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I . 國 內 保險 産 業의 리 스 크 分 析

1. 生命保險

가 . 리스 크의 槪要

지금까지의 생명보험산업은 고성장 경제와 정부의 규제에 힘입어 外形

爲主의 경영전략과 원시적인 리스크관리로도 고성장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저성장 경제와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은 內實爲主의 경영전략과

선진적인 리스크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리스

크를 보험리스크, 자산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로 세분하여 생명보험산업

전체와 그룹별로 추이 및 현황을 통해 어떠한 리스크전략의 수립이 필요

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생명보험산업의 총체적인 리스크의 증가는 보험수지, 총수지 및 당기순

이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FY'97에 보험수지는 경기침체와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어 전년 대비 90.6%가 감소한 6,301억을 보이고 있으

며, 총수지는 高金利로 인한 투자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지의 악

화로 전년에 비해 34.6%가 감소하여 8조 4,974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당기순

이익은 신설사들의 이연자산 상각을 시작하는 FY'94부터 계속적으로 감소되

어 FY'97에는 8,216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표 Ⅲ-1>참조).

<표 Ⅲ- 1> 생보사 사업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보험 수지

총 수 지

당기순이익

50,788

78,182

75

40,653

75,999

312

19,713

61,949

919

6,310

47,999

1,322

26,691

72,256

-3,895

64,451

117,652

-8,445

67,703

129,885

-8,448

6,301

84,974

-8,216

註: 외국사를 제외한 수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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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체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보험수지, 총수지, 당기순이익은

그룹별로 나누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5개사로 구성된 그룹A의 경우 보험수지율과 총수지율에

서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퇴출대상의 4개 보험사로 구성된 그룹

C의 경우 3개 지표 모두 FY'96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 2> 생보사 그룹별 사업 추이

(단위 : % )

구 분
FY'94 FY'95 FY'96 FY'97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보험수지율

총수지율

ROA

2.2

11.2

0.2

11.3

16.1

-4.2

31.4

31.9

-2.9

7.9

16.5

0.2

14.7

19.6

-5.2

8.7

8.0

-15.3

8.3

16.5

0.2

8.6

14.0

-4.4

-3.4

-3.3

-15.5

3.2

11.4

0.3

-8.3

2.8

-4.1

-36.0

-33.5

-33.7

註: 1) 보험수지율은 보험수지를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임.

2) 총수지율은 총수지를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임.

3)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또한 생보사의 경영실적의 총제적 결과인 累積赤字의 推移를 보면 신

설사의 사업초기 성장위주의 전략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집행 증대 등으

로 누적적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FY'97 3조 2,40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설사가 資本蠶食 상태에 처함에 따라 경영상

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룹별로 나누어 보면 그룹A의 경우 흑

자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2개 그룹의 경우 회사당 평균 누적적자가 그

룹B와 그룹C가 각각 1,661억원, 2,216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총괄

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그룹A가 가장 낮고, 그룹B, 그룹C순으로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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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생보사 그룹별 누적적자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증가율

그 룹A

그 룹B

그 룹C

전 체

2,262

-2,397

-219

-353

2,720

-4,774

-601

-2,655

3,418

-8,137

-1,343

-6,061

4,277

-11,154

-2,143

-9,020

5,036

-14,216

-3,456

-12,636

5,692

-21,593

-5,077

-20,978

6,389

-27,100

-6,691

-27,402

8,028

-31,561

-8,866

-32,399

23.5

53.7

85.3

112.4

註: 증가율은 기하증가율의 수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나 . 保險 리스크

생명보험의 보험리스크는 보험상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설정되지 않음

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인 가격설정리스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리스크의 변동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危險準備金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통계자료가 불비하여 이를 대신해 보험

금지급율, 사업비율, 해약율의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생보사

의 FY'97 보험금지급율이 FY'90 이래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

험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Ⅲ-4> 참조).

<표 Ⅲ- 4> 생보사 보험금지급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 )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98. 5

보험금지급율

사업비율

수보성장율

해약율

56.7

11.6

35.2

27.7

66.3

12.7

20.7

27.5

77.8

13.5

16.8

30.5

82.4

14.9

6.1

27.6

72.0

18.4

15.3

26.1

63.5

18.1

27.2

25.9

64.4

17.8

8.1

26.6

84.2

14.5

28.3

28.1

116.3

15.9

0.31 )

8.3(5.52 )

註: 1) 수보성장율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 동월의 해약율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한편 그룹별로 추이를 보면, 그룹C는 FY'97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수입

보험료를 상회하여 보험급지급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해약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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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로 보험리스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FY 98 5월까지의 추

이를 보면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금지급율이 116.3%,

사업비율이 15.9%,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이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해

약율이 전년 동월 5.5%보다 2.8%p 증가한 8.3%로 보험리스크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다(<표 Ⅲ-5> 참조).

<표 Ⅲ- 5> 생보사 그룹별 사업 추이

(단위 : % )

구 분
FY'94 FY'95 FY'96 FY'97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보험금지급율

사업비율

수보성장률

해약율

77.5

17.3

11.3

25.2

61.1

21.9

23.4

36.6

46.8

14.2

47.0

41.2

64.8

17.6

26.7

22.6

60.0

18.7

30.7

33.7

65.2

24.3

12.7

46.9

62.9

17.3

11.5

24.5

66.2

19.0

1.3

32.6

83.3

21.0

-6.0

42.4

79.1

14.4

31.7

25.6

96.8

14.8

21.0

36.6

112.9

16.3

7.4

44.3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또한 생보사의 상품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보면 보험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즉 保障性保險의 경우 보수적인 예정이율로 산출한 장기보험상품으

로 해약율이 낮은 반면 貯蓄性保險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정이율로 산출

한 주로 일시납형태로 해약율이 높아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보다 보험

리스크가 크므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리스크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생보사의 商品포트폴리오를 보면 FY'90 이후로 꾸준히 보장성보험의 비중

이 증가하였으나 FY'97 4/ 4분기 IMF구제금융에 따른 解約急增으로 인한 유

동성확보를 위해 슈퍼재테크 등 저축성상품의 판매확대로 보장성보험이

FY'97 현재로 15.5%, 저축성상품이 8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룹별 상품구

성을 보면 그룹C의 경우 FY'96까지 저축성상품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

고 있어 보험리스크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FY'97의 경우 슈퍼재테크보험

판매가 소비자들의 대형사 선호에 따라 그룹A의 저축성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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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 생보사 상품구성 추이

(단위 : % )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보 장 성

저 축 성

3.3

96.7

4.4

95.6

6.5

93.5

9.4

90.6

11.4

88.6

13.0

87.0

16.4

83.6

15.5

84.5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월호.

<표 Ⅲ- 7> 생보사 그룹별 상품구성 추이

(단위 : % )

구 분
FY'94 FY'95 FY'96 FY'97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보 장 성

저 축 성

12.3

87.7

9.7

90.3

6.1

93.9

14.2

85.8

10.2

89.8

7.1

92.9

17.7

82.3

13.0

87.0

8.8

91.2

16.3

83.7

13.2

86.8

14.6

85.4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월호.

다 . 資 産리스크

1) 資産運用리스크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리스크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운용자산내역별

수익률과 운용비중을 비교하여 수익률에 부합하는 資産포트폴리오가 이

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국내 생보사들의 총자산, 운용자산 수익율은 경기침체, 금융시장의 불

안정 등으로 FY 90년의 12.4%, 12.9%에서 FY 97년에는 11.0%, 11.6%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중에서는 대출의 수익율이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국공채, 회사채 순이며 주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자산운용비중은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현예금, 주식, 부동산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가

장 낮은 주식의 비중이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와 회사채보다 높아 有價證

券 投資포트폴리오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Ⅲ-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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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8> 생보사 자산운용 비중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 )

구 분
FY'90 FY'92 FY'94 FY'96 FY'97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평균 편차

현예금

유가증권

주 식

국공채

회사채

부동산

대 출

9.9
26.6
14.6
6.3
4.1
8.3
55.1

10.4
7.1
3.3
12.6
15.3
14.2
27.6

14.2
27.5
11.6
6.2
8.5
7.8

50.5

10.4
10.7
3.4
14.6
18.2
6.3
15.4

9.5
29.5
13.7
5.7
8.9
8.1

52.9

8.1
12.3
11.9
13.0
12.7
3.3
13.4

16.6
27.1
12.9
6.9
6.8
7.6

48.7

8.2
8.8
5.1
13.4
11.5
2.7
13.9

15.8
27.1
10.7
7.9
7.9
8.5

48.6

10.0
8.4
2.4
12.9
12.2
6.2
15.0

9.7
9.9
5.9
13.1
14.4
6.1
16.0

1.19
1.77
3.39
1.03
2.51
4.02
4.76

운용자산 12.9 12.7 11.7 94.5 11.1 94.8 11.6 12.0 0.67
총자산 100 12.4 100 11.9 100 10.9 100 10.4 100 11.0 11.3 0.72

註: 평균수익률과 편차는 FY 90∼FY 97 동안의 평균 및 표준편차임.
資料: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연도.

平均收益率은 대출, 회사채, 국공채 순으로 標準偏差는 대출, 부동산,

주식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과 주식은 평균수익률도 낮고, 표준편차도 크

므로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회사채와 국공채는 평균수익률도 높고 표준

편차도 낮으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의 경우 표준편차는 높게

나타나지만 수익률범위(13.2∼27.6)에서 최저 수익률도 운용자산수익률을

상회하므로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없다(<그림 Ⅲ-1>참조).

<그림 Ⅲ- 1> 수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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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보사의 환리스크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海外投資資産에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 해외증권투

자의 비중이 FY'97 유가증권투자와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0.44%로 극히 미미하지만 해외증권투자액이 FY'94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세계의 유수한 보험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리

스크관리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해외유가증권의 수익률을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매각을 통해 환차익을

얻어 수익률도 동반하여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환율변동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리스크 헷지기법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 9> 생보사 해외증권투자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투자액

수익률

환 율

114

10.4

708.0

193

2.1

733.6

220

19.5

780.8

292

31.7

802.7

704

5.7

803.6

1,245

6.6

771.0

2,365

7.1

804.8

3,428

33.2

951.1

註: 환율은 연중 평균환율이고 단위는 원/미달러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2) 信用리스크

생보사의 신용리스크 대상이 되는 채권은 국공채 및 보증사채가 대부

분이며 무보증사채도 10대 그룹에 속한 대기업 발행채권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약관대출,

지급보증대출 및 담보대출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용리스크

가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향후 신용사회의 진전에 따른 신용

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비중의 확대, 그리고 마이너스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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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저성장속에서 企業倒産確率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용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보사의 자산운용을 보면 대출, 주식 및 회사채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및 개인파산으로 부

실채권화 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까지는 신용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보사의 부실비율이

3.79%로 손보사에 비하여는 높으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10>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98년 3월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총 여 신 요주의이하
부실여신(고정이하)

부실유가증권 부실채권
부실비율

은 행 권 5,166,062 872,645 389,351 7.54 92,967 482,318

증 권 173,752 21,841 16,215 9.33 12,558 28,773

종 금 464,434 34,854 22,312 4.80 18,346 40,658

투 신 829,503 0 0 0 26,689 26,689

리 스 351,353 67,320 50,811 14.46 35,000 85,811

신용금고 255,272 62,255 39,574 15.50 0 39,574

생명보험 414,732 29,927 15,705 3.79 47,746 63,451

손해보험 44,671 2,231 1,158 2.59 12,904 14,062

보증보험 36,000 36,000 36,000 100.0 0 36,000

합 계 7,735,779 1,127,073 571,126 7.38 246,210 817,736

註: 1) 요주의이하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2) 부실여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3) 부실유가증권 6개월이상 연체, 부도, 화의, 법정관리채권 주식평가손

4) 부실채권 부실여신 부실유가증권

5) 부실비율 부실여신 총여신

資料: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원, 1998. 5

3) 流動性리스크

생보사의 유동자산비율을 살펴보면 FY'90에 34.9%에서 FY'97에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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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40.6%를 보이고 있어 유동성리스크의 발생을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룹별로 보면 그룹A와 그룹B의 경우 40.0%이상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룹C의 경우 26.3%를 나타내고 있어 보험계

약자의 안전한 보험사 선호에 따른 신계약감소 및 계속보험료의 유입 단

절 상태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급증으로 流動資産이 고갈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Ⅲ- 11> 생보사 유동자산 추이

(단위 : % )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그룹A

그룹B

그룹C

전 체

33.6

42.5

68.6

34.9

36.5

44.4

45.6

37.7

38.5

41.9

41.1

39.1

36.5

38.4

34.5

36.8

36.1

37.9

38.1

36.5

41.6

40.3

36.8

41.2

41.4

40.9

42.6

41.3

40.7

41.3

26.3

40.6

註: 유동자산비율은 유동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수치로 유동자산에는 현예금과 유

가증권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최근의 유동성 부족은 보험사의 收支不均衡에 따른 것으로 이의 해결

을 위해서는 기존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계약 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자산의 매각이 불가피

해 투자이익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손이 발생한 주식

의 처분으로 매각 손실, 채권수익률 상승시 채권매각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된다. 또한 조달코스트가 높은 신규계약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계약의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에 사용되는데 이는 슈퍼재테크보험 등 고수익률

상품의 수입보험료로 전통형보험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연동형상품

의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契約解止로 유동성 자산이 필요하게 될 경우 생보사

는 현예금, 유가증권의 매각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유가증권 매각손의

규모를 통해 유동성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연쇄적인 기업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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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외환위기에 따른 신규계약의 감소와 해약급증으로 생보사들은 지급보

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처분으로 인하여

FY'97에 유가증권매각손해액이 전년대비 564.7%가 증가한 8,049억원으로

나타나 유동성리스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그

룹A 760.0%, 그룹B 155.9%, 그룹C 669% 증가를 보여 그룹A, 그룹C가

상대적으로 유동성리스크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 12> 생보사 유가증권 매각손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매 각 손

증 가 율

매 각 익

매각손익

823

213.0

579

-244

733

-10.9

839

106

440

-40.0

1,411

971

1,242

182.0

4,437

3,195

1660

33.7

6,686

5,026

1,519

-8.5

5,366

3,847

1,211

-20.2

3,737

2,526

8,049

564.7

2,770

-5,279

資料: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표 Ⅲ- 13> 생보사 그룹별 유가증권 매각손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FY'94 FY'95 FY'96 FY'97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A 그룹B 그룹C

매각손

증가률

1,055

12.5

411

67.8

193

224.9

1,158

9.7

273

-33.5

86

-55.3

722

-37.7

377

37.9

112

29.7

6,208

760.3

965

155.9

860

669.0

資料: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향후 예상되는 유동성리스크는 고수익률을 보장하는 단기저축성상품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도래, 실물경기의 단계적 회복에 따라 주식 및 부동

산시장이 활성화될 때, 더 높은 수익률 실현을 위해 보험을 포함한 금융

상품의 해지 증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 판매된 슈퍼재테크

보험의 경우 1년후 해지수익률이 7%를 상회하고 있어 이의 해지시 유동

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FY'97 기간중 전체 解約還給金 33조 9,439억원중 26조 2,512억원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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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연동형상품으로 수입보험료에서의 점유율(55.5%)보다 훨씬 높은 77.3%

를 나타내고 있다16). 한편, 금융위기 이후 97. 12∼ 98. 3(4개월간) 해약환

급금 비중은 전체 19조 5,820억원중 15조 4,875억원(79.1%)를 점유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기후 판매된 슈퍼재테크보험17)의 경우 적정수익률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해약될 것이므로 유동성이 높은 부채로 중도해지 수익률을 적

용하므로써 해약에 따른 유동성은 나빠질 수 있다.

金利連動型商品의 수입보험료 비중을 보면 FY'97(4∼11월) 전체보험료

의 48.4%, 초회보험료의 74.6%에서 FY'98(4∼6월) 전체보험료의 57.5%,

초회보험료의 90.3%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회보험료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에 대비한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일시납 판매비

중이 높았기 때문이다(<표 Ⅲ-14> 참조).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 일시적인 신규계약 감소 및 해약사태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8). 특히, 구조조정 이후의 신계약은 금융기관종류에 관계없이 회

사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회사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16)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8. 5
17) 슈퍼재테크보험(일시납)의 연차별 수익률

구 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수익률(%) 107.5 124.4 146.0 169.0 196.1

주: 보험기간은 5년이며, 공시이율은 16%임.
18) 금융권중 1차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종금사의 경우 건실한 회사까지도 수신고가 급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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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4> 상품유형별 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전통형 금리연동형 계

97. 11 98. 3 98. 6 97. 11 98. 3 98. 6 97. 11 98. 3 98. 6

초회보험료
16,087

(25.4)

42,293

(22.7)

4,241

(9.7)

47,179

(74.6)

143,960

(77.3)

39,365

(90.3)
63,266 186,253 43,606

전체보험료
131,723

(51.6)

218,049

(44.5)

46,768

(42.5)

123,799

(48.4)

271,510

(55.5)

63,253

(57.5)
255,522 489,559 110,021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라 . 豫 定利率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는 金利變動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가를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등 예정이율에 대한 리스크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예정

이율리스크는 생보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이율과 총자산수익률 및

회사채수익률를 비교함으로써 리스크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생보사의

총자산수익률은 FY'90에 12.4%에서 FY'96에 10.4%로 2%p가 하락하였고,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사용되는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은 연쇄적

인 기업도산으로 고금리시장으로 전환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91년

19.0%에서 96년 12.6%로 6.4%p가 떨어짐에 반해 생보사의 負擔利率은

8.8∼9.2%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부담이율이 금리 및 자산운용수익

률과의 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므로 예정이율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Y'96에 부담이율이 총자산수익률을

상회하는 즉 역마진을 보이고 있는 생보사의 수가 FY'94 이후 33개 회사

중 11개 회사에 이르고 있어 개별회사측면에서는 예정이율리스크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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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5> 생보사 부담이율 및 총수익률 추이

(단위 : % , 개수)

구 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부 담 이 율

총자산수익률

미달 회사수

회사채수익률

-
12.4

4
16.5

9.2
12.0

3
18.9

8.8
11.9

3
16.2

8.9
10.8

9
12.6

9.0
10.9

11
12.9

8.8
10.8

11
13.8

9.1
10.4

11
11.9

-
11.0

-
13.4

註: 1) 미달회사수는 전체생보사중 부담이율이 총자산수익률 이상인 회사수임.

2) 회사채수익률의 경우 CY기준이며 잔존기간 3년물 보증부 사채 연평균수익률임.

資料: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연도.

2. 損害保險

가 . 리스 크의 槪要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業務領域은 전통적인 손해보험 종목인 재물보험

과 배상책임보험에서 시작하여 미국,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저축성 장기보

험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연금도 취급하게 되었다.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보험종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손해보험종목인 화재, 해

상 및 자동차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에 있으며, 장

기보험 및 연금보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FY 97에는 전체 손해보험 시장

의 46.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Ⅲ-16> 참조).

이에 따라 장기보험 등의 저축형 상품 비중이 FY'98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보험회사와는 거리가 멀고 차

라리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한 상품구조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축성 상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50% 정

도는 자동차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이 차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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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래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특징과

생명보험회사의 특징을 함께 가지는 특이한 商品構造와 資産構造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는 손해보험

특유의 리스크에다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상품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의 경제환경의 변화 즉,

금융기관의 업무 겸업화, 금융산업의 탈규제화와 정보화는 손해보험회사

로 하여금 전통적인 보험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營業레버리지(세차감전 이익증감율을

수보 증감율로 나눈 값임)비율 추이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연도별 레버

리지 비율은 변동성이 너무 크며, 최근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Ⅲ-2> 참조).

<표 Ⅲ- 16>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5

화 재 6.9 6.0 5.0 4.2 3.6 3.4 3.3 2.7 2.2 1.7 1.9
해 상 8.5 6.4 6.1 4.7 3.7 3.5 3.7 2.7 2.1 1.5 2.8
자동차 54.8 58.4 50.9 49.9 49.2 50.1 50.3 47.0 45.4 37.9 35.8
특 종 5.9 5.2 5.0 5.0 4.5 4.5 4.5 4.4 4.3 4.1 5.6
보 증 7.6 7.6 8.0 7.2 6.6 6.8 7.8 6.3 4.6 7.9 10.0
장 기 14.8 15.4 23.8 28.0 31.5 30.9 25.2 29.5 34.0 40.5 38.7
연 금 - - - - - - 4.6 6.9 6.8 5.8 4.9
기 타 1.4 1.0 1.1 1.0 0.9 0.9 0.7 0.5 0.5 0.6 0.3

註: 손해보험회사 전체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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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손해보험의 영업레버리지 비율 추이

註: 세차감전 이익의 증감율을 보험료증감율로 나눈 것임.

손해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위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손해보험회사의 사업실적을 전체적으로 개관해보고자 한다. 손해보험 사

업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험인수에 따른 營業實績은 계속하여 손실

을 보고 있는 반면에 투자로 인하여 큰 이익을 시현하여 영업손실을 만

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영업실적과 투자실적을 감안한 손해보

험사업의 당기손익 사항을 살펴보면, FY 92년∼FY 94년 기간동안에만 손

실을 보았을뿐 나머지 사업기간에는 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도별로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적정한 보험료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과다한 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미숙 또는 실패로 인하여 충분한 投資收益을

올리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표 Ⅲ-17>의 수

익율 추이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연도별로 수익율이 큰 폭

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사업 운영에 있어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Ⅲ-17>에 나타난 실적은 보증보험회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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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이익의 시현 폭이 크

게 감소할 것이며, 그 변화의 폭도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IMF 구제금융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당분간 깊은 不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 동안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영업적자를

투자수익으로 보전해 주던 양상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유가증권평가충

당금의 100% 적립, 부동산 가격의 급락,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의 수

익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투자수익이 보험영업적자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 17> 국내손해보험회사의 당기손익 및 수익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6
보험수지 -1,260 -2,097 -2,037 -3,088 -4,742 -8,095 -6,893 -5,818 -8,647 -10,355 -2,344
투자수지 1,939 2,510 2,391 3,421 4,492 5,342 6,019 6,958 9,870 11,796 3,227
당기손익 280 339 261 251 -312 -1,579 -895 1,663 967 1,329 861
수익율Ⅰ 23.6 21.0 15.0 14.4 -17.9 -78.9 -32.9 61.0 35.0 21.5 -
수익율Ⅱ 1.4 1.2 0.7 0.5 -0.6 -2.5 -1.1 1.5 0.7 0.4 -

註: 1)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임.
2) 수익율Ⅰ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자본금의 비율이며, 수익율Ⅱ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총자

산의 비율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한편, 보험회사 집단별19)로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상위사의 실적이 중·

하위사에 비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Ⅲ-18> 참조). 이는 상위사가 위

험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價

格自由化가 진행되고 시장의 對外開放이 이루어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중·하위사는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19)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를 FY'97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3개 집단 즉, 상위사(4개사),

중위사(4개사) 및 하위사(3개사)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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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8>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수익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상위사
당기손익 258 263 122 143 -228 -605 140 1,246 791 1,261

수 익 율 2.5 1.8 0.6 0.5 -0.7 -1.6 0.3 1.9 0.9 0.5

중위사
당기손익 -9 49 98 90 -13 -152 -1,142 241 278 227
수 익 율 -0.1 0.6 0.9 0.7 -0.1 -0.8 -5.3 0.9 0.8 0.6

하위사
당기손익 31 27 41 16 -71 -822 107 176 -102 -159
수 익 율 0.9 0.6 0.7 0.2 -1.0 -9.0 1.0 1.3 -0.7 -1.0

註: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이며, 수익율은 당기손

익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나 . 保險 리스크

보험리스크는 보험상품 가격결정의 특성에서 발생한다. 즉, 保險價格은

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이전에 장래(보험기간)에 발생될 보험사고의 빈도와

심도를 예측하여 산정하고 상품판매후 확정된다. 따라서 보험가격은 본질

적으로 실제 보험원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적립한 준비금이 충분하

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내재한다. 보험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가격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는 비교적

작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보험가격자유화가 진행되는 상황

에서는 보험가격의 경쟁력이 보험가격 산정의 다른 기준보다 중요시되므

로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증대된다.

準備金리스크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RBC에서 R4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준비금 책정상에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준비금은 크게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으로 대별되

며 책임준비금은 다시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

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보험수리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반하여 지급준비금은 손해보험회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

중이 크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가름하는 데 있어

- 37 -



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문이다.

지급준비금이 손해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다과가 결정된다

는 것은 아직 손해사정이 종료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향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적정한 평가는 손해보험회사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리스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율의 부적절한 설정, 부적절한

언더라이팅으로 인한 위험의 집적, 지급준비금의 부적절한 산정·집적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가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로 합산비율을 들 수 있다. 合算比率이 안정적인 경우보다 기복이 심할

경우에 그만큼 보험고유의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합산비율

은 100%일 때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리스크를

<표 Ⅲ-19>의 합산비율을 기초로 살펴보면 그 추이가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산비율이 매년 100%를 초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산비율의 연도별 편차는 작으나 매년

영업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산

정되었거나, 위험의 선택이 잘못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리

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 19>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관련통계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6 평균 표준
편차

손 해 율 80.1 81.2 80.2 83.1 87.0 94.0 86.7 79.4 79.0 78.9 79.2 83.0 4.9

사업비율 24.8 24.6 23.4 22.3 21.9 21.8 22.5 22.5 26.5 25.9 23.9 23.6 1.7

합산비율 104.9 105.8 103.5 105.4 108.9 115.8 109.2 101.9 105.5 104.8 103.1 106.6 3.9

註: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이며, 성장율은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보유보험료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특히, IMF 구제금융에 따라 당분간 경제상황이 침체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위험은 크게 증가하여 영업적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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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동안

고이율상품을 일시납계약으로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유동성 확보를 기하

였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상품 포트폴리오의 왜곡은 향후 해약의 증가,

역마진 발생 등의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保險需要는 급격히 감소하여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보험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회사 규모별로 합산비율을 살펴보아도 보험사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합산비율이 높게 났으며 연

도별 편차가 조금 크게 나타났다(<표 Ⅲ-20> 참조). 이는 상위사일수록

보험료 산정 및 위험의 선택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Ⅲ- 20>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평균 편차

상위사 101.2 103.8 101.9 105.5 109.1 112.0 107.9 100.7 104.9 103.7 105.1 3.6

중위사 110.2 109.0 106.1 104.4 107.0 119.3 113.6 103.7 105.6 106.3 108.5 2.0

하위사 108.9 107.7 105.9 107.7 112.4 125.2 106.1 104.1 109.1 109.6 109.7 5.9

註: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이며, 성장율은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보유보험료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損害保險種目別로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표 Ⅲ-2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0년간의 평균 합산비율을 기준으로 화재, 해상, 특종보험을 제외하고

는 모든 보험종목의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종목별로 보험리스크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

해상 및 특종보험의 경우에도 가격자유화의 시행 및 외국보험회사의 시

장침투에 따른 경쟁 격화로 합산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어 이들 보험종목의 보험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합산비율이 경제환경에 따라 급격한 변동(10

년간 합산비율의 표준편차가 326.2%에 달함)을 보임에 따라 두 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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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회사가 매우 큰 보험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이들 두 보증보험회사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

는 것이다. 다만, 장기보험과 연금은 순수한 보험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리변화에 따른 예정이율리스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Ⅲ- 21>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5 평균 편차

화 재 66.1 77.3 88.9 94.9 94.5 96.6 100.6 99.3 107.5 128.3 98.3 95.4 25.0

해 상 54.8 60.1 54.2 60.0 64.7 63.1 53.3 68.0 78.8 99.2 69.5 65.6 17.8

자동차 114.3 113.8 110.7 111.8 111.2 125.2 112.5 102.8 103.3 95.4 86.6 110.1 5.8

특 종 98.9 94.3 89.9 85.2 90.0 85.5 83.0 83.5 89.1 90.9 80.7 89.0 2.2

보 증 65.6 91.7 112.5 139.8 192.6 120.3 113.9 112.3 126.0 279.3 1045.8 135.4 326.2

장 기 112.6 110.8 104.1 105.2 110.2 110.5 116.7 111.5 110.8 111.2 110.9 110.4 1.1

연 금 - - - - - - 97.8 94.1 108.7 118.0 132.9 104.6 3.5

註: 손해보험회사 전체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종목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큰 영업수익을

시현하였으나 FY 97에는 保險料引下 및 競爭 激化로 영업수익이 크게 줄

어들었으며, 특종보험은 계속하여 큰 폭의 영업수익을 시현하고 있다(<표

Ⅲ-22> 참조). 이에 반하여 화재보험은 가격자유화 시행 이후에 보험료

할인 및 경쟁의 격화로 영업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장기, 연금, 보

증 및 자동차보험은 계속하여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자동차보험만이 사고율 감소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FY 97에 처음으

로 영업수익을 시현하였을 뿐이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경제상황

의 악화에 따라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FY 98, 4월∼5월 사이

에 무려 1조 4,448억원의 영업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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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2> 손해보험 종목별 영업손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5
화 재 323 262 129 52 70 19 -96 -14 -211 -692 45
해 상 678 606 865 885 711 764 1,234 971 586 12 156
자동차 -1,457 -2,228 -2,015 -2,885 -3,159 -8,061 -5,240 -2,241 -3,054 2,636 1,471
특 종 -18 25 108 261 215 351 491 575 428 510 195
보 증 156 -26 -425 -1,186 -3,134 -880 -892 -842 -1,552 -13,028 -14,448
장 기 -348 -445 -470 -894 -1,876 -1,960 -3,214 -3,514 -4,759 -7,002 -1,086
연 금 - - - - - - 71 418 -757 -1,625 -422

註: 손해보험회사 전체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이와 같이 각 보험종목별로 營業收支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으로 각 보험종목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리스크관리 즉, 적정한 보험료

부과 및 사업비 집행 등이 필요한 것이다.

다 . 資 産運用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는 신용리스크와 가격변동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運用資産은 크게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 부동

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신용리스크에 해당

하는 자산은 예금, 채권, 대출이고 가격변동리스크에 해당하는 자산은 주

식과 부동산이다.

1) 價格變動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내역

을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다. 손해보험회사는 유가증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보사가 자산의 45% 이상을 대출

에 투자하여 收益性과 安定性을 추구하는데 반해 손보사의 경우는 수익

력이 떨어지는 현예금에 대한 투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높은 편이

다. 이렇게 손해보험회사가 대출을 회피한 이유는 단기적인 상품이 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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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 장기적인 자금관리가 어려웠으며 또한 대출은 다른 투자대상

에 비하여 유동성이 낮고 資金回收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신용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의 확보가

경영의 일차과제였던 손보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대출에 대한 비

중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수익율을 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형태를 보면 점차적으로 대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산구성비의 추이와

회사채수익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양자간에는 상관관계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

<표 Ⅲ- 23>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현 예 금 25.5 23.2 18.5 18.2 19.3 19.4 17.6 19.0 20.3 19.0

유가증권 32.6 35.5 35.7 33.5 35.5 33.4 29.6 31.1 29.9 30.4

대 출 금 16.4 18.5 22.6 25.0 22.3 21.0 26.6 25.3 25.7 26.0

부 동 산 9.4 8.3 6.9 6.8 7.0 10.5 9.8 8.9 8.5 8.7

기타자산 16.1 14.4 16.3 16.4 15.9 15.8 16.3 15.6 15.6 15.8

註: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가격변동리스크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가치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없이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3> 참조). 주식의 비

중은 <표 Ⅲ-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FY 97

에 전체 유가증권 투자의 35.1%(총자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 각 자산운용 구성비 추이와 회사채수익율 추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관

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현예금은 -0.165, 유가증권은 -0.046, 대출금은 0.233, 부동

산은 -0.325, 기타자산은 0.1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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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4> 유가증권 투자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93 94 95 96 97

국 공 채 26.2 21.5 28.6 33.0 33.1
회 사 채 20.7 19.2 21.2 19.8 18.4
주 식 50.1 56.0 47.7 44.8 35.1
기 타 3.1 3.3 2.5 2.3 13.4

註: 기타는 해외유가증권 및 출자금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최근의 주식시장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급속히 침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보험회사는 많은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FY 97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상장주식 평가손 규모는 대략 9천억원 정도(9,512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와 같은 有價證券評價損을 100% 적립하면 당기순이

익이 크게 감소되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 가격변동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경제

환경의 악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

가격변동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자산운용처별 가격변동성이외에도 회사간 수익률 편차

를 보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FY'95말 17개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별 평균수익율과 회사별 표준편차

를 도시한 것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대출금, 회사채, 단자어음, 저축성

예금 등이며 낮은 것은 해외유가증권투자, 부동산, 요구불예금등으로 나

타났다. 회사간 수익률의 격차가 큰 것은 요구불예금, 해외유가증권, 부동

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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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3> 손해보험사들의 운용자산별 평균수익율과 표준편차( 1995)

2) 信用리스크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의 경우는 <표 Ⅲ-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약

관 및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리스크는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금

융시장의 自律化 및 開放化와 맞물려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

므로 이에 따라 신용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Ⅲ-2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貸損充當金의 비율이 최근에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손해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신용위험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의 불안정, 즉 국내 또는 국제경기

의 침체와 악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우와 신용조사 및 평가의 부실화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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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5> 대출금 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93 94 95 96 97

보험약관 5.4 4.4 5.0 7.2 12.0

담 보 72.3 75.8 73.5 73.2 67.1

신 용 22.2 19.7 21.5 19.5 20.9

어음할인 0.1 0.1 0.1 0.0 0.0

대손충당금 1.4 1.4 1.4 1.2 1.7

註: 대손충당금비율은 대손충당금을 대출금합계로 나눈 것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최근 金融監督委員會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말 현재 금융권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81조 7,700억원으로 전체 여신에서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不實與信比率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보증보험

회사로서 부실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가 가장 낮은

수치인 2.59%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생명보험회사가 3.79%로 나타나 타금

융권에 비해 보험권의 부실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Ⅲ

-10> 참조).

한편,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현예금 및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에는 현예금에 대한 신용리스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최근의

은행 등의 금융기관 파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예금에 대한 신용리스

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채권은 국공채와 회사채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공채의 경우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므로 무

위험채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회사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부분

이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이고 무보증채는 우수한 기업만이 발행할

수 있었으므로 거의 리스크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파산 등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신용리스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보험리스크도 신용리스크의 일부로서 재보험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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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출재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26>과 같다.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기업성물건의 出再率이 높은

반면 자동차, 장기보험 등의 출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출재율은 감소하는 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종보험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7년 4월 재보험거래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大韓再保社를

통하여 출재하였기 때문에 재보험에 따르는 위험은 적었으나, 재보험거래

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외국재보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불량재보사와 거래할 가능성이 커져 재보험금의 回收不能危險은 증

가할 수 있다.

<표 Ⅲ- 26> 보험종목별 출재율 추이

(단위 :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화 재 78.9 73.5 71.5 81.8 92.4 96.8 92.0 92.9 85.6 83.7

해 상 77.6 69.1 60.6 62.7 70.4 71.7 67.1 70.5 63.7 65.1

자동차 5.1 5.1 3.7 2.9 2.5 2.0 1.4 1.4 1.2 1.7

특 종 69.9 60.7 61.4 66.6 75.7 75.3 75.9 78.8 79.2 81.3

보 증 31.3 25.6 30.5 34.0 28.9 30.1 33.9 31.8 30.4 13.5

장 기 7.2 6.5 3.9 2.9 2.5 2.8 3.6 2.7 3.1 2.7

합 계 27.1 20.7 18.0 17.0 16.5 16.1 15.8 14.0 11.8 10.6

註: 출재율 재보험료 원수보험료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3) 換리스크

환리스크는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생기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1970∼80년대만 해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는 극히 한정되어 자산운

용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고 자금의 超過需要가 있는 국

내에서 대부분의 자산이 운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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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해외투자규모도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금리와

환율의 변동폭이 매우 커지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도 점차 환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外換收支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보다 많아 외환수지에 있

어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유가증권투자 현황을 살펴보

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FY'97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환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 27> 환리스크 관련통계

(단위 : 억원)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6

외환차익 51 21 30 52 28 25 36 43 77 794 79

외환차손 26 17 25 47 28 29 22 45 75 468 68

외환수지 25 4 5 5 0 △4 14 △2 2 326 11

해외유가증권 - 88 109 169 198 286 481 480 678 8,188 1,490

환 율(원) 730.5 671.4 708.0 733.6 780.8 802.7 803.6 771.0 804.8 951.1 1397.2

註: 환율은 연(월)평균기준임.
資料: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4) 流動性리스크

유동성리스크는 자금조달에 관련된 리스크로서 타금융기관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상대적인 이율변동에 의해 자금조달이 급감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적절한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는 이유

는 첫째, 평상시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보험계약의 만

기, 해약 및 보상금지급 등의 세가지 원인이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수

익성 차원에서 신속한 투자결정이나 고객의 대출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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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손해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固定金

利와 協定料率下에서는 현금흐름 지출의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이 높아서 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

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유동성에 대한 대가는 수익성의 하락이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성 자산의 많은 보유가 낮은 자산운용수

익율을 보인 한가지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商品構成이 점차 저축성 장기상품 위주로 개

편됨에 따라 수익성 제고는 손해보험회사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

한 상품구성의 변화는 생명보험상품이나 기타 금융상품과의 수익율 경쟁

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손해보험회사에게 유동성리스크는 현

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평가제도는 각 손보사를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및 공공성의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동성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제도로는 早期警報制度를 들 수 있다. 유동성을 판별하

는 지표로는 책임준비금 대비 유동성자산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보기

준치는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단

계이고 70% 미만인 경우에는 중요단계이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유동성비

율을 살펴보면 <표 Ⅲ-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손보사와 보증보험사 모

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손보사의 경우에는 유동성비

율이 조기경보제도의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증보험

사의 경우에는 97 사업연도에 57.6%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98년 6월 현

재 26.7%를 보이고 있어 최근 보증보험사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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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8>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6

일반손보사 118.6 120.6 115.9 103.5 103.1 94.1 95.7 96.5 93.7 93.2 94.9

보증보험사 137.9 134.8 117.6 103.5 79.7 96.9 93.3 85.4 73.7 57.6 26.7

註: 1) 일반손보사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를 말함.
2) 유동성비율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책임준비금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유동성비율 추이를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월별로 살펴보면 <표

Ⅲ-29>와 같이 일반손보사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직후에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증보험사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Ⅲ- 29> 금융위기 전후의 월별 유동성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97.9 97.10 97.11 97.12 98.1 98.2 98.3 98.4 98.5 98.6

일반손보사 94.2 94.3 94.0 93.6 93.4 93.8 93.2 93.6 94.2 94.9

보증보험사 52.4 45.2 42.1 39.4 36.6 55.3 57.6 34.1 30.8 25.9

註: 1) 일반손보사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를 말함.

2) 유동성비율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책임준비금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월호.

유동성리스크는 해약환급금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겠다.

최근까지 손해보험사업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환경하에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인지하지 않고서도 사업수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97.11.24 정부의 금융위기 이후 실세금리의 급등이 있었고, 이는 곧

바로 은행의 신종적립신탁, 투신 및 증권사의 MMF(Money Market

Fund) 등 타금융권의 단기 고금리상품의 개발·판매로 이어져 고금리를

쫓는 자금의 대이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에서 대량의 해약사태와 보험수요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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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으로 손보사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표 Ⅲ- 30> 금융위기 전후의 보험종목별 해약환급금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장기, 연금보험 보증보험 일반손해보험

환급금 증감율 환급금 증감율 환급금 증감율

97.4 123,501 - 4,791 - 22,186 -

97.5 125,363 1.51 3,865 △19.33 21,245 △4.24

97.6 129,940 3.65 3,740 △3.23 23,232 9.35

97.7 157,087 20.89 4,316 15.40 25,285 8.84

97.8 143,265 △8.80 3,254 △24.61 23,470 △7.18

97.9 148,842 3.89 3,735 14.78 23,326 △0.61

97.10 186,368 25.21 3,778 1.15 25,980 11.38

97.11 190,427 2.18 3,657 △3.20 24,306 △6.44

평 균 150,599 - 3,892 - 23,629 -

97.12 372,018 95.36 4,086 11.73 28,527 17.37

98.1 561,140 50.84 4,186 2.45 24,869 △12.82

98.2 507,119 △9.63 7,559 80.58 26,791 7.73

98.3 434,708 14.28 7,758 2.63 33,025 23.27

98.4 364,303 △16.2 10,323 33.06 30,081 △8.91

98.5 352,221 △3.3 4,217 △59.14 27,408 △8.89

평 균 395,090 - 6,812 - 28,597 -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월호.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표 Ⅲ-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전

에는 1,500억원대에 머물던 장기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5,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의 수준

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증보험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손해보험회사는 유동성 문제를 잘 헤쳐나갔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침체된 상태로 간다면 손해보험

회사도 유동성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보증보험사의 경우에는 流動性不足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약증가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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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매각하고 있다.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손익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도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확보 차원에

서 주식시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을 처분한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표 Ⅲ-31> 참조).

<표 Ⅲ- 31> 유가증권매각손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3 94 95 96 97 98.6

유가증권맥각익 1,865 2,116 825 1,158 1,190 78

유가증권매각손 183 378 853 617 1,863 946

수 지 1,682 1,738 -28 541 -673 -868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월호.

라 . 豫 定利率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는 보험가격 산정시 계산기초율로 산정된 예정이율이 시

장의 실세금리보다 높아졌을 때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리스크

를 말한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중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장기

보험과 개인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50%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예정

이율리스크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물가도 불안정하다. 그러나 향후 금리와 물가가 하향 안

정화되면, 예정이율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장기보험과 개인연금은 일반손

해보험과는 달리 예정이율리스크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예정이율리스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보험과 개인연금의 예정이

율과 실적이율을 비교하여야 하나 동 통계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

계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收益率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및

운용자산 수익율을 살펴보면, <표 Ⅲ-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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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향 추이를 보이다 96년부터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대표적인 시장금리를 나타내는 회사채 수익율과 비교하여 보면 큰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총자산수익율 대비 회사채수익율의 비율이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운용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은 단기적인 상품이 주종을 이루어 장기적인

자금관리가 어렵고 資産運用率(운용자산/ 총자산)이 생명보험회사의 95%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82%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구조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

차 저축성 상품인 장기상품이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 된다고 볼 때

수익성 제고는 손해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표 Ⅲ- 32>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율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5

수익율
총자산(A) 13.0 11.9 9.0 9.6 9.4 10.0 9.4 8.3 8.5 9.3 9.1

운용자산 16.5 14.6 11.0 12.0 11.8 12.4 11.7 10.3 10.5 11.4 11.1

화사채수익율(B) 14.5 15.2 16.4 19.0 14.0 12.2 14.2 11.7 12.6 24.3 -

비율(A/ B) 89.7 78.3 54.9 50.5 67.1 82.0 66.2 70.9 67.5 38.3 -

註: 1)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임.

2) 회사채수익율은 3년만기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한편, 손해보험회사 규모별로 자산운용 수익율을 비교하여 보면, <표

Ⅲ-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사의 자산운용 수익율이 중·하위사의

수익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최저이율수준

(7.5∼8.5%)과 총자산수익률을 비교하는 경우 FY'95 이후 상위사들은 충

족하고 있으나 중소형사들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예정이율리스

크에 실제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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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3>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산운용 수익율 추이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상위사

수익율

총 자 산 12.8 12.2 8.9 10.2 10.7 10.8 10.4 9.5 9.6 10.1

운용자산 15.6 14.4 10.5 12.1 12.7 12.8 12.3 11.3 11.4 12.0

중위사

수익율

총 자 산 14.0 11.8 9.1 8.7 8.6 9.2 8.3 7.5 8.0 9.5

운용자산 17.5 14.1 11.1 10.7 10.6 11.2 10.1 9.1 9.6 11.4

하위사

수익율

총 자 산 12.9 12.2 9.1 10.1 9.4 9.1 8.9 7.8 7.8 9.1

운용자산 16.2 14.7 11.1 12.7 11.9 11.3 11.0 9.7 9.7 11.4

보증사

수익율

총 자 산 13.5 20.3 19.3 10.6 8.7 10.3 10.2 5.7 5.1 3.8

운용자산 16.8 26.1 26.9 14.3 12.3 14.2 13.3 7.5 7.0 5.2

註: 국내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사, 재보사 및 외국사 제외) 기준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예정이율리스크는 장기보험상품의 보험기간별 보유계약액의 추이, 金

融型商品과 確定型商品의 구성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기간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34>과 같이 점차 장

기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가 하향 안정되

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정이율리스크는 보다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개인연금의 판매와 더불어 보장기간이 현재의 상품보다 길어짐에 따

라 연 7.5∼8.5% 이상의 수익율을 향후에도 계속하여 시현해야 하는 부

담을 안게 됨에 따라 예정이율리스크는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표 Ⅲ- 34> 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별 보험료 구성비 추이

( 단위 : %)

구 분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10년초과

94 54.8 34.8 0.6 4.9 4.9

95 44.4 33.4 0.7 6.1 15.4

96 37.6 37.8 2.7 7.0 14.9

資料: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통계자료집』, 각연도.

- 53 -


	III. 국내 보험산업의 리스크 분석
	1. 생명보험
	가. 리스크의 개요
	나. 보험리스크
	다. 자산리스크
	라. 예정이율리스크

	2. 손해보험
	가. 리스크의 개요
	나. 보험리스크
	다. 자산운용리스크
	라. 예정이율리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