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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가방식 부채평가

1. 주요 내용

보험부채시가평가는 평가시점에 가정을 재산출하여 <그림 Ⅱ-1>과 같이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이라는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미래현금흐름은 보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평균값으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순 유출액으로 산출한다. 현금유출액은 보험금, 직접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현금유입액은 

보험료가 해당된다. 할인율은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

며 할인율의 수준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규모가 달라진다. 위험조정은 예상과 다른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

정을 합쳐서 이행현금흐름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이익의 현재가

치로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기대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Ⅱ-1> 보험부채 구성(IFRS17,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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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시가평가는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Ⅱ-2>에서 

보면 현재는 ① 영업보험료가 보험관련 수익이지만 IFRS17은 ② 보험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보험계약마진 등에 기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금과 사업

비 등에서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보험계약마진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이익 인

식이 가능하다. ③ 또한 보험 관련 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의 부채이자비용이 

IFRS17에서는 투자비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④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명확히 구분되

어 이익별 원천을 재무제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2> IFRS17 손익계산서 예시

2. 평가 예시

본 장에서는 단순화된 가정을 이용한 예시를 통해 현행 원가방식 부채평가와 시가방식 부

채평가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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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정

∙ 보험료: 연간 500(순보험료 400, 부가보험료 100), 2년납, 보험기간 4년
∙ 보험기간 동안 매년 위험률 동일(위험보험료 150)
∙ 사고보험금 400, 2년차에 중도급부금 200 지급 가정
∙ 사업비 100(직접 신계약비 60, 간접 신계약비 20, 직접유지비 20)으로 구성
∙ 직접 신계약비는 4년 균등 상각 가정
∙ 할인율 5%, 보험계약마진은 4년 균등 상각 가정
∙ 최초 위험조정 측정(매년 25씩 감소)
∙ 경험조정(= 실제 현금흐름 – 예상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투자수익은 매년 25 발생, 투자비용은 매년 5 발생
∙ 부채이자비용은 매년 15 발생(가정의 단순화를 위해 IFRS4와 IFRS17의 부채이자비용 동일)

<표 Ⅱ-1> 주요 가정

<표 Ⅱ-1>의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계약시점 보험계약마진을 계산해보면, ‘현금유입 

(1,000) - 현금유출(680) - 위험조정(100)’에 의해 220이 된다. 총 현금유출은 700이나 간

접신계약비인 20은 현금흐름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계약마진 산출에 사용되는 현금유출

액은 680이다. 

구분 합계 1Y 2Y 3Y 4Y

 현금유입 1,000 500 500 - -

- 순보험료 800 400 400 - -

(위험보험료) - 150 150 150 150

(저축보험료) - 250 250 △150 △150

(준비금 증감) - 250 50 △150 △150

- 부가보험료 200 100 100 - -

 현금유출 700 140 320 120 120

- 사고보험금 400 100 100 100 100

- 중도급부금 200 - 200 - -

- 사업비 100 40 20 20 20

직접신계약비 60 15 15 15 15

직접유지비 20 5 5 5 5

간접신계약비 20 20 - - -

<표 Ⅱ-2> IFRS17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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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시점 1Y 2Y 3Y 4Y

총 부채 ( ② - ① + ③ + ④ ) 0 255 370 185 -

① 미래 현금유입 현가 1,000 500 - - -

② 미래 현금유출 현가 680 515 210 105 -

③ 위험조정 100 75 50 25 -

④ 보험계약마진 220 165 110 55 -

<표 Ⅱ–3> 연도별 IFRS17 변화

<표 Ⅱ-4>에서 보험수익을 살펴보면 IFRS4에 비해 IFRS17이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가 지급보험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수익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신계약비와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배분된다는 것이 IFRS4

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IFRS4 IFRS17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Ⅰ. 영업수익 525 525 25 25 Ⅰ. 영업수익 (Ⅱ+Ⅲ) 225 225 225 225

- 보험료수익 

1) 500 500 - - Ⅱ. 보험수익 200 200 200 200

- 투자수익 

2) 25 25 25 25 - 지급보험금 

1) 100 100 100 100

주: 1) 수취한 수입보험료 전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함

2) 투자 수익도 영업수익에 포함

- 직접(신)배분 

2) 15 15 15 15

- 직접(유) 

1) 5 5 5 5

- 위험조정 변동 

3) 25 25 25 25

- CSM 상각 

2) 55 55 55 55

Ⅲ. 투자수익 

4) 25 25 25 25

주: 1) 당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지급보험금, 직접

(유)을 보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함, 단, 만

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가 지급보험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수익 규모 감소함

2) 직접(신)와 CSM은 서비스 제공 패턴에 따라 보

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배분함

3) 감소된 위험조정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함

4) 투자 수익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함

<표 Ⅱ–4> 수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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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는 IFRS4와 IFRS17의 비용인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보험비용에서 IFRS4의 지급

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계약비는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

게 상각되었다. IFRS17에서 지급보험금, 직접신계약비, 직접유지비는 수익과 금액이 동

일하고 간접신계약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부채이자비용이 IFRS４에서는 준비금 전입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IFRS17은 투자비

용에 포함되어 IFRS17의 투자비용이 IFRS4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IFRS4 IFRS17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Ⅰ. 영업비용 415 415 △25 △25 Ⅰ. 영업비용 (Ⅱ+Ⅲ) 160 140 140 140

- 지급보험금 

1) 100 300 100 100 Ⅱ. 보험비용 140 120 120 120

- 신계약비 상각 

2) 40 40 - - - 지급보험금 

1) 100 100 100 100

- 사업비 5 5 5 5 - 직접(신)배분 

1) 15 15 15 15

- 준비금 전입액 265 65 △135 △135 - 직접(유) 

1) 5 5 5 5

･ 준비금 증감 250 50 △150 △150 - 간접사업비 

2) 20 - - -

･ 부채이자비용 15 15 15 15 - 경험조정 

3) - - - -

- 투자비용 5 5 5 5 Ⅲ. 투자비용 

4) 20 20 20 20

주: 1) 지급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등 투자요소를 포함

2) 집행된 실제 신계약비 80은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균등하게 상각

주: 1) 지급보험금, 직접(신)배분액, 직접(유)은 수익과 

비용 금액이 동일

2) 간접신계약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반영

3) 당기에 실제로 지급한 지급보험금, 사업비와 예상

한 금액과의 차이는 경험조정으로 반영

4) 투자비용은 부채이자비용도 포함

<표 Ⅱ–5> 비용 비교

<표 Ⅱ-6>은 위에서 제시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 산출된 이익의 비교를 보여주는데, IFRS4

는 영업이익을 비차, 사차, 이차를 별도 산식으로 산출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IFRS17은 위

험조정변동,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등으로 손익계산서상에서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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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IFRS17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Ⅰ. 보험 관련 수익 500 500 - - Ⅰ. 보험수익 200 200 200 200

- 보험료수익 500 500 - - - 지급보험금 100 100 100 100

(위험보험료)(a) 150 150 150 150 - 직접(신)배분 15 15 15 15

(저축보험료) 250 250 △150 △150 - 직접(유) 5 5 5 5

(부가보험료)(b) 100 100 - - - 위험조정 변동 25 25 25 25

Ⅱ. 보험 관련 비용 410 410 △30 △30 - CSM 상각 55 55 55 55

- 지급보험금 100 300 100 100 Ⅱ. 보험비용 140 120 120 120

(사고보험금)(c) 100 100 100 100 - 지급보험금 100 100 100 100

(중도급부금) - 200 - - - 직접(신)배분 15 15 15 15

- 신계약비 상각(d) 40 40 - 직접(유) 5 5 5 5

- 직접유지비(e) 5 5 5 5 - 간접사업비_실제 20 - - -

- 준비금 전입액 265 65 △135 △135 - 경험조정 - - - -

･ 준비금 증감* 250 50 △150 △150 Ⅲ. 보험이익(Ⅰ-Ⅱ) 60 80 80 80

･ 부채이자비용(f) 15 15 15 15 Ⅳ. 투자수익 25 25 25 25

Ⅲ. 보험이익(Ⅰ-Ⅱ) 90 90 30 30 Ⅴ. 투자비용 20 20 20 20

Ⅳ. 투자수익(g) 25 25 25 25 - 투자비용 5 5 5 5

Ⅴ. 투자비용(h) 5 5 5 5 - 부채이자비용 15 15 15 15

Ⅵ. 투자이익(Ⅳ-Ⅴ) 20 20 20 20 Ⅵ. 투자이익(Ⅳ-Ⅴ) 5 5 5 5

Ⅶ. 영업이익(Ⅲ+Ⅵ) 110 110 50 50 Ⅶ. 영업이익(Ⅲ+Ⅵ) 65 85 85 85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Ⅶ. 영업이익
(①+②+③)

110 110 50 50
Ⅲ. 보험이익

(①+②-③-④)
60 80 80 80

① 비차이익 55 55 △5 △5 ① 위험조정 변동 25 25 25 25

② 사차이익 50 50 50 50 ② CSM 상각 55 55 55 55

③ 이차이익 5 5 5 5 ③ 간접사업비 20 - - -

주: ① 비차이익 = 부가보험료(b) - 신계약비 상각(d)

- 직접유지비(e)

② 사차이익 = 위험보험료(a) - 사고보험금(c)

③ 이차이익 = 투자수익(g) - 부채이자비용(f)

- 투자비용(h)

* 준비금 증감 = 저축보험료 - 중도급부금

④ 경험조정 - - - -

Ⅵ. 투자이익 5 5 5 5

Ⅶ. 영업이익(Ⅲ+Ⅵ) 65 85 85 85

주: 실제와 예상 현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이

익은 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 서비스에 따라 전 보험기간

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됨. 단, 간접사업비로 분류한 금

액만큼 계약 초기비용 부담이 발생함

<표 Ⅱ–6> 이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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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는 보험료가 납입되는 초기에 이익이 많고 납입 종료 후 이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보

여주나 IFRS17은 기간별로 이익이 균등하게 분포한다. 다만, 간접사업비로 인해 계약초

기에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분류 비율에 따라 이익의 수준이 달

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Ⅱ-3> 손익 비교

3. IFRS17 및 K-ICS 부채평가 비교

IFRS17과 K-ICS는 시가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나 평가요소에서 일부 차

이가 발생한다.

먼저 평가요소 중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IFRS17은 미래현금흐름에 간접신계약비가 제외

되나 K-ICS는 간접신계약비도 현금흐름에 포함한 보험계약의 모든 현금흐름이 반영된다. 

또한 K-ICS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위험조정이 아닌 위험마진으로 표현하며 생명 및 

장기보험의 신뢰수준 85%로 평가한다. IFRS17의 위험조정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

으나 감독회계에서 신뢰수준 75% 이상으로 제시되어 위험마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한편 IFRS17은 평가요소에 보험계약마진이 존재하나 K-ICS는 

보험계약마진이 평가요소로 존재하지 않고 자본에 내재적으로 반영된다. K-ICS는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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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보험회사 자본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림 Ⅱ-4> 부채 평가요소 비교

      IFRS17 K-ICS

이처럼 IFRS17과 K-ICS는 부채시가평가라는 개념은 동일하나 목적이 상이하여 평가요소

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이후 설명할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에 의해 자본과 손익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