사별로 동일함

해약가격 보증함 보증안함 보증함

최저

책임준비금

법으로 규정

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되며 보험종류별

차등화

발행연도방식

보험감독관식

법으로 규정

이율은 자산운용

수익율의 97.5 %

보험종류와 무관

평가연도방식

3.5% 질멜식

법으로 규정

이율은 2.75 %

보험종류와 무관

발행연도방식

순보식, 5년질멜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자산충분성분석 :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

cashflow test를 실시함

자산가치 하락을 가정

하여 책임준비금을 계

산하여 적정성 검증

없음

배당규제 없음 없음 사전 승인

배당방식 이원별배당방식 자산할당방식 이원별배당방식

소멸시배당 있음 있음 있음

契約者配當制度에 대해서 살펴보면, 美國의 경우는 배당율을 保險會社가 自

律的으로 결정한다. 배당액은 利源別配當方式에 의해 결정되며, 초년도부터 배

당이 이루어진다. 또한 배당방식은 投資年度別方式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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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존재한다.

英國에서는 계약자배당이 매년 실시되는 保險金買增配當(reversionary bonus)

과 계약소멸시 실시되는 소멸시배당(terminal bonus)으로 구분된다. 소멸시배당

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르는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대에

도입되었다. 영국의 계약자배당제도의 특징은 배당금이 현금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을 증액시켜 계약소멸시에 비로소 배당이 실현된다는 점이

다.

日本의 경우 계약자배당율의 결정은 대장성의 事前承認을 필요로 한다. 배당

에는 이차배당, 사차배당, 비차배당과 더불어 특별배당이 있는데, 이는 장기계

약자에 대해 형평성이 있는 대우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1 . 美國

보험요율 산출의 세가지 원칙, 즉 비과도성 (not excessive), 적정성 (adequate),

형평성 (not unfairly disciminatory)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요율의 비과도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두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한

다. 먼저 競爭이 요율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며, 보험료 공시는 경쟁

의 효과를 더해준다는 사고방식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에서는 생명보험에 대

한 가격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많은 주에서 보험료에

비해 급부수준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 상품인가가 거부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일부 종목, 특히 공영의료보험을 보조하기 위해 판매되는 健康保險에 대해서는

最低損害率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58) 이러한 방식과 대조적으로 뉴욕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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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사업비 한도규제를 통해서, 요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料率의 適正性은 요율에 대한 직접규제가 없기 때문에 責任準備金 및 解約

還給金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달성되고 있다. 즉,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법으로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생명표, 최고이자율, 계산방법 등이

전미보험감독관협회 (NAIC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제정한 표준책임준비금법 (Standard Valuation Law)와 표준해약환급금법(Standard

Nonforfeiture Law)에 포함되어 있다.

형평성의 추구는 NAIC Model Unfair Trade Practice Act를 많은 주가 수용함

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 인가를 통해 약관의 이해가능

성, 해약환급금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 保險料率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으나, 뉴욕州를 비롯하여

일부 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사업비의 경우 뉴욕주에서

는 모집관련비용의 年間限度를 정하고 있다.

1) 豫定危險率

生命表는 計理人會 (Society of Actuary)에서 정부기관 및 보험회사로부터 자

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데, 대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生命表를 작성하여 사용

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소형사는 대형사에 출재하는 조건으로 대형사의 기초

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58) Harold D. Skipper,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olicy Issues in

Insurance, OEC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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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豫定利率

보험료 산출 豫定利率은 장기적인 경제여건, 금리변동 추이, 투자수익율 전

망, 배당경쟁 등을 고려하여 保險會社가 自律的으로 決定하는데, 계약자배당제

도가 정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傳統型保險의 경우 4 4.5% 수

준에서 주로 결정되며, 金融型保險의 경우 시장금리를 감안한 公示利率이 이용

되거나 특정자산의 수익율에 연동되기도 한다.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결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Building Block방식

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는 자산 구성비에 해당 자산의 장기적인 예상수익율

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예정이율로 사용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 資産이 時價

로 評價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보험회사의 사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豫定事業費率

사업비 부과방식으로는 保險料比例方式, 保險金額比例方式, 件當 一定額을

附課하는 方式이 주로 이용된다. 대부분의 州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규제가 없

으나 뉴욕州와 위스콘신州에서는 일정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뉴욕州에서는

보험료, 보험금액, 회사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집관련비용(field expenses)에 대해서는 年間 使用限度가 설정되어 있다.59) 또

한 무배당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한도도 정해져 있다.

59) 뉴욕주 보험법 4228조에 의하면 모집관련비용에 대한 정의 및 년간사용한도가 정

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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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標準責任準備金 (NAIC, Sta nda rd Va luation Law 1992)

標準責任準備金制度는 NAIC가 1981년에 표준책임준비금법(Standard Valuation

Law)를 제정함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에 이용되는 이자율을 법규에 직접 數値로 표기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動的最大利子率 (dynamic maximum interest rate)이 도입되어, 법의 개정 없이도

시장금리의 변동을 신축적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美國은 各州에서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州에 따라 표준책임준비

금 산출요소도 다르다. <표 부록-2>은 최소한 26개주 이상에서 채택된 생명보

험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요소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표 부록-2> 生命保險 標準責任準備金 算出要素

발행연도 최고이자율
보통생명보험

간이보험
생명보험 폐질보험

'48 - '60 3.5 CSO 41 C3DT 26 SI 41
'61 - '62 3.5 CSO 58(a) C3DT 26 SI 41

'63 3.5 CSO 58(a) P2DS 52 SI 41
'64 - '74 3.5 CSO 58(a) P2DS 52 CSI 61
'75 - '79 4.0 CSO 58(a) P2DS 52 CSI 61
'80 - ' 82 4.5 CSO 58(b) P2DS 52 CSI 61
'83 - ' 85 6.0 CSO 80 P2DS 52 CSI 61

'86 6.0 CSO 80(b) P2DS 52 CSI 61
'87 - ' 89 5.5 CSO 80(b) P2DS 52 CSI 61

주 1. 1983년부터는 보장기간이 20년 초과하는 보험에 대한 이자율임.

2. CSO 80은 Commissoners 1980 Standard Ordinary Mortality Table

(a) CSO 80은 성구분 생명표(선택표를 부착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음)

(b) 1986년 현재, 흡연/비흡연 구분 생명표는 26개주에서 허용되고 있고, CSO

80 대신에 이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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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命表

生命保險의 경우 (i) Commissioners 1980 Standard Ordinary Mortarity Table

(CSO 80), (ii) 10년 선택사망율을 부착한 CSO 80, (iii) NAIC에 의해 1980년 이

후 채택되고 감독관이 승인한 普通生命表를 사용할 수 있다. 簡易保險에서는

(i) Commissioners 1980 Standard Industrial Mortality Table 또는 (ii) 1980년 이후

채택되고 감독관이 승인한 기타 간이생명표가 이용된다. 個人年金 및 生存保險

계약에 대해서는 (i) 1937 Standasrd Annuity Mortality Table(감독관의 승인하에

수정 가능) 또는 (ii) Annuity Mortality Table for 1949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연

금의 경우 (i) Group Annuity Mortality Table for 1951(감독관의 승인하에 수정

가능) 또는 (ii) 개인연금에 이용되는 生命表 또는 그 수정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廢疾保險 등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표가 적용된다.

2) 動的最大利子率

동적최대이자율은 Moody's社가 발표하는 Monthly Average of the Composite

Yield on Seasoned Corporate Bonds(이하 무디스 수익율)를 準據利子率로 하여

보험종류 및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반올림하여 1/4% 단위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부록-3>은 보험종류별 동적최대이자율 산출 공

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가방식, 보장기간에 따라 準據利率 및 加重値의 차이

로 공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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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3> 動的最大利子率 算出 方式 (要約)

구 분 생명보험
일시납

즉시연금

기타연금 및 GICs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평가방법

(보장기간별)

발행

연도방식

발행

연도방식
발행연도방식

기금

변동방식

발행

연도방식

준거

이율

10년 초과 Min (Y 12,

Y36)
Y 12

Min (Y 12, Y36)
Y 12 Y 12

10년 이하 Y 12

산식
10년 초과

식 (1) 식 (2)
식(1)

식 (2)
식(1)

10년 이하 식(2) 식(2)

가

중

치

5년 이하
0.5

0.8

0.8 0.95 0.8

5 10년 0.75 0.90 0.75

10 20년 0.45 0.65 0.80 0.65

20년 초과 0.35 0.45 0.60 0.45

주 1. 산식(1)은 0.03 w(R 1 0.03) (w/2)(R2 0.09), 산식(1)는0.03 w(R 0.09)

단, w는 가중치, R는 준거이율, R 1은 3% 초과 9 % 이하 구간의 준거이자율, R2

는 9% 초과 구간의 준거이자율임.

2. 기타 연금 및 GICs는 인출조건에 따라서 A, B, C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A

형을 기준으로 했음.

3. Y 12는 직전년도 6월 30일 현재 무디스수익율의 12개월 평균치이고, Y36은 36

개월 평균치임.

動的最大利子率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安定性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성에 대한 배려는 생명보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동적최대이자율은 무디스收益率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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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부분만을 반영하여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명보

험의 경우 3% 초과 9% 이하의 구간에서는 최대 50%, 9% 초과 구간에 대해서

는 최대 25%만이 동적최대이자율에 반영된다. 一時納卽時年金의 경우 3% 초과

구간에 대해서 80%만 반영된다.

둘째, 加重値의 調整을 통해서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길면 길수록 낮은 이

자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보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리스크가 크기 때문

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이 10년 이하이면 가중치가 0.5인 반면 20년 초

과면 0.35로 줄어든다. 일부 연금에서는 보장기간의 차이에 따라 가중치 뿐만

아니라 適用算式까지 차별화되고 있다.

세째, 연금보다 생명보험에 대한 동적최대이자율이 낮다. 이는 산식 뿐만 아

니라 준거이율의 결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연금보험은 무디스수익율 12개

월 평균치를 準據利率로 사용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12개월 평균치와 36개월

평균치 중 적은 것을 준거이율로 하고 있다.

네째, 一時納生命保險 및 年金에 대해서는 多衆시나리오 분석 (Multi-scenario

test)60)에 의해 法定基準보다 높은 이율을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예외적인 보험종목을 제외하고는 發行年度方式이 採擇되어 계

약체결 시점에서의 평가이율이 보험기간 동안에 수정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여섯째, 일부 연금보험에서는 이율의 보장정도가 약할수록, 發行年度方式 대

신에 評價年度方式을 선택할 때 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평가이율이 보다 높아지

60) 투자의 종류, 특성, 대표적인 금리 및 이회율의 추이 등을 고찰하고, 또는 급부금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따라 이회율과 그것에 연동하는 탈락율 신계약율 추이를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측에 따라 항상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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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곱째, 標準責任準備金에 이용되는 이자율은 標準解約還給金에 이용되는

이자율보다 낮은데, 단 후자가 전자를 25%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부록-1> 市場金利와 動的最大利子率과의 關係

주 1. 생보(1)은 보장기간이 10년 이하, 생보(2)는 보장기간이 10년 초과 20년 이하,

생보(3)은 보장기간이 20년 초과임.

2. 연금은 일시납즉시연금임.

가) 準據利子率

준거이자율은 무디스收益率인데, 보험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1)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직전년도 6월 30일 현재의 무디스 수익율

12개월 평균치(Y12)와 36개월 평균치(Y36)중 낮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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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一時納卽時年金(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ies), 保險金一時拂옵션

(cash settlement option)61)이 있는 기타 연금과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GICs(guaranteed interest contracts)에 의해 발생한 年金給付金에 대해서는 Y12로

한다.

(3)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기타 연금 및 GICs 중 發行年度方式62)으로 평

가되고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Min(Y 12, Y36)으로 하고, 보장기

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Y12로 한다. 基金變動方式에 의해 평가되는 기타

연금 및 GICs는 Y12가 적용된다.

(4)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기타 연금 및 GICs의 경우에는 Y12로 한다.

나) 生命保險

생명보험의 동적최대이자율 (I)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단, 동적최대이자율

이 전년도에 비해 0.5% 포인트 미만으로 변할 경우에는 전년도 동적최대이자율

을 그대로 사용한다.

61)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험

금일시불옵션인데, 이는 보험금이 일시불(lump-sum)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옵

션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른다. 이밖에 Interest Option,

Fixed-period Option, Fixed-amount Option, Single Life Income Option, Joint and

Survivorship Life Income Option 등이 있다.
62) 평가방식에는 발행연도방식(issue year basis)과 기금변동방식(change in fund basis)이

있다. 발행연도방식에서는 연금이나 GICs의 발행연도의 동적최대이자율이 全契約期

間에 걸쳐 적용된다. 기금변동방식에서는 연금이나 GICs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변

하는 해의 동적최대이자율이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기타

연금과 GICs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연도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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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0.03 + W(R1 - 0.03) + (W/2)(R2 - 0.09) ---------- (1)

단, W는 가중치

R1은 3% 초과 9% 이하 구간의 준거이자율

R2는 9% 초과 구간의 준거이자율

가중치는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保障期間이란 계약 당시

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保險料 및 解約還給金의 변화없이 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장되는 최대년

수를 의미한다. 가중치는 보장기간이 10년 이하이면 0.5, 10년 초과 20년 이하

이면 0.45, 20년 초과이면 0.35이다. 이러한 算出公式에 따라 1982년부터 1990년

까지 생명보험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동적최대이자율은 <표 부록-4>과 같

다.

<표 부록-4> 生命保險 動的最大利子率

연 도
보장기간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1982 6.75 6.75 5.50

1983 7.25 6.75 6.00

1984 7.25 6.75 6.00

1985 7.25 6.75 6.00

1986 7.25 6.00 6.00

1987 6.50 6.00 5.50

1988 6.00 6.00 5.50

1989 6.00 6.00 5.50

1990 6.00 6.0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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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年金

(1) 一時納卽時年金, 保險金一時拂옵션이 있는 기타 年金과 保險金一時拂옵

션이 있는 GICs에 의해 발생한 年金給付金

이러한 연금에 대해서는 동적최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가중치는

0.8이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동적최대이자율의 변화를 보면 <표 부록-5>

과 같은데, 생명보험에 비해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I = 0.03 + W(R - 0.03) -------- (2)

<표 부록-5> 一時納 卽時年金의 動的最大利子率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이자율 11.50 13.25 11.25 11.25 11.00 9.25 8.00 8.75 8.75

(2) 기타 연금 및 GICs

기타 연금보험 및 GICs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는 보험금일시불옵션

의 유무, 평가방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

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연금 및 GICs의 경우 보장기간은 생명보험(보장기간이

20년 초과하는 경우) 동적최대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보장하는 최대년수이

다.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연금 및 GICs의 경우 보장기간은 契約發行日에

서 연금급부가 개시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기타 연금 및 GICs는 基金의 引出條件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

되며, 각각의 경우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인출조건은 A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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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으로 갈수록 완화되는데, 그에 따라 가중치가 줄어들면 평가이율도 줄어들

도록 설계되어 있다.63)

(가) 發行年度方式에 의해 평가되며, 保險金一時拂옵션이 있는 其他年金 및

GICs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1) －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산식

－ 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식(2) － 일시납즉시

연금에 적용되는 산식 － 가 적용된다. 단, 가중치는 별도로 <표 부록-6>과 같

이 적용된다.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기타 연금 및 GICs는 반드시 發行年度

方式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행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연금 및 GICs (보험금

일시불옵션이 없는 연금 및 GICs는 제외)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一律的으로

0.05% 포인트씩 높인다.

<표 부록-6> 年金의 加重値 (1)

보장기간
가중치(%)

A형 B형 C형

5년 이하 0.8 0.6 0.5

5년 초과 10년 이하 0.75 0.6 0.5

10년 초과 20년 이하 0.65 0.5 0.45

20년 초과 0.45 0.35 0.35

63) NAIC, Standard Valuation Law, Section 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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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基金變動方式에 의해 평가되며, 保險金一時拂옵션이 있는 其他年金 및

GICs

일시납즉시연금의 산식이 적용되며, 가중치는 <표 부록-7>과 같이 적용되는

데 동적최대이자율이 연도별로 변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발행년도방식에 비해

A형에서는 0.15% 포인트, B형에서는 0.25% 포인트, C형에서는 0.05% 포인트씩

일율적으로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評價日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연금 및 GICs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0.05%포인트씩 증가한다.

<표 부록-7> 年金의 加重値 (2)

보장기간
가중치(%)

A형 B형 C형

5년 이하 0.95 0.85 0.55

5년 초과 10년 이하 0.90 0.85 0.55

10년 초과 20년 이하 0.80 0.75 0.50

20년 초과 0.60 0.60 0.40

3) 計算方法

최저 표준책임준비금은 保險監督官式 (CRVM ; Com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에 따라 계산되는데, 개념적으로 질멜식과 유사하며 다음 두방식을 병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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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年度定期式 (Full Preliminary Term Method)

보험계약의 특성상 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초년도를 定期保

險으로 간주하여 初年度準備金을 적립하지 않고, 2차년도부터 적립하는

방식으로 2차년도 이후는 계약연령이 1년 증가하고, 보험기간이 1년 단축

된 平準純保險料 積立方式임.

修正初年度定期式 (Com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

초년도정기식 방법을 보험기간이 짧은 고액보험료를 지닌 계약 에 적용

할 경우 미래로 상각 이연시킨 사업비 양이 지나치게 크게 되어 초년도정

기식 원래의 취지에 반함에 따라 新契約費가 남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계

약을 초년도정기식으로 수정했을 경우 2차년도 이후의 수정순보험료(*)가

동일연령으로 가입한 20년 납입 종신보험의 수정순보험료(**)보다 클 경

우에는 사업비 유예금액이 제한(***)되는 준비금 적립 방식

주 * : m - 1P x + 1: n - 1│ ** : 19P x + 1 *** : 19P x + 1 - C x

V t = A x + t: n - t│ - ( m P x : n│ +
( 19 P x + 1 - C x )

ä x : m│

) · ä x + t: m - t│

4) 保險計理人 意見書 및 資産充分性分析

생명보험회사는 준비금 및 관련 계리항목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약관상

의 가정과 일치하는지, 이전에 발표되었던 금액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州法에

위배되지는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計理人 (qualified actuary)의 의견서를 매년 제

출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은 資産充分性分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선임계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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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험계리인회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가 작성한 표준실무기준을 따

라야 한다. 즉 보험종류별로 자산을 구분하고 금리시나리오에 기초해 현금흐름

분석(cashflow test)를 실시해야 한다. 금리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7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ⅰ) 동일 수준의 유지

ⅱ) 10년간 매년 0.5% 포인트 상승한 후 유지

ⅲ) 최초 5년간은 매년 1% 포인트 상승한 후 다음 5년간은 매년 5% 포

인트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ⅳ) 최초 일시에 3% 포인트 급격하게 상승한 후 동 수준을 유지

ⅴ) 10년간 매년 0.5% 포인트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ⅵ) 최초 5년간은 매년 1% 포인트 상승한 후 다음 5년간은 매년 1% 포

인트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ⅶ) 최초 일시에 3% 포인트 급격하게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다. 契約者配當制度

1) 制度 內容

美國에서 보험상품의 비용비교를 함에 있어 계약자배당의 기본방향이 문제

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計理人會는 1976년 3월 배당제도위원회

(Committee on Dividend Philosophy)를 설립하여 배당금의 계산 및 모집자료에

이용되는 배당금에 관한 計理的 原則과 實務上의 諸問題를 연구하게 되었다.

위원회에 의뢰된 檢討項目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 비용비교가 유효하게 만들어졌고, 모집자료에 예시되어 있는 배당율은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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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間 充分한 統一性을 갖고 작성되었는지 여부

- 계약자배당이 계약자간 公平性의 原則에 비추어 적정한 기준에 합치하는

지 여부

- 경쟁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기존 계약자의 희생을 통해 新契約者를 우대하

는지 여부

- 투자년도별 배당방식이 개인보험의 배당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계약자배당에 관련된 실무가 충분히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위원회는 배당율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배당방식

을 규제하지 않는 대신 公示를 이행토록 하는 방향을 선호했다. 1980년 가을

유니버살보험, current-assuption 据置年金保險 등 보험회사가 종래와 다르게 보

험료율, 부리이율의 변경권을 유보한 새로운 상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그와 같

은 비보증요소 (non-guarantee e1ements)의 문제는 계약자배당은 아니지만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여 계약자배당제도와의 整合性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확대 재발족하고 최종보고서 및

권고문을 1983년 여름에 완성하였다.

2) 契約者配當의 問題點

(1) 約款貸出

1970년대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약관상 5 6%의 대출이자율이 인정되는

약관대출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NAlC는 최고연이자율을 8%로 하는 變動貸出條項을 채택하였고, 그것이

각 주법에 반영되어 일부 보험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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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조항의 차이에 의해 배당군단별로 利差配當率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

진되었는데 약관대출의 활용여부에 따라 利差配當率을 변경하는 것이 합법적인

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약관대출조항을 배당율에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群

團平均法과 個別計算法이 있다. 동일한 계약조건의 契約群을 풀(pool)로하여 평

균적으로 공평성의 원칙이 달성되는 群團平均法은 문제가 없지만, 개별 계약마

다 약관대출의 유무를 직접적으로 계약자배당의 계산에 반영하는 個別計算法은

약관상 보장된 대출권리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64)

(2) 消滅時配當

미국의 소멸시배당은 英國과 日本의 資本利得(capital gain)의 분배라는 사고

방식과는 달리 책임준비금 등의 금리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했던 內部留保

를 환원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1948년 이전에는 뉴욕주에서 영업하

고 있던 회사중 메트로폴리탄만이 消滅時配當을 실시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

터 저금리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게 되고, 펀치카드시스템이 발

전됨에 따라 1955년경에는 많은 회사가 消滅時配當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러나 소멸시배당에 대해 업계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1958년 뉴욕주 보험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運營基準를 작성 공표하였다. 즉, 이는 소멸시배당을 사망,

만기, 해약을 포함하는 모든 소멸계약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한 매년 保險廳의

認可를 받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3) 投資年度別配當

투자년도별방식 (Investment Year Method)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團體年金을

64) H. S. Huntington & R. M. Astley, Legal Requirements on Distribution of Surplus,

S.O.A. Study Notes Part 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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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뉴욕주에서 1961년에 규칙33을 개정 공포), 1970

년대 시중금리가 상승하여 신규투자의 수익율이 회사의 평균수익율보다 높아

일부 회사에서는 개인보험에 대해서도 투자년도별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러나 개인보험의 배당에 投資年度別方式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반대입장이 존재했었다.

(i) 고금리상태에서 투자년도별배당방식을 적용하면 新契約者에게 有利하다.

즉, 이방식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분배가능한 잉여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

에, 기존계약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과거 20년간 대체로 기존계약은 신

규 투자수익율보다 낮은 회사전체의 收益率에 기초해 배당금을 수취하였

다. 그리고 만약 회사전체의 이율이 장기유지계약에 유리하게 되는 시점,

즉 금리하락기에 배당원칙이 변경된다면 형평성에 관한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ii) 可望顧客의 계약선택에 필요한 例示配當의 중요성은 점증하는데 비해,

그 신뢰성이 문제시된다. 신뢰성은 配當算式 變更의 頻度 및 程度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규투자 이율은 회사전체의 이율보다 변동하

기 쉬워, 신규투자 이율에 기초한 배당제도는 회사전체의 이율에 기초한

것 보다 例示配當과 實際配當의 乖離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iii) 신규투자에 의한 配當算式으로 이행하는 것은 일방통행과 같이 위험할

수 있다. 금리수준의 순환적 성질에 따라 신규투자 이율이 높을 때 표

준적 방식을 포기한 회사는 예시배당으로 당분간은 有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조만간 이율은 주기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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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욕州

뉴욕州 보험법 제4231조 및 규정39조는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州內 生命保險會社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당보험계약

및 연금 순수생존보험계약 전체에 대하여 매년 발생된 잉여금 부분을 확인하고

또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每年 契約應當日에 배당금을 할당해야 한다.

(ii) 제1 보험년도 이후는 계약자배당의 지급을 다음 년도의 보험료의 납부조

건으로해서는 안된다.

(iii) 初年度配當은 사망율, 사업비율, 이율 등에 대해서 合理的으로 상정하여

야 하며, 그 해에 실제로 수익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

(iv) 할당된 배당금은 契約者의 選擇에 의해 다음 4종류중 하나의 방법에 의

해 支給된다. 혹 계약자가 지급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상 어떤 방

법에 의하는가를 明示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금보험, 정기보험은 ①, ②

의 방법만으로 한다. 이밖에 제5의 방법으로서 1년 정기보험의 구입이

있지만, 이 방법은 당초 約款貸出에 의해 보험금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칙39로 정해져 있는데, 개

념적으로는 積立配當金의 일부에서 정기보험을 구입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① 現金

② 保險料 相殺

③ 完納保險의 購入

④ 附利 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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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相互會社는 配當保險만 판매한다. 단, 1983년의 하이만 보고서에서 이 조

항의 삭제가 제안되어, 1987년 법개정으로 條件附로 상호회사의 無配當

保險 판매가 인정되었다.

2 . 英國

保險料 算出基礎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으며, 책임준비금 평가시 최고 이자

율 등의 설정을 통해 요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責任準備金 評價利率

은 평가년도방식으로 기존계약에 대한 평가이율도 매년 수정되기 때문에 평가

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장기

적인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配當率이 전년대비 5%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

우 무역통산부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承認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가. 保險料率

(1) 料率規制

보험요율 또는 계산기초는 公示主義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경영판단에 맡

기고 있다. 면허신청에 대한 業務計劃書의 일부분으로서 선임계리인이 보험사

업의 각 종류에 적용하려는 기술적 기초(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필요

한 기초를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뿐이다65).

65) 1982년 보험회사법 : The Insurance Companies Act 1982, 제5조 1항,

1994년 보험회사규정 : The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1994, Schedule 1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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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豫定利率

예정이율은 보험상품 만기에 상응한 국채 (Gilts) 수익율을 기본으로 인플레

이션, 사업비, 세금, 향후 수익율예상 등의 변수를 감안한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다. 배당보험의 경우 3 4% 정도 수준이다.

나. 數理的 責任準備金(mathe matica l rese rve)66)

선임계리인은 1년에 1회씩 실시되는 재무상태 조사에서 소정의 평가규칙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貿易通産部에 보고해야 한다67).

(1) 計算基礎率

豫定利率은 생명보험에 귀속된 現存資産의 수익율 또는 필요한 경우 장래의

투자액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율을 감안하여 신중한 평가 (prudent

assessment)를 통해 결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규정 69조). 여기서 신중한

평가란 자산운용 수익율의 97.5%를 의미한다.

자산운용 수익율의 평가는 固定收益資産에서는 연간 이자율로 하며, 變動收

益資産중 주식 및 토지의 경우 평가일 이후 12개월동안 예상되는 수입의 자산

가치 대비 비율로 하고, 기타 변동 자산의 경우에는 年間收益率로 한다. 장래

투자에 대한 수익율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3년 이내의 경우에는 上記 방법을 따름) 다

66) 책임준비금(mathematical reserve)은 생명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설정하는 준비금(규정 2조)이다.
67) 1982년 보험회사법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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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3가지 중 최저값으로 한다.

- 평가일 현재 장기국채수익율(만기 15년물 수익율의 中位數)

- 6% + (장기국채수익율 - 6%)×¼

- 7.5%

평가이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투자대상 수익율의 97.5%를 加重平均하여

구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책임준비금은 자산의 변동에 대해 항상 적절

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計理人會의 「guidance note」에 의하면 책임준비금

은 자산가격이 즉시에 하락하는 경우(예를들어 주가의 25% 하락, 금리의 3%

인상 등) 법령상의 最低責任準備金을 초과하는 준비금, 즉 mismaching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망율은 공표된 적절한 生命表 및 해당회사의 經驗死亡率을 이용하고, 사업

비율은 현존 계약의 보전, 세금, 장래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감안하여 결정한

다.

(2) 計算方法

생명보험 채무의 규모는 개별 계약별로 將來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규정 65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 단위로 평가될 수

없는 일반적 위험에 대비해 추가적인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고, 계산방법 및 계

산에 이용된 가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장래법의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장래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경우 過去法

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계약별로 계산하는 것보다 채무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경우 근사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純保險料式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금의 3.5% 이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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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단, 질멜공제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신계약비의

동일계약군의 평균을 상회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業務計劃書에 기재된

新契約費까지 질멜控除를 할 수 있다.

(3) 實際 責任準備金의 積立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은 최저책임준비금 이상을 조건으로 각 회

사의 選任計理人이 결정한다. 실제로는 장래 배당지급을 고려한 bonus valuation

reserve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는 장래에도 현재의 배당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장래의 배당지급규모를 책임준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한편 책

임준비금 평가이율은 評價年度方式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다.

책임준비금은 순보험료식을 원칙으로 하고, 全期질멜式을 최저한도로 하여

적립하며, 질멜控除 限度는 보험금액의 3.5% 이내와 신계약비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 무역통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적용하는 평가이율은 자산운용수익율

의 97.5% 수준이며, 사망율은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공표된 死亡率이나 障害率

을 적용한다. 또한 負値準備金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준비금이 해약환급금

이하가 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다.

다. 契約者配當

1) 保險契約者 配當制度의 內容

영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利源別配當方式이 아니고 資産割當方式 (asset

share)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유지기간중에 회사재산에 기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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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실현이익 포함)를 자산할당방식68)에 의해 계산한 후 계약자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평할조정과정(soomthing)을 거쳐 매년 保險金買增配當 (reversionary

bonus)을, 계약소멸시 最終精算配當의 성격인 消滅時配當 (terminal bonus)을 실시

한다. 여기서 「reversion」은 장래재산권이라는 辭典的 意味를 갖는데, 배당금

이 被保險者의 사망이나 보험계약의 만기시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

배당, 현금배당, 보험료상쇄배당은 없고, 보험계약이 소멸할 때만 배당금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매증배당은 자산할당에 의해 산출된 계약자의 보험회사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기초하고, 배당이 매년 실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配當率을 결정한다. 따라서 형평성을 위한 조정도 消滅時配當에 비

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 배당규모는 보험금액의 일정비율로 표시되는데,

simple bonus는 보험금액의 일정 퍼센트로, compound bonus는 당초보험금액과

직전년도 보험금매증배당 누계액의 일정 퍼센트로, super-compound bonus는 당

초보험금액의 일정 퍼센트와 직전년도 보험금매증배당 누계액의 일정 퍼센트의

합계액이며, 배당율이 가장 높다.

68) 과거법 자산할당 (retrospective earned asset share)은 보험회사의 과거 경험에 기초해

서 산출한 개별계약의 회사재산에 대한 개념적 지분의 가치이며,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A t = {(At- 1 + πt - E t)(1+it) - Qt }(1/Pt)

단, At , At- 1 : 자산할당액

πt : 영업보험료

Et : 경비중 해당계약에 할당되었다고 평가되는 액

it : 자산수익율

Qt : 연중의 사망급부금중 해당계약에 할당된 금액

Pt : 연말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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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배당은 재산형성 기여도(未實現利益 포함)를 자산할당방식으로 추정하

고 계약자간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소멸시 정산의 성격으로 결정

된다.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투자내역을 보면, 주식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배

당결정시 보험계약자간 衡平性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소멸시배당은 도입 원

인이 전후 株價上昇에 따른 미실현이익의 환원에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간 형

평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국의 배당제도는 確定剩餘金 (established surplus = 생명보험펀드 - 책임준

비금)과 같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확정잉여금에서 계약자배당과 주주배

당이 이루어지는데 (1982년 보험회사법 34조 4항), 주주배당은 1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보험펀드 (long-term business fund)는 보험채무나 배당을 위해

설정된 계정으로, 前年度末 殘高에 당년도 收支殘高(보험료, 이자, 배당수입, 매

각익 등에서 보험금,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를 합한 금액이다. 미실현이익중

일부는 수지잔고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재평가준비금 (revaluation reserve)로 귀속

되며, 재평가준비금 귀속 부분도 추후 수지잔고로 다시 환입될 수 있다. 賣却益

은 일부가 투자준비금 (investment reserve)으로 귀속되고 추후 다시 수지잔고로

환입될 수 있다.

배당규모는 생명보험펀드와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험회

사는 지급능력 측면에서 보아 책임준비금의 조정은 힘들기 때문에 생명보험펀

드에 의해 배당율이 결정된다. 先任計理人은 자본손익의 변동에 따라 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고 또한 보험회사의 支給能力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

준에서 배당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배당환원율(배당금 / 확정잉여금)이 전년대

비 0.5% 초과 인하되는 경우에는 무역산업부(DTI)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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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配當制度의 變遷

영국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社가 1776년에 결산을 실시하

여, 보험료 총액의 10%를 1777년 11월 이후 納入保險料와 상쇄하거나 또는 보

험료를 상회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다. 5

년후 작성된 생명표와 3% 예정이율로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기존요율에 비하

여 대단히 낮았지만 요율의 급격한 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15%

의 安全割增이 부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율수준이 여전히 낮아 형평성

을 유지하기 위해 旣契約에 대해 보험료 불입회수에 따라 보험금액을 인상하였

다. 1782년의 배당율은 경과연수 각년도에 대해 1.5%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약

200년간에 걸쳐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었던 보험금균일증액배당 (uniform

reversionary bonus)제도의 시초였다.

19세기에는 다른 배당방식이 도입되었고, 특히 1985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

아 8개사가 利源別配當方式를 채택했지만, 영국에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균둥보험금증액배당방식으로 통일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주가 대상승으로 인한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증가는 약

200년간 유지되어 온 보험금균일증액배당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55년 대형

3사가 동시에 追加配當을 발표한 것이다. A사는 評價益의 計上에 의해 5년 이

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特別保險金額增額配當을 실시했다. B사는 투자준비금

의 철폐에 의해 3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특별보험금증액배당을 하였다.

C사는 주식배당의 증가에 의한 계상이익으로 次年度에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

하는 계약에 대해서 경과연수에 비례한 특별배당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조치

는 주가상승에 따라 장기유지계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코자 한 것이었으며,

이는 다른 저축수단과 비교됨에 따라 그 정도가 더해졌다. 보험회사는 有價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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券의 미실현이익을 공표하였고, 특별배당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0년

대 중반에는 資本利益(capital gain)의 환원을 위해, 그리고 投資信託會社와의 경

쟁을 위해 C사가 채택한 소멸시배당방식이 정착되었다. 소멸시배당의 算式은

다음 3개의 방식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졌다.

(ⅰ) 보험금 및 보험금매증배당에 대하여 경과연수별지수를 곱한 것

(ⅱ) 보험금을 기초로 경과연수별지수를 곱한 것

(ⅲ) 보험금매증배당의 일정율

3) 배당규제

확정잉여금을 구성하는 자산은 적절한 최저액 (relevant minimum) 이상을 배

당한 경우, 또는 적절한 최저액 미만의 배당에 대한 무역산업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시하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 생명보험사업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고, (ii)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다. 여기서 적절한 최저액은 (전년도 배당금×당년도 확정잉여금/전년도 확정잉

여금-당년도 확정잉여금/200) 인데, 이를 정리하면 {당년도 확정잉여금×(전년도

배당금/전년도 확정잉여금 - 0.5%)}이 된다. 즉, 배당율이 전년도에 비해 0.5%

초과하여 하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배당과 관련하여 선임계리인은 법 등에 의해 정해진 배당과 관련된 각종 의

무를 준수해야 한다. 普通保險과 簡易保險을 구분하여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평

가보고서 (valuation report)를 결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 재무제표

등과 함께 무역산업부(DTI)에 제출해야 하고, 책임준비금의 평가, 생명보험펀드

의 확정잉여금으로의 분배, 최저지급여력의 계산에 대한 양식이 정해져 있다.

또한 적정준비금 (proper provisions)에 대한 증명서를 무역산업부(DTI)에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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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실무기준(Guidance Note)에 의하면 전문가의무 (professional duty)가 부

과되는데, 확정잉여금으로부터의 계약자와 주주간 분배 및 분배내용에 대한 경

영층에의 조언 및 권고, 決算前에 배당율을 확정하는 경우 확정잉여금 예측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당예시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가 작성한

guidance note에 잘나타나 있다. 보험회사는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사망보장을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누적계산에 의한 급부액에 대체하여 적정한 배당율을 상

정하여 例示受取額을 산출할 수 있다. 그 경우 예시수취액은 지정계산기초에

기초한 누적계산방법에서 산출한 최고액을 상회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해 통상의 보험금증액배당과 소멸시배당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배당예

시된는 금액이 장래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오도해서는

아니된다.

3 . 日本

保險商品의 요율은 適正性, 公平性, 健全性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契約者配

當 역시 通達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認可 承認制度下에

서 원칙적으로는 각사가 자유롭게 보험요율 및 배당율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각

사의 經營效率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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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保險料

1) 料率規制

보험업법 제4조(면허신청절차) 제2항에서는 免許申請書에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23조에 의하면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大藏省의 認可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은 保

險料率의 規制를 통해서 보험요율의 諸原則을 達成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모든 회사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대장성에 신고하여 인가

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會社別 요율수준이 差等化될 수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기초율을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일본 생명보험의 요율제도는 固定 認可料率로 규정할 수 있다.

2) 豫定利率

예정이율은 대체로 長期國債收益率의 80%와 株式配當 收益率의 20%를 반영

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1993년 이후는 금리의 급

격한 하락에 따라 단일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형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배당보험은 배당보험 예정이율보다 0.5% 높은 수준의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日本의 생명보험 예정이율은 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1930년대

중반 자산운용수익율의 저하로 1937년 회사별로 0.5 1% 포인트 인하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3.5% 예정이율을 이용했다. 1946년에는 戰後 경제상황을 반영

하여 다시 3%로 인하되었으나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산운용수익율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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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정이율이 1952년에는 4%로 복귀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簡易保險의 예정이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수

익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예정이율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1976년

에는 5.5%로(보험기간 20년 초과인 경우는 5.0%), 1986년에는 6.0%로(보험기간

10 20년은 5.5%, 20년 초과는 5.0%), 1985년에는 6.25%로(보험기간 : 10 20년

은 6.0%, 20년 초과는 5.5%) 인상되었다. 1974년에는 5.5%로(보험기간 20년 이

상은 5.0%), 1981년에는 6.0%로(10 20년은 5.5%, 20년 초과는 5.0%), 다시 1985

년에는 6.25%로(10 20년은 6.0%, 20년 초과는 5.5%) 인상되었다(그림 부록-2

참조).

<그림 부록-2> 日本의 生命保險 豫定利率 推移

주 1. 예정이율은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임.

2. 민영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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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豫定利率의 引上은 자산운용수익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는 결국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을 상회하기에 이러

렀다. 따라서 예정이율을 1990년에 5.75%로, 1993년에는 4.75%로, 1994년에는

3.75%로, 1995년에는 다시 2.75%로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같이 예정이율

이 급락함에 따라 상당 부분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은 이차배당기준율을 초과하

여 利差損이 발생하였고, 그 규모가 死差益과 費差益으로도 보전할 수 없게 되

자 보험회사는 보유주식의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보험계약

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個人保險의 예정이율과 함께 企業年金 예정이율도 1996년 4월부터

2.5%로 2%포인트 인하되었다. 개인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가 기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0.1∼0.2% 인하효과밖에 없으나, 기업연금의

경우 기존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費用減少效果가 있다.

3) 豫定事業費率

개인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은 대형사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개진한 후 대장성

에서 중소형사와의 절충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會社規模와 관계없이 거의 모

든 회사가 同一한 예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예

정사업비율을 높게 잡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다소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하여

보험료 수준을 동일하게 맞춘다.

新契約費는 1970년대 중반까지 보험금액의 30/ 1,000이었으나, 이후 보험금액

비례부분(10년 이상은 25/ 1,000이고 10년 미만은 17/ 1,000 25/ 1,000)과 영업보험

료 비례부분(보험료의 0.1 2%)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維持費는 보

험금액에 비례하는데, 1950년대 7/ 1,000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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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로보험의 경우 2.4/ 1,000이다. 收金費는 영업보험료에 비례하는데 1950년

대 이후 계속해서 보험료의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責任準備金

保險業法 제116조(責任準備金)에 의하면, ① 保險會社는 매결산기에 장래의

債務移行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② 大藏大臣은 책임

준비금의 적립방식 및 예정사망률 기타 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고,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보험계약을 再保險에 부보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책임

준비금의 적립방식, 기타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장성령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6년도부터 標準責任準備金制度가 도입되었고 보험회사는 법에

서 정한 최저규모 이상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9

조(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保險料 積立金, 未經

過保險料, 危險準備金을 적립해야 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장성 告示 第48 69)에 의해 적립방법, 예정

69) 保險業法 제116조 제2항 (제199조를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기초하여 長期

의 보험계약 (외국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일본에서의 장기의 보험계약)은 대장성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립방법, 예정사망율, 기타 책임준비금 계산의 기초

가 되는 계수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호의

계산방법과 제2호 및 제3호의 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이 契約者價額을 하

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契約者價額을 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

1. 적립방식은 평준순보험료방식으로 한다.

2. 예정사망율은 사단법인 일본계리인회가 작성하고 대장대신이 검증한 것으로 한다.

3. 예정이율은 연 2.7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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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율, 기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 즉, 積立方式은

平準純保險料方式으로 하고, 豫定死亡率은 사단법인 일본계리인회가 작성하고

대장대신이 검증한 것으로 하며, 豫定利率은 연 2.7%로 한다. 여기서 예정이율

2.7%는 지급여력기준에서 사용하는 금리리스크의 기준금리를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계산된 보험료적립금이 契約者價額(≒해약환급금)을 下回

하는 경우에는 당해 契約者價額을 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

여기서 표준책임준비금 평가이율 2.75%는 1995년도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같은 값이다. 이는 아마도 일본에서는 아직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大藏省의 事前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표준책

임준비금 평가이율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契約者配當制度

1) 配當制度의 槪要

일본의 배당은 利差配當, 死差配當, 費差配當, 特別配當으로 나누어지는데,

실현이익(income gain)은 이차배당으로, 미실현이익(capital gain)은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利差配當은 (이차배당율 보험년도말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산되

는데, 大藏省의 行政方針으로 각사별로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死差配當

은 {사차배당율 (보험금액 보험년도말 보험료적립금)}으로 결정된다. 사차배

당율은 성별 연령별로 결정되며 대체로 3 5년마다 변경되며 死差益의 5%는 위

험준비금으로 사내유보토록 하고 있다. 費差配當은 (비차배당율 보험금액)으로

결정된다. 과거 비차익은 높은 부가보험료, 특히 높은 유지비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부가보험료가 줄어들어 비차익을 시현하는 회사가 소수에 불과하다. 特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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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은 純保行政下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이 충실화되었고, 미실현이

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할 필요성이 생겨 1971년 결산부터 도입되었다. 특별배당

은 장기유지배당과 소멸시배당으로 구분된다. 長期維持配當은 10년 이상 유지

된 계약에 대해 이차익의 범위내에서 이차배당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

하는 것으로 {(경과년수에 대응하는 일정율) 보험년도말보험료적립금}이 지급

된다. 소멸시배당은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된 후 소멸될 때 내부유보된 금

액을 환급하는 배당이다. 현재 消滅時配當은 정기보험 등의 경우 (특별배당율

연간보험료), 다른 보험의 경우 (특별배당율 소멸시보험료적립금)으로 결정되

며, 양자의 배당율은 같지 않다.

배당금 지급개시 시기의 관점에서 보면 個人保險은 3년차배당방식, 단체보험

은 2년차배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年次配當方式의 경우 제1보험년도의 잉여

는 제2사업년도말에 결정되며 이때 동 계약에 대한 배당을 할당하고 제3보험년

도 개시일에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만기시에는 최종보험년도 및 직전

보험년도의 잉여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다.

2) 配當制度의 變遷

(가) 第2次大戰 以前

明治生命이 1881년 창업 이후 1885년 7월 첫번째 決算을 실시하여 配當金을

支給했다. 유배당계약의 보험료가 무배당보험에 비하여 10% 정도 높았기 때문

에 보험료차를 매년 8%로 부리하여 배당한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 생명보험회

사가 설립되어 다양한 배당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산출기준에서는 「연납보험료

경과년수 배당율」의 방식이, 配當開始期에서는 4년차배당이 가장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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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昭和初期(1926년 이후)에는 低金利時代이기는 했지만, 保險料에 經過年數에

따른 係數를 곱한 소위 累加配當方式에 의한 高料率·高配當과 低料低配當商品

이 시장에서 격심하게 경쟁한 시대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累加配當方式이 포기되었다.

(나) 第2次大戰 이후 保險審議會의 開催까지 (1948∼1958)

1948년도 결산에서 0.3%의 配當을 再開하여 전후 혼란기의 付加保險料 引上

의 정산을 도모하였고, 1950년에는 責任準備金 比例配當을 도입함으로써 利源

別配當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또한 회사에 따라 配當開始年度

가 2년차배당회사에서 4년차배당회사까지 다양하였으나 1958년 個人保險에 대

해서 4년차배당이 3年次配當으로 변경하였다.

(다) 配當率의 個別化의 進展과 內部留保의 充實 (1959∼1970)

1959년 7월에는 保險審議會가 개최되었고 1962년 3월 생명보험계리에 관한

答申에서는 계약자배당에 각사의 실적을 반영해야 하고, 2년차배당방식과 3년

차배당방식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현실적으로는 1960

년부터 각사의 經營效率, 內部留保의 水準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配當率의 個

別化가 進展되었다. 또한 1968년 7월에는 “國際化·資本의 自由化”에 대비한

企業의 재무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서 責任準備金의 充實化가 行政方針으로 주

창되어, 각사의 실정에 따라 計劃的 그리고 段階的으로 純保險料式의 積立을

목표로 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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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特別配當의 導入과 發展 (1971∼)

純保行政 결과 1970년부터는 純保險料式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회사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 달성후 增配餘力을 과당경

쟁으로 돌리지 않고, 契約者還元을 도모하기 위해 長期繼續契約者에게 重點的

으로 還元하는 特別配當制度를 도입하게 되었고, 1975년에는 定着段階에 돌입

했다. 1986년 결산부터는 金利低下에 따른 通常利差配當의 축소를 보충하는 의

미에서 특별배당의 역할이 다시 重要視되었으며, 現在는 株式의 時勢差益 還元

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特別配當의 財源確保와 관련하여 看過할 수 없는 点을 두가지 들 수

있다. 첫째, 오일쇼크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1974년 昭和20년대(1945-1954) 계약

에 대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實質價値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財源을 事前積

立한 것인데, 그 방식은 特別責任準備金을 적립함으로써 실시된 点이다(一定期

間으로 分割하여 積立했음). 둘째, 1976년 이후 昭和30년대(1955-1964)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도 특별배당의 財源確保를 위해 몇몇 회사에서 一部 事前積立制

度의 導入을 꾀한 点이다. 이것은 消滅時特別配當에 대해서 그 1/2정도를 목표

로 約款을 變更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구조는 소정의 年數가 경과한 뒤에 소멸

하는 계약에 대하여 割當을 하는 契約者配當割當의 規定과 契約者配當金特殊支

給特約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養老保險을 買增할 것인

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후 特別配當은 定期保險등의 취급과 配當買增契約에 대한 取扱으로 전개

되었다. 定期保險(정기특약을 포함)은 책임준비금이 만기시에는 영이 되므로 소

멸시배당금이 (소멸시 책임준비금) (경과년수에 따른 지수)로 결정되는 방식이

적합하지 못했다. 따라서 1986년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정기보험에 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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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에 경과연수에 따른 一定率을 곱하는 방식을 채용하였고, 1987년에는 배당

율의 인상을 단행하였다. 配當買增契約(소위 孫配當)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

이 있었지만, 經過年數를 主契約의 年數와 같게 하고 그 率을 全般的으로 主契

約의 0.1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 配當規制制度

配當率 및 그 財源의 계산은 대장대신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보아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장대신은 변경을 명

령할 수 있다70). 또한 定款에 의거, 相互會社는 결산시 잉여금의 90%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다. 株式會社의 경우 배당준비금 전입이 비용

항목으로 계상되고 이익금은 자본계정에 계상하는데, 배당준비금으로 배당준비

금 전입액과 이익금 합계액의 9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정

관의 변경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율 및 그 재원의

계산 뿐만 아니라 配當準備金의 事前 積立에 대해서도 規制를 받고 있다.

70) 通達 藏銀 제500호 제4의 경리관계 3(계약자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신고

등)

(1) 법 제114조 및 58조 규정에 의해 계약자배당 및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를

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재원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그 재원에 기초한 계약자배

당율 및 사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율을 공평하게 설정한다.

(2) (1)의 계약자배당율 및 잉여금분배율 및 그 재원의 계산에 대해서는 법 제128조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 및 정기사원총회 회의일 이전 8주내

에 대장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대장대신은 신고받은 계약자배당율 및 잉여금분배율 및 그 재원의 계산이 생명

보험회사의 업무의 건전성, 적정성의 확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점에서 부적

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132조 (또는 법 20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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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配當準備金 換入率을 보면 100%에 가깝다. 예를

들어 1994년도에 총잉여금이 1조 2,535억엔이었는데, 배당준비금으로 환입된 금

액은 1조 2,414억엔으로 환입율은 99.0%에 이른다. 또한 배당준비금환입 규모가

1990년을 고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6 참조).

<표 부록-8> 日本의 保險契約者 配當準備金 換入規模의 推移

연 도 1975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총잉여금(억엔) 7,879 24,338 37,345 28,955 20,085 14,772 12,535

배당준비금환입액(억엔) 7,827 24,235 37,228 28,840 19,963 14,649 12,4 14

환입율(%) 99.3 99.6 99.7 99.6 99.4 99.2 99.0

資料 : 日本生保協會, 생명보험 Fact Book, 1995

4) 消滅時配當制度

특별배당은 純保行政下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이 충실화되었고,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變額保險의 도입에 영

향을 받아 1971년 결산부터 도입되었다. 특별배당은 장기유지배당과 소멸시배

당으로 구분된다. 장기유지배당은 이차배당을 보완하고 있으며, 소멸시배당은

계약소멸시 정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당초에는 滿期時에만 보험금의 1%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에 대한 호응이

좋아 만기 뿐만 아니라 사망(1972년), 해약(1974년) 등 消滅時 保險料積立金의

一定率을 배당하기 시작했다. 배당율 또한 인상되었는데, 1972년도 10년 이상의

경과연수에 따라 증가하여 최고 15%, 1973년도에는 최고 40%, 1975년도에는

50%까지 올라갔다. 이를 통해 未實現利益을 환원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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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살렸다. 그러나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시 보험료적

립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멸시배당의 혜택을 볼 수 없었고, 또한 個人年金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는 특별배당을 지급하였으나 연금이 매년 지급되는

기간에는 보험회사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배당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계약자간 衡平性 問題가 대두되었다.7 1) 이에 1986년 결산부터 정기보험에

서는 보험료기준으로 소멸시배당을 실시하고, 매년 지급되는 연금에서도 특별

배당을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배당은 정기보험 등의

경우 (特別配當率 年間保險料), 다른 보험의 경우 (特別配當率 消滅時保險料

積立金)으로 결정되며, 양자의 배당율은 같지않다.

특별배당 도입 초기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지급이 예정되는 特別配當金額에

대해서 當年度末 決算에서 剩餘金을 계상하는 Terminal Funding방식도 허용되었

다. 그 후 特別配當制度가 定着함에 따라서 그 繼續的 安定性을 도모하기 위해

서 그 財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特別保險金 買增이라는 형식으로 事前積立을

하는 회사가 증가하였다.

한편, 特別配當制度가 정착된 1974년도에 대장성은 일본계리인회에 「保險契

約者配當의 基本方向」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의 答申을

하였다. (i) 特別配當制度란, 長期繼續的으로 維持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株

式, 不動産등의 非固定 利付投資로부터 발생하는 內部留保 및 지불여력

(Solvency Margin)으로서 회사에 留保된 것 중, 그 계약의 持分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最終精算하는 것(μ配當) 및 內部留保로부터 발생하는 利子配當(利配)收

入을 還元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責任準備金 積立方式의 差異에 따라 分配可

能剩餘金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회사의 利益自體가 그것(책임준비금 적립방식)

7 1) 1985년 보험심의회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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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分配可能剩餘金과 內部留保의 相互交換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金利下落期의 配當制度

일본의 金利는 198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1987년에는 중앙은행금

리(公定步合)가 2.5%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회사는 Hardy방

식72)에 따른 總資産收益率의 低下에 따라 利差配當率을 포함한 제반 利率의 再

調整이 요청되는 한편, 巨額의 미실현이익의 발생이 예견되어 1986년 8월 생명

보험협회내에 特別問題硏究會를 設置하여 (i) 配當體系의 基本方向, (ii) 諸般 積

立利率, (iii) 資産運用收益率의 表示, (iv) 一時納養老保險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利子配當 收入과 未實現利益과의 區分이 모호해져 利源分析 技法의 修正

이 필요함

- 金利變動이 심한 시기에는 利差配當率의 彈力化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 경우 保險種類, 經過年數등에 따라 差異를 두는 것이 不公平性을

초래하는 것은 아님(投資年度別 配當的 槪念의 容認).

- 特別配當에 대하여는 최근 수년동안의 高株價를 배경으로 契約者還元의

要請이 강해지고 있는데(금리의 下降期에는 株式, 債券등 保有有價證券의

價格이 上昇함) 특별배당 수준의 引上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72) i = 2I
A + B - I

i : 자산 수익율, I : 투자 수입

A : 연시 자산, B : 연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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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配當例示制度

과거 법령인 「保險募集의 團束에 關한 法律」의 제15조 제2항에서 戰前의

契約者配當을 둘러싼 過當競爭에 대한 反省의 의미에서 募集文書圖畵에는 보

험회사의 장래의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한 豫想에 관한 사항을 記

載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募集資料에 配當金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품 선택시 정보가 不充分하다는 비판을 감안하

여, 경고문과 함께 配當例示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73)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收益率이 떨어져 配當을 줄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면, 장래 계약자의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有意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배려하여, 1987년도 결산에서 消滅時特別配當을 經過年數가 오래된 계약에 대

하여 引上을 꾀했지만, 그 인상분은 모집자료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新保險業法 제30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

특정자에 대하여 將來의 契約者配當 또는 社員에 대한 剩餘金 分配 기타 장래

의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대장성령에 정한 것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

하거나 또는 확실한 것으로 誤解시킬 憂慮가 있는 것을 알리는 행위 가 금지

되어 있다.

73) 文句는 다음과 같다. 「기재된 配當數値는 년도의 支給配當率이 지속된다

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것으로 向後 줄어들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將來의 支給額을

約束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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