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험회사의 파산에 관한 분석 : RBC 방법

서론(INT RODUCT ION)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in solvency )은 중요 공공정책의 하나이고,

그리고 보험규제연구의 중요 연구목적의 하나이다. 보험 및 금융시장의 세계화

및 규제완화 추세는 보험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보험산업의 구

조변화는 이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 더 큰 가격변동, 그리고 더 불확실한 언더라

이팅을 유도하고 있다. 회사의 통합은 특히 재보험시장에서 거대자연재해와 배

상책임액의 증가로 가속화되고 있다.

1980년부터 1984년의 기간동안 약 650개의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손해보

험시장에서 파산했다. 이 파산된 회사의 보험료규모는 전세계 원수보험료의 약

50%에 달한다. 미국 및 영국시장에서의 파산회사는 전세계 파산회사의 70%이상

을 점하였다. 그리고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년 0.5% 내지 1.5% 정도의 회사가 파

산했다. 버뮤다보험시장에서는 55개사가 파산하였는 데 이는 미국과 영국시장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회사가 파산한 것이다. 이 결과는 미국과 영국은 최소규제된

보험시장인 반면 유럽대륙과 일본은 엄격하게 규제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급능력(solvency )은 손해액을 지불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능력이다. 만약 부적

절한 또는 비유동성 자산이 적시에 지불할 수 있도록 전환되지 못한다면 재보험

자는 파산하게 된다. 지급능력은 적절한 지급준비금(loss reserves)과 부가적 안정

장치인 지급여력(capit al or policyholder surplus)에 의해 결정된다. 부채

(liabilities )를 초과한 자산의 잉여금(the surplus of the assets )은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을 제공하고, 그리고 회사운영의 연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안

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파산을 초래하는 제요인들은 이윤, 거대자연재해(지진 및 태풍), 배상책임액의 증

가추세, 이자율 그리고 모험적인 투자방법결정 등이다.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변동이 적을 수록 파산의 위험은 더 낮다. 규제가 많은 그리고 안정

적인 이윤을 제공하게 되면, 규제가 파산에 가장 영향을 주게 된다. 최소규제된

미국과 영국시장은 규제가 심한 유럽대륙과 일본의 시장보다 더 높은 파산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영국시장이 자연재해손해와 배상책

임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을 많은 부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다.

자연재해손해의 증가는 파산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배상책임손해 증

가추세와 연계하여 살펴볼 때 이 요인은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거대자연재해는 연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거대손해로

인해 이윤변동성을 증가시킨다.

자산의 측면에서 볼 때, 파산의 주요 요인은 이자율과 모험적인 투자대상 선택이

포함된다. 장기간의 이자율 하락은 현재의 투자소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파산이

험을 증가시킨다. 이자율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자본이득의 실현에 있어 좋

은 투자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본이득의 실현은 오직 단기간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고, 최종적으로는 보다 더 높은 재투자비용에 의

해 단기간의 실현이득은 축소된다.

모험적인 투자대상의 선택은 언더라이팅 손해와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투자

소득증대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치열한 경쟁, 자연재해

손해, 배상책임액 증가추세는 언더라이팅에 의한 이윤획득에 역작용을 한다. 오늘

날 많은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에 대해서는 단지 수지균형(break - even)의 유지

에 만족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투자전

략에 의해 보다 높은 위험을 담보하게끔 유도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는 거대

손해로 인해 보다 큰 파산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윤의 양과 변동을 악

화시킬 수 있다.

1980년대의 상업용부동산과 정크본드에 보험회사는 많은 투자를 했고, 이는 보험

회사의 생존을 위한 투자소득에 대한 높은 필요때문이었다.



관련문헌(RELAT ED LIT ERAT URE )

보험회사의 재무부실(financial distress )의 예측에 관한 연구로 Denenberg (1967),

Kenny (1967) 그리고 Nelson (1971)은 재무상태를 서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T rieschmann과 Pinches (1973, 1977), Harmelink (1974), Cooly (1975), Hershbarger

와 Miller (1986), Ambrose와 Sew ard (1988) 그리고 BarNiv 와 Raveh (1986)에

의해 다변량 판별분석방법(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approach)을 사용하였

고, 또한 Eck (1982) 그리고 Harington과 Nelson (1986)은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재물/ 배상책임 보험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예측

변수로서 재무적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보험회사 파산의 예측에 관한 다른 연구로 BarNiv와 McDonald(1992)는 프로빗

모델과 로짓모델을 사용하였고, Hammond와 Shilling (1978), Kahane(1978) 그리고

BarNiv와 Smith (1987)가 언더라이팅과 투자행위에 관한 평균- 분산 순위법

(mean - variance r anking model)을 사용하였다. Venezian (1983)은 파산과 이윤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 수익모델(risk - return model)을 개발하였다.

Gustavson과 Lee(1986)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연구에 자본자산

가격모델(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사용하였다. Ambrose와 Caroll(1994)

은 파산보험회사를 분류할 수 있는 베스트사의 순위(Best ' s ratings)를 고찰했다.

Brocket (1994)은 조기경보 또는 보험회사파산이 될 수 있는 인공신경망방법(a

neural network method)을 검토했다. Kim (1995)은 보험회사의 파산을 심사할

수 있는 과거분석방법(history analysis )을 검토했다. Lee와 Urrutia(1996)은 파산

예측으로서 해저드모델(hazard models )을 검토했다.



목적

수신 및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위기상황과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파

산은 보험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감독 업무를 최우선 순

위로 삼게 하였다. NAIC는 1990년도말 손보 및 생보사에 적용할 위험기준자본금

(risk - based capit al) 방식을 수립하였다.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은 기업의 지급불능

가능성을 최소 수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를 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원보험자의 지급능력은 재보험 거래의 파트너인 재보험자의 지급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보험감독관은 재보험자의 지급여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

로써 기업들의 연쇄적인 재정 악화(domino effect )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많은 재보험자들은 신용도 평가회사에 의한 신용도 정도가 산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미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재보험자들은 미국의 지급능력과 같은 규

제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1).

이번 연구의 목적은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을 적용하는 재보험회사들의 재무적 건

전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보험자의 지급능력은 대차대조표상의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본금(capital)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기업 소유자나

공동 투자자(상호회사의 경우)들의 기업 내에서의 순자산을 의미한다. 부채가 자

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불능 사태가 야기된다.

위험기준자본금은 이론상으로는 사업상의 위험을 흡수하기 위한 자본금의 규모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위험기준자본금은 관련 당사자들이 지급

불능 위험이 가장 낮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본금의 규모를 의미한다. 손해보험

보험자의 지급불능 위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NAIC가 개발한 위험

기준자본금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은 모든 재보험자들이 지

1. 1995년 세계 100대 재보험사에 대해 S &P는 84개사를 안전 (BBB ), 13개사를 최우수 (AAA ), 9개

사를 적절(BB ), 4개사를 취약으로 평가하였고, 3개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급불능에 대하여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표준적인 보호 수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손해보험 지급불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재보험자에 대한 지

급여력 평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보험자의 지급불능을 측정하

기 위한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되어 왔다.

신용도 평가사인 S&P사의 연구결과는 과거에는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 al) 방식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비율(ratio) 방식보다는 보험자의 지급불

능에 대해 보다 불리한 예측을 제공해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NAIC의 자산/ 부채 위험기준방식(property - liability risk - based formula)에 대해

1993년 Gr acie가 수행한 연구 결과는 그러한 방식은 지급불능 보험자를 예측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5년 Cummins가 수

행한 연구 결과도 위험기준자본금 방식(risk - based capital formula)은 지급불능

보험자를 예측하는데는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재보험회사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사용된 재무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표본을 만들었다2). 재무관련 자료는 A. M . Best의 보고서와 미국 재보험자협회

의 연간 사업보고서로부터 입수하였다.

NAIC에 의해 사용된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이 사용된 모델의 기준이 되었다. 위험

기준자본금의 접근의 목표는 언더라이팅 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

소의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4가지 형태의 위험이 고려된다. 위험의

단위 형태별로 재무제표상의 항목별 위험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

(weighting factors )를 반영한다.

그림 1은 4개의 위험범주(four risk categories )와 각 범주별 항목(each item

within the category )과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위험 범주내에서의 4가지

항목들은 재보험회사들의 총자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3). 자산부분이 위험

기준자본금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에 사용된 가중치는 1926

2. 미국재보험회사가 1994년 보험료의 58%를 차지하였고 외국재보험사가 42%를 차지하였다.
3. Best ' s A ggregates and Av erag es에서 보고한 1992년과 1993년 수치에 근거함.



년부터 1994년까지의 장기회사채와 대형회사의 주식에 대한 연간 이익율의 표준

편차(st andard deviation )에 기초하였다. 현금과 단기투자에 대한 가중치는 1926년

부터 1994년까지의 미국 재무증서(U .S. T reasury bills )에 대한 연간 이익율의 표

준 편차를 감안하였다. 계열사 투자에 대한 비중(weighting factor )은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왜냐하면 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는 비계열사에 대한 주식

투자와 유사한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불준비금 비중은 Derring (1989)의 손해율변동에 대한 연구 에 기초한 것이다.

지불준비금 부담은 보험산업의 위험기준자본금 필요액의 약 반정도에 해당한다.

재보험 회수금항목은 미지급손해액, 미경과보험료, 미보고발생손해액 등 모든 재

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 항목은 회사의 재보험 의존도

와 재보험 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나타낸다. 재보험회수가능금액에 대한 가중요소

는 NAIC의 자산/부채 위험기준 방식에서는 10%로 적용한다.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가적인 자본준비금이 요구된다. 전년도 순보

험료의 10%를 상회하는 보험료 증가는 부가적인 위험으로 간주된다. 가중요소

0.3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목표로 통용되는 순보험료 대비 잉여금 비율인 3:1에

기초한 것이다.

모든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위험들은 서로 상쇄하기도

하므로 위험기준자본금 계산시 공분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

의 손해보험에서 자본금은 위험이 독립적으로 고려될 때보다 35% 내지 45% 낮

다고 할 수 있다.

위험기준자본금이 결정되면 적절한 자본상태에 있는지 회사의 실제자본금과 비교

될 것이다. 위험기준자본금은 평가시점의 최소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규제당국

은 이 최소가치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자본금이

최저기준에 2배이상 미달할 경우 추가정보와 재정전망을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험기준자본금에 대한 연구방식은 설명되어져야 할 몇가

지 제한적 요소와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각 위험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용가능한 정보의 제약으로 통합되고 제한된다. 예를 들면, 투자위험범주에는 모

든 종류의 채권이 통합된다. 분명히 상이한 채권은 각기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보증과 같은 부외거래위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연구에

는 관련자산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었고 전체자산중 극히 일부만이 제외되었다.

신용위험과 언더라이팅 위험은 적절히 반영되었고 주요 부외 위험들도 포함되었

다.

이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개별위험요소에 부과하는 가중치에 대한 것이다. 각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리스크계수를 부여하여 채권과 같이 각 위험요소내

에서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은 고려치 않았다. 또한 가중치도출에는 일반적인 가정

이 사용되었다.

위험기준자본금방식은 보험사업자와 감독당국에 상당한 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

한다. 위험기준자본금에 대한 외부 분석은 위험과 위험의 가변성에 대한 상당히

제한적 가정들을 요구한다. 내부분석은 실제 회사재무구조에 기초한 실질 위험에

대한 계산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험에 대한 외부분석의 본질적 제약

요소에 지배되게 된다.

결론

위험기준자본금(risk - based capital)은 <표 Ⅱ>에서 보는 바와 같다. NAIC의 위

험기준자본금모델법(model risk - based capital law )에서는 기업의 자본금이 위험

기준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특정 기업 및 조정을 요구한다. 비율의 정

도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본금이 위험기준자본금의 200% 이하인 보험회사는 현재 재무상태와 결

핍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명기한 계획서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자본금이 위험기준자본금의 150%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에 의한

감독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다.

[3] 자본금이 위험기준자본금의 100%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에 의하여

재건(rehabilitation ) 또는 정리(liquidation )될 수 있다.

[4] 자본금이 위험기준자본금의 70%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에 의해 압

류된다.

<표 Ⅱ>에 따르면 재보험자의 약 45% 정도는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약 45% 정도는 약간의 재무 결핍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10%는 요구되는 위험

기준자본금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저조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

표본에서의 재보험자는 매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며

저조한 재무 상태는 조정을 초래하게 된다.

<표 Ⅲ>는 회사규모에 따른 비율을 설명하고 있다. Cummins (1995)는 보험회사

재무 초과에 대한 예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규모 및 조직형태에 위험

기준자본금 방식을 부가하였다. 이 표본에서는 거의 모든 재보험자들이 주식회사

이기 때문에 조직 형태에 따른 구분은 비효율적이다. 기업규모 분석에 따르면 중

소기업이 실제로 대기업보다 양호한 재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순보험료

$ 150M미만인 재보험자는 대부분 위험기준자본금의 200% 이상의 비율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간연구를 확장하고 미국외 위치하고 있는 재보험자까지 포함

할 것이다. 재보험자의 파산을 예측하기 위한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의 이용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Gr acie (1993)와 Cummis (1995)에서 나타나는 바

와 같이 위험기준자본금 방식은 자산/ 부채 위험기준방식에 의해서는 파산을 예측

하기 어렵다. 둘째, 파산 재보험자의 제한된 표본(1990- 1994년간 7개사가 파산함)

은 통계적 모델이나 평가를 저해하기도 한다.



<표 1> 위험기준자본금(RBC) 종류 및 가중치

위험의 종류/항목 가중치

투자위험

보증

우선주/ 보통주

현금 및 단기 투자

협력 투자

0.08

0.20

0.03

0.20

언더라이팅 위험

지급준비금 적립 0.40

신용 위험

재보험 0.10

부외위험

순보험료 증가 0.30

<표 2> 위험기준자본금 대비 실제 재보험자 자본금

연도
위험기준자본금 대비 자본금 미국 재보험자

합산비율200% 이상 100% - 200% 100% 미만

1994 26(45%) 25(44%) 6(11%) 108%

1993 24(42%) 28(49%) 5 (9%) 106%

1992 23(40%) 27(47%) 7(13%) 118%

1991 25(44%) 26(45%) 6(11%) 107%

1990 24(42%) 28(49%) 5 (9%) 106%



<표 3> 기업 규모별 위험기준자본금 대비 재보험자 자본금

기업 규모 자본금/ RBC
연 도

1994 1993 1992 1991 1990

순보험료

$ 1B 이상

200% 이상 0 0 0 0 0

100- 200% 이상 3 3 3 3 3

100% 미만 0 0 0 0 0

순보험료

$ 150M - $ 1B

200% 이상 5 4 3 4 4

100- 200% 이상 12 14 13 13 14

100% 미만 4 3 4 3 2

순보험료

$ 150M 미만

200% 이상 21 20 20 21 20

100- 200% 이상 10 11 11 10 11

100% 미만 2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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