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는 2021년부터 대폭 바뀐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 171)의 시행은 보험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보험회사는 다른 금

융회사와 달리 부채의 만기가 길며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이 높고, 금리연동형 부채

라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채의 듀레이션2)이 매우 긴 것이 특

징이다. 이로 인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가치의 변동이 

크다.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과 일치한다면 금리변화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없겠지만, 대다수 보험회사의 자산 듀레이션은 부채 듀레이션에 비해 짧은 것이 현

실이다. IFRS 17의 시행으로 인하여 듀레이션 갭3)이 큰 보험회사일수록 자본변동성

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산의 듀레이션만이 자본변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IFRS 17 시행 이후에는 

듀레이션 갭이 자본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차이점이다. 

2021년에는 IFRS 17 이외에도 IFRS 94)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IFRS 9은 2018년

부터 시행되는 회계기준이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 도입까지 한시적으로 적

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5)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손상 인식 방법이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17 Insurance Contracts

2) 본고에서 듀레이션은 모두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을 의미함

3) 듀레이션 갭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져 

/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4)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9 Financial Instruments

5) 단, 보험사업이 비주력인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회사는 2018년부터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

성을 위해 IFRS 9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Ⅱ장에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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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과 매우 달라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IFRS 9의 내용과 그 

시행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IFRS 17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

으로 오창수·박종각(2016)은 IFRS 17에 의한 보험부채 증가 규모를 여러 가지 시

나리오하에서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IFRS 17 도입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조영현·이혜은 2017), IFRS 17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김해식·조재

린·이경아 2015, 오창수 2015) 등 IFRS 17과 관련된 연구는 주제가 비교적 다양하

며, 연구의 수도 적지 않다.  

반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컨설팅 보고서나 애널리

스트 리포트에서 정성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미미하다.6) 본 연구는 관련 보고서들이 정성적으로 제시한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및 자산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IFRS 9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Ⅲ

장에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보험회사

의 ALM 및 자산배분 현황을 살피고, 회계제도 전환에 대응한 전략을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6)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김수연(2016), J.P. Morgan(2016)을 참

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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