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규제 도입 및 변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회계규제의 정도 및 공시수준이 낮

은 수준이었고 이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이익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Bhattacharya et al.(2003)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조정 정도가 더 심각하

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강화된 회계 감독 때문에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나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보험회

계를 차별화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IFRS 17이 도입되며 변경되어지는 강

화된 회계원칙에 의해서 이익조정의 형태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

로운 규제 도입 및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며 회

계기준이 바뀌면 재무보고의 환경이 바뀌고 달라진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보고의 질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각 나라의 규제 도입 및 변화에 따라 이익조정 

또는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 해외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2005년도 유럽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글로벌 회계기준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하에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 해외 여러 나라들이 GAAP에서 IFRS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세계 각

국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알맞은 지급여력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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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다수의 연구들이 IFRS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이익조정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Barth et al. 2008; Chen et al. 2010; Pannanen & Lin 2009) 이를 반발하는 연구들도 

있다(Van Tendeloo & Vanstraelen 2005; Jeanjean & Stolowy 2008).

Barth et al.(2008)은 21개국을 대상으로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이익

조정을 덜 함을 밝혀냈다. 회계정보 질의 측정치로 이익조정을 사용하여 국제회계기

준을 도입한 기업의 이익유연화가 감소하고 또한 순이익을 목표치로 조정하는 경향도 

감소함을 보여줬다. Christensen et al.(2013)은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의

무적으로 도입한 기업을 구분하였는데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이익조정은 감소하

고 의무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의 이익조정은 증가하였음을 알아냈다. 유럽연합 EU 15

개 국가들을 사용하여 Chen et al.(2010)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여 이익

조정이 약화됨을 보였다. Ashbaugh & Pincus(2001)는 IFRS 도입 후 재무분석가의 예

측 정확성이 개선된 것을 증명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Ahmed et al.(2012)은 IFRS 도입 후에 기업들의 이익조정 현상이 빈

번하게 나타냄을 찾아냈다.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Jing & Park(2011)은 IFRS 도입 이후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함을 찾아냈으며 독일기업을 사용하여 Hung & 

Subramanyam(2007)은 IFRS 도입으로 총자산, 순자산 장부금액, 순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함을 발견하여 이익조정의 유인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Jeanjean & Stolowy(2008)

는 프랑스, 영국, 호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IFRS 도입 후 이익조정이 감소하지 않았으

며 프랑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이 감소된다고 주장한 연구들 또

한 존재한다(Leuz & Verrecchia 2000; Ashbaugh & Pincus 2001). Leuz & 

Verrecchia(2000)는 독일 기업들이 IFRS 도입 시 정보비대칭의 감소를 통해 자본비용

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여은정 외(2007)는 영국과 홍콩의 기업들에게서 IFRS 도입 후 

이익의 질과 재무비율이 개선됨을 찾아냈다. 하지만 독일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결론적으로 국가마다 IFRS의 도입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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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솔벤시 Ⅱ(Solvency Ⅱ)

유럽연합은 2016년부터 단일 지급여력체계인 Solvency Ⅱ를 시행 중이다. Solvency 

Ⅱ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초점을 두어 보험계약 내에서 서로 다른 보장리스크별로 

구분하여 이자율 스왑금리를 기준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한다. 경과조치 및 보완제

도 미적용 시 유럽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은 증가하였고 가용자본은 감소하는 현상을 띄

었다. 제도의 도입 후 저금리 단기대응은 상당한 자본투입을 요구했고 부채평가 할인

율에서 가산금리를 허용하였다. 단기 안전자산과 장기자산을 통한 고수익추구는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을13) 추구함을 보였다.

장동식(2009)은 솔벤시 Ⅱ 표준모형을 설명하며 시행 전후의 자본 변화를 보면 자본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용자본의 대부분은 조정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밝혀냈다. 김해식(2018)과 EIOPA(2016)는 유럽보험시장이 직면한 저금리 상황 속 

솔벤시 Ⅱ의 역할과 각종 리스크 대응수단에 대해 상술하였다.

다. 사베인스-옥슬리법(SOX, Sarbanes-Oxley Act)

미국은 2001년 엔론사태(ENRON)14) 이후 상장회사의 회계 개선과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해 2002년도에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시행시켰다. 이는 기업의 이익조정에 큰 영

향을 미쳤다. Cohen et al.(2008)은 미국에서 SOX 법 이후 기업들의 발생액을 통한 이

익조정은 감소했으나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증가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강화된 

회계 감독이 발생액에 관하여 규제감독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Zang(2011) 

역시 SOX 법 이후 법적이용이 적은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더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3) 경기순응성이란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
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함. 저금리 대응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강
화나 시가평가 시행 등으로 대다수 보험회사가 단기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기순응성을 
최소화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14)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에너지 가스 회사였던 엔론(ENRON)은 대외적으로 건실하
고 혁신적인 기업이었지만 사실상 거대한 빚을 짊어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음. 이는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시행된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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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우리나라 기업들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재무보고의 질이 투

명해지고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다. 그동안의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Accounting Standard)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으로 바뀌면서 실무상 적용하는 데 갈등이 있었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그동안의 

규제 중심 회계와는 달리 회계처리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여, 기업의 구

체적인 영업활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경영자

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사용하던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09년부터 조기 도입을 

허용 후 2011년에 모든 상장기업이 완전 도입을 하게 되었다. 과거의 개별재무제표의 

규칙 중심의 원가로 평가하던 것이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원칙 중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K-IFRS 도입 후 영업권 손상회계처리 또한 변화되었다. 과거 규정 중심 회계에서는 

회계처리방법에 손상징후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영업권 상각을 인식하였지만 K-IFRS

의 도입 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손상검사를 통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

방법이 바뀌어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 것이다. 많은 연구들

이 K-IFRS 도입 후 손상인식에 대한 기업의 재량적 유인이 증가하고 적시성이 감소했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Li & Sloan 2011; 노민영 외 2012; 백정한 2015). 정광화 

외(2012)는 IFRS 도입 후 재무정보 공시사항 분야에서 미비점이 많은 기업들이 이익보

고의 재량성이 커져 이익을 상향조정함을 밝혀냈다.

특히나 거래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기업의 일부 무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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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영자들의 주관적 재량이 행사될 수 있다고 여러 선행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다

(Hamberg et al. 2011; Ball 2006; Francis & Wang 2008).

나. 국제회계기준(IFRS 9) 제9호 금융상품

2018년부터 보험회사를 제외한 은행 및 기업들이 IFRS 9을 전면 시행하였다. 보험

회사 역시 현행 IAS 39에 비해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의 변경으로 손실의 규모와 범위

가 크게 늘어 준비금을 더 많이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현금흐름이 오로지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 구성되면 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회사 전체 차원에서 경영진의 포트폴리

오 위험관리 기준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구성되면 사업모델(Business Model)로 구분한

다. 더 나아가 사업모델은 금융상품의 보유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바뀌는데15)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보유 금융상품은 상각후

원가(Amortized Cost)로,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과 매도 둘 다 목적으로 원금과 이

자를 지급하는 매도가능한 금융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그 밖의 목적으로 보유하면 당기손익공

정가치(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로 인식된다.

IFRS 9의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가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되며 동시에 기존에 만기보유성 자산에만 쌓아두었던 준비금이 매도가능 자산에도 

쌓이게 될 것이다. 확대되는 준비금과 자본 및 손익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들의 이익

조정 유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16)

15) 현행 HFT(Hold For Trading)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로, AFS(Available For Sales)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HTM(Hold To Maturity)은 상각후원가 AC(Amortized 

Cost)로 바뀜

16) IFRS 9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IFRS 17에서 함께 다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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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 제17호 보험계약

2022년부터 현행 IFRS 제4호(보험계약)를 대체하는 IFRS 제17호가 시행될 예정이

다. 이는 실질적인 최초의 포괄적 회계기준으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측정하게 되며 양적 규모 중

심에서 질적인 장기적인 회사가치에 중심을 두게 되며 실질적인 경제적 요소를 반영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두각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이익조정 형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 시가기준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원가가 아닌 시가로 측정되어 실질적인 기업가

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판매시점의 보험상품별 적립이율에 

따라 보험부채를 적립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17) 부채의 현가, 즉 현금흐름

과 시간가치의 합에 리스크 마진(Risk Margin)을 더한 값이다. 이는 할인율과 리스크 

마진에 따라 명목가치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이 전에는 부채에 현가를 사용하지 않

았고 상품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달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현행 원가평가의 경우 보험기간 동안의 부채는 일정하였으나 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당한 부채가 적립될 것이며 과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있는 지급보험금이나 지급

준비금이 부적절하게 계산될 것이다. 이는 곧 위험기준자기자본 RBC 준비금 위험계수

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IFRS 17의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시가기준 준비금의 적립을 

17) 보험부채는 최적추정부채(BEL: Best Estimate of Liability),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 

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성됨. BEL은 예상되는 기대 순 
현금유출을 시장금리로 할인하는 방법이고, RA는 예상되지 않은 즉 손해율 상승 등을 반
영하며, CSM은 보험료와 최적추정부채 및 위험조정의 합의 차로 계산함. BEL과 RA는 결
산시점마다 재측정하여 손익으로 인식하나 CSM은 평가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보험계약
의 보장기간 동안 상각되며 이익으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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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야 한다.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 특

히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준비금 할인율이 낮아져

서 적립액과 평가액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준비금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2) 보험계약의 수익 인식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방식이 보험료 수취기준에서 보험기간에 걸친 보

험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즉, 그 해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

만 수익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보험료 수취 시 투자요소를 포함하여 수익으로 인식

되었던 것이 IFRS 17 도입 후 투자요소는 배제하게 되므로 수익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신계약비 이연상각을 통해 재무제표를 조정하였으나 IFRS 17 도입 후 사

업비 이연대상을 신계약비 전액이 아닌 직접 신계약비만 이연상각 되게 된다. 이 때 상

각기간도 이연기간이 보험기간 동안으로 확대된다. 수익인식의 변화와 감소된 수익 규

모는 보험회사에게 이익조정을 범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더불어 증가된 직접 신계약

비의 비중으로 인해 이익의 유연화가 더욱 더 가능해 질 수 있다. 반면에 당기비용처리

로 어려워진 구조가 이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3) 당기순이익

보험부채 중 지급준비금은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발행연도법

(Lock-in Approach)에서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으로18) 시가평가를 하게 됨

에 따라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급감 또는 급증할 수 있다. 이

는 저금리일 때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초율의 변경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지급준비금 

18)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시 기초율을 계약만기 시까지 적용시키는 발행연도법(Lock-in Approach)

을 사용하고 있으나 IFRS 17 도입 후 해당 회계연도 말의 기초율을 사용하는 평가연도법(Lock

-out Approach)로 재평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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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립을 요구하게 되며, 이자 수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급감함을 보게 될 

수 있다. 반면 고금리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감소와 이

자 수익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게 된다. 즉,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지급준

비금의 변동과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변동성을 평준화하기 위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Hung & Subramanyam(2007)은 독일이 IFRS 도입으로 총자산, 순자산 장부금액, 순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장희･김동겸(2007)은 IFRS 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기본 가정과 기초율 변동에 따른 사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당기순이익의 변동폭이 커짐을 발견하였다. 손익 변동폭이 커지면 이익조정의 유

인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4) 보험부채19) 듀레이션의 확대

보험회사가 보험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계약시점이 아닌 평가시점에 재산정 하

게 되므로 예전에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회사는 저금리로 인해 부채가 늘고 자본

이 줄어드는 현상을 띄게 된다. IFRS 17의 도입 후 보험회사들은 부채의 증가로 자산

과 부채의 만기 차이에 노출되게 되므로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일 때, 만기가 긴 부채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보다 커져 요

구자본율이 증가되며 이 현상은 만기 불일치가 클수록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금리 민감도가 확대됨을 뜻한다. 하지만 만기가 긴 보험부채에 매칭되는 채권

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전 자산을 장기국고채에 투자하더라도 듀레이션 

갭이 영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부채 듀레이션이 긴 이유는 금리연동형인 보

험상품들의 최저보증이율이 높아서 이므로 이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efond & Jiambalvo(1994)는 기업의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가 많으면 이익조정을 

19) 일반손해보험의 부채는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나뉨. 보험료부채는 아직 발생하지 않
은 보험회사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의미하는 반면 준비금부채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
의무를 뜻함. 이 논문의 주제인 이익조정은 준비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후자에 집중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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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창수 외(2015)는 건강보험의 경우 IFRS 17 도입 시 

보험부채가 더 크게 측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5)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킥스(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당하는 자본

을 보유함으로써 재무안전성을 보장하여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현행 위험기준자기자본 RBC(Risk-Based Capital) 제도에서 원가로 평가하던 부채를 

킥스(K-ICS)의 도입으로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비

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IFRS 17의 도입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요구

자본과 준비금 모두 강화될 것이다.20) 특히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시가가 상

승하고 가용자본이 줄어들며 지급여력비율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신지급여력비율

이라는 새로운 제도 아래 저금리에 대응하며 자본확충의 실현가능성이 중요하고 요구

자본의 감소 또는 가용자본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렇게 강화된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

해 기업은 이익을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전년 대비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한 회사는 이익

조정을 통해 당해 연도 지급여력비율을 조절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6) 자본성 확충

보험회사의 주 자본 확충의 수단 중 채권의 평가이익은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자

본성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즉 영구채 발행 등이 가능하

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필요 자본이 충족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역마진을 감수

해야 할 것이다. 이 역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채권이나 대체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나 환리스크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따를 것이다. 또한 잉여금의 내부 유보율을 높

여 가용자본이 증가되게 될 수 있고 금리변동에 덜 민감한 이익잉여금 배당을 억제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배당 수준 및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20)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킥스(K-ICS)의 요구자본 신뢰수준이 95%에서 99.5%로 상향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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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생기는데 배당을 억제하고 사내 유보금을 높이는 것은 대리인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 최적화를 위한 자산과 부채의 운영전략이 필수이지만 장기자산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자본이 필요함이 현실이다. 이강욱(2018)은 기업의 자본변동이 

시가평가로 인해 취약해짐을 보여주었다.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압력은 포트폴리오를 

더 위험추구적으로 변화 시킬 여지가 있다.

7) 보험시장과 금융시장의 활용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자본 변동이 확대되므로 보험회

사가 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할 유인은 늘어날 것이다.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으로 리

스크 특성에 따라 재보험, 파생상품, 담보, 보증, 신용위험 경감기법 등으로 유동화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서 언급되었던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뿐만 아니라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장리스크는 파생상품을 통해 위험

경감을 적용하고 일반보험리스크 및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는 재보험을 사용할 수 있

다.21) 또한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담보와 보증 그리고 추가적으로 CCP서비스22) 

등을 통해 위험경감을 이룰 수 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기업이 유상증자 시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본비

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8)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의 보충

시가평가로 인한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21) 현행법 재보험은 보유율의 50%까지 인정하고 파생상품 거래한도는 총 자산의 6%이나 
K-ICS 도입 시 재보험이 전액 인정되며 헤지 목적일 경우 파생상품 거래한도는 없음

22) CCP(Central Counter Party)란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간의 거래에 개입하여 매도자에 대
해서는 매수자,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중앙청산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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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준인 현행 리스크 관리 체제를 시가평가체제에 상응하도록 시장 환경 시나리오

의 적절한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준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 즉 회계사와 계리전문가의 양성 또한 시급하다. 변화된 제도를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는 회계 및 계리시스템에 대한 요건 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

다. 보험부채의 평가 적정성을 계리사가 확인하고 이의 적정성을 회계사가 감사하는 

등의 전문가 간의 상호적인 역할이 필수이다. 이는 기업의 이익조정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이익조정 

예측
부연 설명

시가기준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
시가기준 준비금의 적립 강화 및 부족액의 추
가 적립 요구

보험계약의 수익 인식 +/-
증가된 직접 신계약비의 비중, 당기 비용처리
로 어려워진 구조

당기순이익 + 이자수익에 따라 증가된 수익 변동성을 평준화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확대 +
높은 금리 민감도에 따른 자산과 부채 듀레이
션의 매칭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킥스 + 요구자본의 감소 및 가용자본의 확충이 절실

자본성 확충 +
역마진과 취약해진 자본변동 및 위험추구적 
포트폴리오

보험시장과 금융시장의 활용 +/-
유상증자 시 높은 가격과 배당의 목적, 효과
적인 시장 활용으로 위험경감을 달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보충 -
시가평가체제에 상응하고 전문인력이 양성됨
에 따라 회계의 질이 높아짐

<표 V-1> IFRS 17 도입에 따른 이익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