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序 論

金融産業에 있어서 리스크의 증대는 높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high risk, high return)이기도 하나 때로는 企業經營에 막대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산업의 경우도 동일한 보험환경하에서 흑자를 내는 보험회사도 있

는가 하면 어느 보험회사는 적자를 보아 수년에 걸친 경영정상화노력을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기업간의 경영성과

가 다른 것은 경쟁사간의 경영전략이나 기술상의 우열에서 비롯되며, 그

성과의 차이는 리스크와 수익관리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금융산업중에서도 보험산업은 계약자의 리스크를 인수하고 그 대

가로 조성된 보험료로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은행 등의

일반금융기관과 비교해서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의 범위는 광

범위하며 다양하다.

최근 보험산업의 환경은 80년대 후반의 많은 생보사들의 진출과 90년

대부터 시작된 자유화 및 규제완화, 국제화의 추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

고 최근에 들어서는 부실보험회사의 구조조정문제가 정부의 현안과제로

부상되었다. 그리하여 98년 8월 11일에는 그간 지급여력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생보사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며 14개 생보사가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각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내보험산업은 외환위

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보험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계약자들의

道德的 解弛(m oral hazard)로 인해 보험영업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자산의 운용환경도 더욱 어려워 보험사의 안정적

인 자산수익확보가 경영상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손보사

에 대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100%적립1)과 손보사에 대한 비상위험준

1) 정부는 보험회사 회계와 관련, 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 평가에 시가법을 도입하여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

권평가손익을 FY'98 50%, FY'90 100%를 반영하며,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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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적립액의 손비인정한도 축소2) 등은 보험회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보험산업 환경은 불확실성

이 더욱 증가해지는 실정이므로 보험회사들은 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

는 체제를 시급히 구성하여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분류,

리스크별 분포등을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들

리스크가 국내보험산업에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각종 지표 등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함과 아울러, 부록에서는 최근 외국 보험회사들이 ALM시

스템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과 국내 보험회

사들이 ALM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가손익을 자본조정 및 법97조 준비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감독규정

을 개정하였다.
2) 정부는 보험업·증권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준비

금 및 충당금제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 개정하였다(대통령령 제151797호

1998.5.16 시행). 즉, 손해보험회사가 장래 발생할 비상위험에 충당하기 위하

여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보험료의 20%에서 보험료의

2 %로 하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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