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 保 險會 社 의 리스 크 實體

1. 保險會社의 리스크

리스크(risk)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내리기는 곤란하며 보

는 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곤 한다. 리스크(risk)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Oxford사전의 경우 손실을 입을 기회(chance of loss) , Webster' s사전은

손실, 상해, 불이익 또는 파괴의 可能性(possibility of loss, injury,

disadvantage or destruction) 이라 되어 있다. 한편, 리스크관리학자들의

정의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F. Knight는 측정가능한 불확실

성(m easurable uncertainty) , M. K. Green은 어떤 사고의 발생에 관하

여 실재하는 不確實性(Uncertainty that some unfavorable event will

occur) , Emmett J. Vau ghan1)은 기대되는 결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a

deviation from an exp ected results) 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의 리스크

에 대한 정의와 달리 손실리스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2),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란 장래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변동가능성 혹은 미래에 발생할 손익의 불확실성 을

의미한다3).

보험회사에 있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어떤 사상이 계획했던 것보다 나쁘게 될 가능성 으로

1) Emmett J. Vaugan, Fundamental of Risk and Insurance, 5th ed.(N.Y. John Wiley and

Sons,1989), p. 4
2)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개념상의 차이는 일반기업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제3자에게 전가하지만 금융기관은 직면한 리스크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이에 대

한 보상의 성격으로 이익을 창출한다.
3) 한일경제연구소 역, Dominic Casserley, 『금융기관의 생존전략(Facing Up to the Risk

s)』,1995. 9,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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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NAIC에서 RBC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의한

것을 보면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상의 수치와 다르게 되거나 사업에

서 이익을 획득하지 못할 기회 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

제130조(건전성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시행규칙 제87조에서 통상의 예측

을 초과하는 것 을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Vau ghan의 정의와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료등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

과학적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리스크의

개념을 더욱 확대시켜 기업의 利潤追求目的과 결부시켜 보면, 보험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적정이윤을 획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라고 할 수 있다.

2. 保險會社의 리스크 發生原因

보험회사가 각종 리스크에 직면하여 파산한 사례는 국내에는 별로 없

는 상황이나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들 회사에 대하여 A.

M. Best사가 생손보사의 파산원인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부적절한 가격책정과 이로 인해 준비금이 부족해

파산한 회사가 47개사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는 급속한 외

형성장으로 인해 41개사가 파산해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資産運用의 실패나 資産價格의 과대평가에 기인한 회사는 37

개사로 18%를 점유하며 재보험실패는 손해보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지급불능원인은 요율인하 등의 價格競爭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그 위험에 상응한 요율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충분한 준비금적립을 하지 못해 財務健全性이 악화된 경우가 86개사로 전체

의 28%를 점유한다. 그 다음은 회사 규모를 급격하게 확대4)한 경우로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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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며 가장 빈도가 낮은 원인은 자연재해 등의 巨大損害發生으로 전체 파

산회사의 6%인 17개사가 해당된다(<표 Ⅱ-1> 참조).

<표 Ⅱ- 1> 미국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원인현황

(단위 : 개사, %)

생명보험회사(1976-1991) 손해보험회사(1969-1990)

원인 회사수 비중 원인 회사수 비중

부적절한 가격책정, 준비금부족 47 23 부적절한 가격책정, 준비금부족 86 28

급속한 외형성장 41 20 급속한 외형성장 64 21

계열회사 문제 40 19 보험사기(frau d) 30 10

자산의 과대평가 및 운용실패 37 18 자산의 과대평가 및 운용실패 30 10

보험사기(frau d) 16 8 신분야로의 급격한 확대 26 9

보험사업의 중요한 변화 15 7 재보험 회수불능 21 7

재보험실패 5 2 거대손해 17 6

기 타 6 3 기타 28 9

소 계 207 100 소 계 302 100

원인불명 83 - 원인불명 70 -

총 계 290 - 총 계 372 -

資料: 1) A. M. Best Co., Best 's Insolvency Study:Prop erty/ Casualty Insurance 1969-1990, June
1991, p.45.

2) A. M. Best Co., Best 's Insolvency Study:Lif e/ Health Insurers 1976-1991, June 1992, p.69.

이같은 결과를 볼 때 보험사의 리스크는 資産運用리스크와 保險리스크

가 주를 이루나 경영자의 외형성장추구 등과 같은 의사결정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관리리스크도 전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험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

험환경은 급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

우가 더욱 빈번해졌고, 현재의 의사결정은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4) 손해보험사중 급격한 보험료성장을 하여 파산한 회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Wisconsin Su rety(68-72) Reserve(67-73) Reliable(75-79) All-Star (68-73)

당사 성장율 47.6% 18.4 % 59.6% 56.3%

업계평균성장율 10.9% 10.1% 16.1% 10.3%
資料: Sholom Feldblum and Gregory Krohm, Regulation and the Casualty Actuary , NAIC,

1996, p.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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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會社의 리스크分類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리스크와 리스크인수기관으로

서의 리스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의 분류는 보험회

사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금융기관으로서의 리스크 분류는 보험산업이

지닌 자금조달자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고, 리스크인수기관으로서

의 리스크는 보험산업 고유리스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국에서는

財務리스크와 保險리스크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급불능회사가 빈번히 발

생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리스크基準資本金制度(risk

based cap ital requirem ent)를 도입하고 있다. 동 제도는 보험회사의 관련

리스크를 세분하여 재무건실도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제도이다. 다음에

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한 경우와 감독당국의

감독적 측면에서 구분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 保險 會社의 機能에 따른 리 스크分類

보험회사의 주요 기능은 크게 자금조달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로서의

기능과 계약자들의 리스크를 인수하는 리스크인수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리스크를 전가받는 대가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받아 보험사고시 혹은 만기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

험금지급시까지의 기간동안에 보험회사에 적립된 책임준비금 등을 이용

해 유가증권투자 등의 기관투자가의 역할도 하고 계약자들에 대한 대출

도 제공한다.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는 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현금흐름과정에서 볼 때 산업자체내에 不

確實性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과는 다르다. 즉, 과거경

험통계에 의한 豫測原價인 보험료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확정되기 때문

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한 責任準備金 등의 부채도 손해발생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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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자산의 가치는 금융시장의 영향에 따른

變動性에 기인하여 불확실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보험회

사의 기능에 따라 리스크인수기관으로서의 리스크, 금융기관으로서의 리

스크, 일반기업 공통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1) 保險會社 固有리스크(保險리스크)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는 보험인수기관으로서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보험회사는 동질 리스크를 대량으로 풀링함으로써 평균손실액 추정과 보

험인수에 따른 리스크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정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집적된 보험료로 계약자

에 대하여 보험금, 연금, 급부금 등의 지불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통상은

이들 의무이행을 위해 責任準備金 등을 적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상사태의 발생이나

경제환경변화 등으로 보험료계산시 예측한 보험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가

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보험회사의 보험리스크라 한다.

보험리스크는 보장기능에 있어서 이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우발적 손실

을 입는 리스크와 보험료설정시에 경제환경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안전

성을 감안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다. 리스크발생의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시장경쟁정도, 보험자의 리스크 인수 규모, 담보기

간 혹은 담보이율, 소비자의 고수익 선호도, 상품 설계(배당유무 등), 상

품의 수요 등이다5).

생명보험의 보험리스크의 예로는 사망률·질병율 변동에 의한 리스크

부분과 사업비가 상승하는 리스크부분이 해당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요

율설정시의 오차, 리스크의 집적, 거대재해의 발생에 의해 예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리스크이며 또한 준비금의 적립액이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장래지급액에 부족하게 되는 리스크도 있다.

5) Susan Conant, Nicholas L. Desoutter, Dani L Long, Robert Macgrogan, Managing f or

Solvency and Prof itability in Lif e and Health Insurance, LOMA, 1996,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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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金融機關 一般리스크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6). 이에 해당하는 리스크로는 크게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로 구분되며 시장리스크7)는 가격변동리스크, 환

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로 세분된다.

<표 Ⅱ- 2> 1991년 유동성위기로 파산한 미국 생보사의 경영지표( 1990년기준)

(단위 : 백만달러, %)

회사명 자산의 장부가치 보험료
성장율

자산 보험료

Mutu al Life 13,482(21) 3,201(18) 16.2 13.3

Executive Life 10,167(33) 354(138) -22.8 -44.5

Executive of NY 3,172(90) 94(311) -18.7 -24.9

First Capital 4,458(69) 511(104) -6.0 -47.2

Fidelity Bankers 4,069(77) 664(87) 14.0 -2.6

Monarch Life 4,478(68) 267(167) -12.7 15.2

산업전체 1,535,886 288,850 8.4 8.4

註: 괄호안은 산업내의 순위임.

資料: j ttp://www.cato.org/pubs/regulation/reg15n2a.htm

信用리스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또한 동 리스크는 자본

거래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거래의 당사자가 많아지고 세계 주요 금융시

장간의 시차의 문제 등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보다 중요

하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경우 투자자와 주주의 배당금 증대압력으로 미

국의 생보사들은 통상의 리스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

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投資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되었다. 미

6) 도미니크 캐셜리는 모든 금융기관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

스크(market risk), 운용리스크(operation risk), 환경리스크(environmental risk), 직무리스크

(behavioral risk)로 구분하고 있다.
7) 시장리스크는 금융기관이 투자로 인해 입게 될 리스크로 금리리스크, 환리스크, 실적

리스크(주식시장), 유동성리스크, 만기전상환리스크, 기본리스크(basis risk)로 구분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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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First Executive사는 이자율은 높지만 신용리스크가 큰 정크본드에

과잉투자한 결과 신용리스크의 검토부족에 대한 대가를 크게 지불했다.

價格變動리스크는 투자자산의 가격이 변동하여 자산가격이 감소하거나

자산가치를 실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金利리스크는 시장금리의 변동에 의해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의 변화로

인해 자기자본의 가치변화가 수반되는 금리변동리스크와 금리의 상승 혹

은 하락하는 기간동안 일어나는 예상하지 못한 자금의 유출 혹은 유입으

로 생겨나는 리스크이다. 換리스크는 외환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해외투자

자산에서 손실을 입는 리스크를 말한다.

流動性리스크는 특정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

능성을 의미하며 자금조달에 관련된 리스크로서 타금융기관 상품과의 가

격경쟁에 따른 상대적인 이율변동에 의해 자금조달이 급하게 되는 위험

이다. 금융자산의 유동성이란 비용, 시간, 노력 등의 면에서 별로 큰 손실

없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즉 환금성 정도를 말한다. 즉, 금융기

관의 유동성이란 금융기관이 환금성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를 나타낸다.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보상품과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

사의 경우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채의 만기가 장기이고 또 그 성격이 안정적이므로 유동성보다는 부채

의 기간구조에 맞는 장기 수익성자산의 확보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

의 높은 이자율과 이자율변동은 장기성 자산의 수익성은 물론 높은 자본

손실을 수반하는 유동성 위험을 가중시켰다. 특히 최근 보험을 비롯한 금융

기관이 시장금리에 연동되거나 각종 옵션이 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기능보다는 투자의 성격에 가까운 상품(유니버셜보험 , 변액

보험등)8)의 급증은 유동성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市場리스크는 리스크간 상호 중복하여 발생하고 상승효과나 상쇄효

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금리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는 상호관련하

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리스크간 상호관계를 확정이율부 유배당

8) 손정식,강병호,허영림, 『금융기관경영론』, 서울:박영사, 1992,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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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예로 보자.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금리가 상승국면시에

는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고 資産價値의 하락이나 金利感應度가 낮은 자

산의 영향으로부터 배당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리스크

는 증대된다. 금리하강국면시에는 상승국면의 현상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

난다. 그리고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리스크가 顯在化된

다. 금리상승시와 하강시 보험자와 계약자들의 행동과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 3>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자의 영향

구분 금리상승 금리하강

투자자의 기대행동 가능한 한 모기지 채권 보유 채권회수, 모기지상환

계약자의 기대행동
약관대출신청, 해약, 변동보험료

고수

변동보험료 증가, 대출상환, 계약

유지

보험자의 영향 현금부족 현금과다(cash glut)

보험자의 옵션
손해보면서 투자자산매각, 고금리

에서 자금차입
저금리때 재투자

資料: Kenneth Black, Jr, Harold Skipper, Jr, Lif e Insurance 2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94, p.861

3) 一般企業 共通리스크

보험회사도 기업인 만큼 일반기업과 공통적인 경영관리리스크가 존재

한다. 기업의 경영리스크는 경영자의 경영판단오류나 경영상의 과실(경영

리스크), 사무처리면에서 사고나 부정(사무리스크), 전산시스템의 사고나

부정(전산시스템리스크)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이 리스크는 최근 금

융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 있어 경영면의 리스크는 질적으로도 변화하며

복잡화되는 경향이 있다.

나 . 리스 크特性에 따른 分類

보험사의 현금흐름과정과 실제 지급불능사들의 원인을 연관시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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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리스크는 確率的 리스크(stochastic risk)와 體系的 리스크

(systematic risk)9)로 구분할 수 있다.

확률적 리스크는 보험산업내에 국한된 리스크로서 주로 개별 보험사고

의 발생빈도나 규모의 불확실성 등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재보험을 통

해 분산시키고 있다. 체계적 리스크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요

인으로 경기변동, 법률개정, 사회환경변화, 기후나 지리적인 변화, 투자리

스크, 재보험실패, 경영정책의 오류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체계적 리스크

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확률적 리스크는 규모를 크게 함으

로써 경감시킬 수 있으나 체계적 리스크는 역으로 규모의 증대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10).

다 . 監督 的 側面의 分類

보험감독적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경영요소별 실제치가 예상

치를 이탈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분류는 리스크

인수, 자산투자, 자본조달 등의 현금흐름과정별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카나다 등에서는 구분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사회공공성에 기초해 계약

자 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3년과 1994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RBC(Risk Based Capital)제도가 각각 도입

되었고, 일본은 1996년 보험업법개정시 솔벤시마진제도를 도입했으며, 카

나다도 생명보험에 대해 1993년에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 s Requirem ents)제도를 도입하였다.

9) 확률적 위험(stochastic risk)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된 요인에 해당하는 리스크로

대수의 법칙을 통해 분산이 가능한 리스크이며,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은 전쟁, 인

플레, 이자율의 변동, 경기변동 등과 같은 요인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10) D. G. Hart, R. A. Buschnan & B. A. Howe, Actuarial Practice of General Insurance,

Sydney :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 1996, pp.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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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命保險

미국의 경우는 부외거래리스크 C0(off-balance risk), 자산리스크

C1(asset risk), 보험리스크 C2(pricing risk), 자산부채매칭리스크 C3

(asset/ liability m atching risk or interest-rate risk or asset/ liability

mismatching risk), 경영리스크 C4(miscellaneou s risk) 5개 리스크로 구분

하고 있다11). 자산리스크에는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환율

리스크로 세분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생명보험회사와 건강보험사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건강보험사12)의 담보리스크성격

이 다르다는 배경하에 건강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RBC안을 마련하여 현

재 테스트중에 있다.

1996년에 도입된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예

정이율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로 구분하고 있다. 자산운

용리스크는 다시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회사 리스크, 부외거래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다.

카나다의 MCCSR의 경우 死亡率變動에 의한 보험리스크, 금리변동에

의해 예정이율이 과대보증되는 豫定利率設定리스크(interest m argin

pricing risk), 자산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資産리스크(신

용리스크라고도 한다), 금리상승시 급격한 자금유출로 인해 일시적인 유

동성부족에 대비한 金利리스크(interest rate risk)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과 일본의 리스크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Ⅱ-4>와 같다.

11) 리스크의 표기를 "C"로 표기한 것은 회사가 예상한 것으로부터 유의하게 변화하는

상태를 야기하는 예측 못한 사건을 의미하는 Contingency"에서 따온 것임. J. David
Cummins, Joan Lamm-Tennant, Financial Management of Lif e Insurance Compan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1993, p.152
12) 건강보험사에 대한 평가리스크는 부외거래리스크(H0), 자산운용리스크(H1), 언더라이

팅리스크(H2), 신용리스크(H3), 경영리스크(H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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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 분류 체계

리스크 구분 미국 일본의 솔벤시마진제도

금융

기관

일반

리스

크

신용
리스크 C1

확정수익증권발행자의 지급불능
혹은 파산등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발생리스크

C1

자산
운용
리스
크

거래처의 계약불이행으로 기
일에 자산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리스크(재보험 포함)

금리
리스크

C1
금리변동에 의한 장래투자현금흐
름, 보험현금흐름의 금액이 변화
하는 리스크

금리변동에 의해 수익이 불
안정화되는 리스크

가격변동
리스크

C1

C3

가격의 변동에 의해 자산가
치가 감가하는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C3

금리변동에 의한 자금유출리스크
(자산/ 부채 매칭리스크)

C2

예정
이율
리스
크

금리변동, 이상사태 발생등으
로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없
는 리스크

환리스크 C1
환율변동에 의해 외화자산의 손
실발생리스크

환율변동에 의해 해외투자자
산의 손실발생리스크1 )

보험

사

고유

리스

크

보험
리스크

C2

보험요율설정에 관련된 손실발생
리스크(m ortality or morbidity예
측실패, 보험금원가상승, 영업비
용증가)

C3

-보장기능에 있어서 이상사
태발생에 의해 우발적 손실
을 입는 리스크

-보험료 설정시에 경제환경
등 충분히 반영치 못해 손
실을 입는 리스크

기업

공통

리스

크

경영관리
리스크

C4

보험회사의 경영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모든 리스크(경영, 법규
제, 경쟁조건 등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C4
경영리스크, 사무리스크,전산
시스템리스크

적정기준
자기자본

( ( C 1 + C3) 2 + C2
2 + C4)× . 5

≥200
자기자본

( ( C 1 + C2) 2 + C2
3 + C4)× . 5

≥200

註: 1) 자산운용리스크에 포함하여 평가함.

2) 損害保險

미국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를 資産리스크(asset risk), 信用리스크

(credit risk), 언더라이팅리스크(underwriting risk), 簿外去來리스크

(off-balance risk)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확정수익부

증권의 투자리스크, 주식 및 부동산투자리스크로 세분된다. 신용리스크는 주

로 재보험운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하며 필요자본금산출시 언더라이팅리

스크에도 관련된다. 부외거래리스크는 자회사에 투자 및 보증관련리스크와

통제불능자산, 우발채무부담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한다. 언더라이팅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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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적립관련리스크와 보험료성장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표 Ⅱ- 5> 손해보험의 리스크 분류체계 비교

구분 일본 미국

금융기

관일반

리스크

자

산

운

용

리

스

크

(E)

-가격변동·금리리스크

유가증권투자에서 손해볼 가능성

자

산

운

용

리

스

크

- R1(확정부수익증권투자리스크 :
채권, 부동산담보대출

- R2(주식 및 부동산 투자리스크)
-신용리스크는 자금거래처의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

하기 위함.

- R3(신용리스크) : 재보험회수불능

리스크

-부외거래리스크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 스왑)
거래 관련 리스크

- R0(보험관계사 및 부외거래리스

크) : 관계사투자, 보증관련 리스

크- 관련회사 리스크

관련회사투자에 대한 리스크

- 재보험관련리스크

예정

이율

리스

크(D)

- 장기적립보험의 예정이율확보

불능 리스크

예정

이율

리스

크

- 이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없음.

보험사

고유

리스크

보험

리스

크

(B,C)

- 일반보험리스크(B)
- 거대재해리스크(C)

보험

리스

크

-R4(준비금리스크) : 준비금적립부

족등으로 인한 리스크

-R5(보험료리스크) : 과도한 성장과

부적절한 가격설정에 대한 리스크

기업

공통

리스크

경영

관리

리스

크(F)

- 보험회사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o경영리스크, 사무리스크, 전산

시스템리스크

적정

기준

지급여력

( B 2 + (D + E ) 2 + F )× 50% + C
≥200%

지급여력

(R 0 + R 2
1 + R 2

2 + R 2
3 + R 2

4 + R 2
5)×50%

≥200%

일본의 경우는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豫定利率리스크,

資産運用리스크 및 經營管理리스크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갖도록 감독하고 있다. 保險리스크는 실제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통상예측

과 일치하지 않을 리스크로서 一般保險리스크와 巨大災害리스크로 나누

어 평가하며, 자산운용리스크는 가격변동·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簿外

去來리스크, 관련회사리스크의 합으로 구성된다. 예정이율리스크는 책임

준비금산출시의 기초인 예정이율을 확보할 수 없는 리스크로서 보험상품

의 예정이율수준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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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리스크는 업무운영상 통상예측을 초과하여 발생할 리스크로 정의되

며 3개리스크(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의 합계액에

대하여 회사가 적자인 경우 3%, 흑자인 경우 2%를 반영한다.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경우 보험리스크를 일반보험리스크와 거대재해리

스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예정이율리스크를 별도로 설정한 부분이 다르

다. 그리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내용도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4. 保險産業別 리스크分布

보험산업의 리스크별 분포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보험회사의 재무건

전성 감독적 측면에서 리스크를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매년 산업전체의 분석결과를

NAIC가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6년 保險業法改正時 도입된

제도로서 지급여력비율 등을 감독적 측면에서만 이용할려고 했으나 1997

년 5월 일산생명의 파산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측

면에서 지급여력비율을 1997회계년도 결산시부터 공개하고 있다.

가 . 生 命保險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별 분포는 RBC제도 적용 3개년동안 큰 변

동은 없지만 최근에 이를수록 資産運用리스크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保險리스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적용결과에

따르면 부외거래리스크(C0)는 17.8%, 자산리스크(C1) 46.6%, 보험리스크

(C2)는 20.2%, 예정이율리스크(C3)는 11.8%, 경영리스크(C4)는 3.6%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표 Ⅱ-6> 참조).

13) 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른 리스크 분포는 보험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자산(adm it ted as set s ) 규모가 1천만달러 미

만인 회사의 리스크 비중은 보험리스크가 전체의 75%인 반면에 자산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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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6> 생보사의 RBC 적용결과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리스크

1993 1994 1995 199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리

스

크

C0 14,733 18.1 14,494 17.4 15,449 17.5 15,946 17.8

C1 40,182 49.3 40,176 48.1 41,940 47.4 41,701 46.6

C2 14,662 18.0 15,831 19.0 17,427 19.7 18,099 20.2

C3 9,106 11.2 9,979 11.9 10,390 11.8 10,545 11.8

C4 2,796 3.4 3,003 3.6 3,184 3.6 3,209 3.6

계 81,480 100.0 83,485 100.0 88,392 100.0 89,502 100.0

co-RBC1) 72,895 75,358 78,549 79,618

TAC2 ) 168,165 178,868 199,318 217,729

비율3 ) 230.7 237.4 253.8 273.5

註: 1) co-RBC = ( ( C1 + C3) 2 + C2 2 + C0 + C4)

2) TAC: Total Adjustment Capital

3) 비율은 TAC/co-RBC × 100
資料: NAIC, NAIC Research Quartery , April, 1997.

일본의 경우는 감독당국이 공식적으로 리스크분포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내국사 21개사에 대해 FY'96말 시점의 지급여력을 시산한 바에 의하면 보험

리스크는 19.0%, 예정이율리스크 11.6%, 자산리스크 67.4%, 경영관리리스크

는 2.0%로 나타났다14)(<표 Ⅱ-7> 참조).

<표 Ⅱ- 7> 일본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분포( FY'96말 시산결과)

(단위 : 억엔, %)

회사별 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자산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일본생명 2,863 18.9 1,846 12.2 10,106 66.9 296 2.0

제일생명 2,024 18.7 1,253 11.6 7,309 67.7 212 2.0

주우생명 1,879 20.7 1,082 11.9 5,935 65.4 178 2.0

명치생명 1,082 20.4 696 10.6 4,412 67.1 129 2.0

천대전생명 436 15.6 224 8.0 2,074 74.4 55 2.0

동방생명 281 13.3 228 10.8 1,559 73.9 41 2.0

21개사 계 13,484 19.0 8,271 11.6 47,941 67.4 1,394 2.0

資料: 東洋經濟新報社,「週刊東洋經濟」,1997.7.26, pp.31-32

1억∼2억 2천만달러 그룹은 보험리스크가 50%로 낮아지며 100억달러 이상

인 그룹은 자산리스크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4) 시산결과 및 세부내용은 東洋經濟新報社,「週刊東洋經濟」,1997. 7. 26, pp.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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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損 害保險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별 분포는 연도별 변동이 별로 없는 생명

보험회사와는 달리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을 기준으로 R0(부외거래리스크) 14.5%, R1(채권·현금·부동산대출 등

확정수익증권리스크) 1.9%, R2(주식 및 부동산 투자리스크) 18.3%, R3(재

보험 등 신용리스크) 3.9%, R4(준비금리스크) 38.6%, R5(보험료리스크)

22.8%이다(<표 Ⅱ-8> 참조).

<표 Ⅱ- 8> 미국 손해보험사의 RBC 적용결과

(단위: 백만달러, %)

연 도

리스크

1994 1995 1996 19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리

스

크

R0 25,054 16.6 27,627 17.4 23,943 14.4 27,565 14.5
R1 2,802 1.9 2,860 1.8 3,066 1.9 3,268 1.9
R2 21,074 13.9 25,718 16.1 30,836 18.3 37,708 18.3
R3 6,237 4.1 6,398 4.0 6,648 4.0 6,631 3.9
R4 62,343 41.3 62,290 39.1 64,452 38.7 64,800 38.6
R5 33,500 22.2 34,410 21.6 37,811 22.7 38,970 22.8
계 151,010 100.0 159,303 100.0 166,372 100.0 178,944 100.0

co-RBC1) 108,247 114,413 117,895 127,669
TAC2 ) 236,733 284,575 304,749 374,645
비율3 ) 218.7 246.1 258.5 293.5

註: 1) co-RBC= R 12 + R2 2 + R3 2 + R4 2 + R5 2 + R0

2) TAC: Total Adjustment Capital, 3) 비율은 TAC/co-RBC
資料: NAIC, NAIC Research Quartery , April, 1998.

또한 각 리스크의 변화추이에 있어서 保險리스크는 감소하는 대신에

資産運用리스크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더라이팅리스크는

1994년 63.5%에서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고 주식 및 부동산투자리스크도

1994년 13.9%에서 1997년에는 18.3%로 증가했다. 한편 생보사와 리스크

별 분포를 비교하는 경우 생보사는 보험리스크가 20.2%, 나머지가 자산

운용리스크인 반면에 손해보험회사는 보험리스크가 58.0%를 차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기능상의 차이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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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資産規模別 리스크 占有比 차이를 살펴보면, 부외거래

리스크(R0)와 투자리스크(R2)는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신용리

스크(R3), 준비금리스크(R4) 및 보험료리스크(R5)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Ⅱ-9> 참조). 이것은 보험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리스크의 차

이 때문인데 小規模會社인 경우 언더라이팅리스크(R4와 R5)가 전체 리스

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大規模會社인 경우에는 언더라이팅리스크

의 비중이 작고 자산운용리스크(R0∼R3)비중이 커서 리스크의 분산효과

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1천만달러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

우 언더라이팅리스크 78%이나 10억달러 이상인 회사는 58%이다.

<표 Ⅱ- 9> 미국손보사의 자산규모별 리스크 점유비( 1994년)

(단위: 달러,%)

자산
리스크 1천만미만 1천만∼

5천만
5천만∼

1억
1억∼
2.5억

2.5억∼
10억 10억이상 계

R0 1.2 2.7 3.8 6.1 9.5 22.0 16.6

R1 2.5 2.5 2.9 2.6 2.7 1.8 1.9

R2 8.1 8.1 7.8 10.0 11.1 13.8 14.0

R3 10.1 6.1 4.9 5.9 4.6 4.0 4.1

R4 29.7 38.5 42.9 43.8 41.7 38.1 41.3

R5 48.5 42.1 37.7 31.7 30.4 20.3 22.2

資料: NAIC, P&C RBC Newsletter, Volume1. 2, Nov 1995; http://www.naic.org/geninfo/news/prb
c/prbcnov1.htm

또한 資産規模別 RBC比率의 중간값(Median)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높으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결과를 보면 자

산규모가 1천만달러 미만인 회사는 1,693%이나 100억달러 초과 회사는

481%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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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1> 미국 손보사의 자산규모별 RBC비율 중간값 추이

註: RBC비율은 TAC/ACL수준의 RBC이며, 1994년과 1995년비율은 공분산후 RBC의 50%로

수정한 것임.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분포를 상장 14개사의 FY'95말 기

준으로 시산한 결과에 의하면, 보험리스크는 일반보험리스크가 17.1%, 거

대재해리스크가 40.1%로 총 57.2%이며, 예정이율리스크는 3.2%, 자산운용

리스크는 37.7%, 경영관리리스크는 2.0%로 나타났다15). 일본 손해보험사

의 리스크분포의 특징으로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험리스크는 규모가

적은 회사에 비해 작으며, 자산리스크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예 : 동

경해상과 대상화재의 비교). 이와 같이 회사규모에 따른 리스크분포의 특

징은 미국 손해보험사들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Ⅱ-10> 참조).

15) 시산결과 및 세부내용은 東洋經濟新報社,「週刊東洋經濟」,1997.2.19, pp.3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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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0> 일본의 상장 14개 손해보험사의 리스크 분포( FY' 95말 시산결과)

(단위 : 억원,%)

회사별
보험리스크 예정이율

리스크

자산

리스크

경영관리

리스크일반보험리스크 거대재해리스크

동경해상 776 19.5 1,397 35.2 114 2.9 1,606 40.4 77 2.0

안전화재 489 17.1 1,045 36.6 93 3.3 1,173 41.1 56 2.0

삼정해상 378 18.9 718 35.9 74 3.7 791 39.5 39 2.0

주우해상 329 17.1 729 37.8 74 3.8 757 39.3 37 2.0

대성화재 53 13.3 189 48.2 14 3.6 129 32.9 7 2.0

14개사 계 3,564 17.1 8,376 40.1 669 3.2 7,864 37.7 409 2.0

資料: 東洋經濟新報社,「週刊東洋經濟」,1997.2.19, p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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