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V . 保險 會 社의 리 스 크 對 應

1. 保險會社의 리스크管理 必要性

가 . 競 爭 增加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1996년 11월 OECD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만해

도 국내의 金融環境變化에 큰 변동없이 잘 대처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감

독체계대로 경영을 하면 별다른 어려움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산업을 비롯

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범위가 축소되고,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

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한 나라의 經濟狀況은 한 나라만으

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교류관계에 있는 국가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받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도 국제적 차원에서 확보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총자산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 1988년 1.41% 이

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후 지

속적으로 하향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생명보험도 우리나라

와 같이 하향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경

영이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미국 보험사들의 경우 안정적이며 1993년에

도입한 RBC制度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의 10년 평균 이익률은 -0.43%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FY'97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도 2.02로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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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국내외 보험산업의 순이익/총자산 비율의 비교

(단위 : %)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1988 1.41 2.99 0.77 2.18 0.84 3.34
1989 0.27 3.01 1.00 1.85 0.71 1.97
1990 -0.01 2.50 1.09 0.93 0.64 2.02
1991 0.08 1.97 1.07 -0.16 0.54 2.29
1992 0.23 1.24 1.13 -2.22 0.50 -0.40
1993 0.28 0.84 1.19 -2.28 0.43 2.17
1994 -0.78 0.67 1.04 -1.03 0.37 1.65
1995 -1.22 0.65 1.11 1.04 0.36 2.54
1996 -1.03 0.73 1.12 0.35 0.33 2.57
1997 -0.93 0.60 1.15 -4.97 0.36 4.07

평균 -0.17 1.52 1.07 -0.43 0.51 2.22

표준편차 0.59 0.86 0.05 2.02 0.13 1.10

변동계수 3.47 0.57 0.05 4.69 0.25 0.49

註: 1) 우리나라와 일본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며, 미국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인정자산으로 나눈 값임.

資料: 1)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호, 『보험조사월보』, 1998.5

2) 일본 보험연구소,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통계』, 각호

3) AM Best, AM Best Aggregate P/C, L/H, 1997

<그림 Ⅳ- 1>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익/ 총자산 비율 국제비교

- 55 -



<그림 Ⅳ- 2> 손해보험사의 순이익/ 총자산 비율 국제비교

나 . 經 營環境變化에 따 른 리스크 增大

보험회사는 리스크인수를 주 업무로 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므로 경제·금융환경변화로 인해 금융기관으로서 리스크가 매우 불확

실하게 되었다. 작년의 外換危機로 인해 종금사를 시작으로 한 부실금융

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산업의 주변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기업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 經濟金融環境變化에 따른 金融리스크 增大

그 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엄격했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본자유화, 외환규제완화, 금융자율화 등의 새로운 진전현상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露出(exp osure)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한 보험산업과 다른 금융산업간의 業務領域進出制限이 완화되어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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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간 경쟁이 증대됨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더욱 증폭될 예정이다.

먼저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자본자유화의 경우 국내외

자본시장이 단일시장화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에 대한 주식시장을 1992년에 개방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근 IMF구제금융 지원을 계기로 株式投資限度가 폐지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로

평가21)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개방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금융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해 자금수요자에게는 금융비용이 축소되고 투자자에게는 다

양한 이익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가의 通貨政策과

外換政策의 추진이 어려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국제외환시장에서 1일거래량이 1조달러 이상인 투기성

短期資金(hot money)의 급속한 유입과 유출로 국내자본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내자본시장이 국제금융시장과의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국내금융자산의 갑작스런 시장가격의 변동은 금

융기관의 경영을 매우 불확실하게 한다.

21)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주요국과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정부정책

자본시장개방

정부규제

정부간섭

정부정책공평성

금융규제적정성

노동생산성

25
19
34
39
34
10
15

6
4
13
15
11
7

23

48
35
49
50
31
43
5

42
51
48
49
39
46
21

21
32
35
35
30
38
22

51
34
42
22
45
33
29

17
39
29
20
35
28
48

註: 정부정책 : 과거의 정부정책이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정도

자본시장개방 : 외국인의 자국 자본시장의 진입 자유화 정도

정부규제 : 자국의 경쟁력 향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

정부간섭 : 민간사업의 간섭이 적은 정도

정부정책 공평성 : 정부정책의 공평성, 투명성 정도

금융규제 적정성 :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적정성 정도

- 57 -



<표 Ⅳ- 2> 최근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추이

구분 변동내용

금리자유화

- 90년 11월 : 제1단계 금리자유화

- 93년 11월 : 제2단계 금리자유화

- 94년 7월, 12월 및 95년 7월,11월 : 제3단계 금리자유화

- 96년 1월 : 은행대출 가산금리 자유화

- 97년 7월 : 제4단계 금리자유화

주식시장

- 92년 1월 : 외국인에 대한 주식시장 개방(10%)
- 94년 12월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10%→12%)
- 95년 4월 : 일일주가변동제한폭 6%로 확대

- 96년 10월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18%→20%)
- 96년 11월 : 일일주가변동제한폭 8%로 확대

- 97년 12월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55%)
- 98년말 :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환율제도

- 90년 3월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 94년 11월 : 일일 환율변동허용폭 확대(1.5%)
- 95년 12월 : 일일 환율변동허용폭 확대(2.25%)
- 97년 11월 : 일일 환율변동허용폭 확대(10.0%)
- 97년 12월 : 일일 환율변동상한폭 폐지

資料: 함유근,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도입 및 활용방안-ALM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실

증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2, p. 2

두 번째로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수신고 경쟁이다. 1990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의 시행을 시작으로 하여 1997년 7월에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 등과 업무영역의

제한이 없어지는 가운데 금리경쟁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미 1994년에

개인연금보험을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판매하면서부터 수신고증대를 위

한 금리경쟁이 시작되었고 조만간 퇴직보험의 판매도 이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금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장기

간이라는 점에서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22).

2) 保險産業의 規制緩和에 따른 리스크 增大

향후의 보험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제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주변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22) 퇴직보험의 경우 확정급부형이 아닌 확정갹출형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아닌 가입자가 안게 된다. 다만, 수익률 수준이 중요한 경쟁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시 수익률제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58 -



중요한 환경변화는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일고 있으며 특히

OECD가입시 많은 부분이 자유화내지는 개방되었다.

<표 Ⅳ- 3> 최근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이

구분 변동내용

감독체계

관련

법률정비

-97.11-12 금융개혁관련 13개법률 제·개정

-98.4 통합 예금보험공사 출범

-98.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

-98.2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및 부실보험회사의 인수합병등에 관한 기준

마련

시장대외

개방

-ENT제도 폐지 : 97년 4월

-cross-border 거래종목확대 : 93년 수출적하, 94년 수입적하, 항공보험,
97년 해외여행, 장기상해, 선박, 생명보험 전종목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계리업 : 98년 대외개방

-재보험자유화 : 93년 4월∼97년 4월( 3단계로 구분 점진적 시행)

보험가격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o 94년 4월∼96년 4월 : 단계적 범위요율제 실시

o 96년 4월∼98년 8월 : 단계적 자유요율제 시행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가격자유화

o 94년 4월 : 예정사업비중 유지비

o 95년 4월 : 위험율차 계약자배당

o 97년 4월 : 예정위험율, 이자율차 계약자배당

o 98년 4월 : 예정사업비중 예정이율범위요율

o 2000년 4월 : 예정이율 자유화, 사업비차 계약자배당

보험상품

-93년 6월 : 보험상품 신고제, 보고제 도입

-94년 7월 : 개인연금보험 판매

-97년 7월 : 상해, 질병, 개호보험 손생보 상호겸영허용

-98년 중 : 퇴직보험 판매 예정

모집체계

-점포설치자유화 : 95.4
-복수대리점도입 : 93년 손해보험, 94년 생명보험

-독립대리점도입 : 96년 손해보험, 97년 생명보험

-보험중개인도입 : 97년 손해보험, 98년 생명보험

자산운용

-95년 6월 : 현예금보유비율 폐지(생보)
-96년 4월 : 자본금요건강화(손생보 300억원)
-97년 8월 : 변액보험 구분계리 근거 마련

-98년 4월 : 후순위차입 허용

-98년 8월 :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의무적립 및 대손충당금의 100%적립

보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FY 94년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FY'98년 현재 대부분 완료되고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율과

사업비차 계약자배당부분도 향후 자유화될 예정이다. 특히 IMF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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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손해보험의 자유요율 적용종목의 標準料率制度가 純率參考料率制度로

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

의 경영전략에 맞추어 용이하게 가격산정을 함에 따라 그만큼 경영리스

크가 증대하고 보험요율 3원칙에 부합치 못한 가격산정을 함으로써 보험

리스크도 더욱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보험리스크의 증가와 더불어 재보험거래의 자

유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과 대외개방 및 ENT제도의 폐지23)에 따라

선진외국보험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 . 自 己責任經營時 代 到來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지닌 사회공공성과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 경영하는 환경에서 금융기관 自律責任經營時代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보험산업에 재무건전성규제의 지표인

支給餘力制度를 생보는 1994년에, 손해보험은 1998년도에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최근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제1차적으

로 지적된 원인중의 하나가 부실금융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경

영에 관해 경쟁제한적인 규제요소를 대부분 완화하여 기업이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해 회생가

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 11월 이후 정부로부터 退出命令을 받은 우리나라 금융

기관은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 24개사나 된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는 1998년 6월 20일에 외국사를 포함한 총 50개사 중 22개사가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經營改善計劃書를 제출했고, 이중 4개사는 경영

정상화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98년 8월 11일에 영업정지명령을

23) ENT제도의 폐지후 외국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한 것은 손해보험에 프랑스 AGF사(98.4
지점설치 내허가), 미국 Reliance Insurance Company(98.7.10지점설치 내허가)이다. 98년

6월 현재 외국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한 회사수는 총 15개(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3개사)이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0개사(생보 7, 손보 3), 프랑스 생보2개사, 네덜란드

생보 1개사, 카나다 생보 1개사, 영국 생보 1개사이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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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다른 회사로 계약이전을 한 뒤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또한 금번 퇴

출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7개사(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

호)가 이행각서를 제출했고, 7개사(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양)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표 Ⅳ- 4>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퇴출현황

일 자 감독조치 처리방안

97.12. 2 청솔 등 9개 종금사에 대해 영업정지 한아름종금사 가교종금사로 이전

97.12. 5 고려증권 영업정지 98.6.1 영업허가 취소

97.12.10 대한 등 5개 종금 영업정지 한아름종금사 가교종금사로 이전

97.12.12 동서증권 영업정지 98.6.1 영업허가 취소

97.12.22 서울, 제일은행 경영개선명령 민영화 추진

98. 6.20 22개 보험사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실사

98. 6.29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 영업정지 우량은행으로 자산부채이전

98. 8.11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영업정지조치 우량보험사로 계약이전후 퇴출

<표 Ⅳ- 5> 국내 보험사들의 1998년 경영개선계획서 현황

회사별
자본금증자

(억원)
후순위차입

(억원)

임직원

감축명수

점 포

감축개수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동 아
대 신
태평양
국 민
한 덕
한 국
신 한
한 성
조 선
금 호
S K
두 원
국 제
B Y C
태 양
한 일
동 양
고 려
동 부
해 동
대 보
한 보

3,000
1,500

660
1,500

800
1,000

419
200
700
650
600
800

1,400
1,500
1,830

600
1,660
1,000

-
50

-
-

1,500
1,485

900
1,700
1,000
1,000
1,000

600
600
715
900

1,000
1,400

-
-
-

800
700
300

70
-
-

128
-

170
250
167
192
220

-
130
220

-
120
25

-
-

21
416

-
212

-
400
43

53
-

49
51
28
90

195
-
8

38
22
33

-
-
-

21
84

-
56
17
2
8

0.0
6.1
0.0
3.2
1.0

△1.9
2.1
0.0
1.4
2.0
2.7
1.6

△14.8
△13.9
△9.3

1.3
0.6
3.3

213.3
218.6

△776.8
112.4

註: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 기준은 0%이며 동부, 해동화재와 대한보증, 한국보증 등 손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 기준은 1백%로 생.손보간에 지급여력 기준의 체계는 상이함.
資料: 『조선일보』, 199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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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보험산업의 경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財務健全性規制는 강

화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부의 보호적인 환경과는 완전히 다름을 인

식하여 보험회사는 외적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경영으로

전환하여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감독조치가 시행되면 계약자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너무 크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경

영전략은 1차적으로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무엇보

다도 질적 경영을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 消 費者의 니드變化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수요는 가계성보험의 경우 모집인이나

대리점의 緣故販賣가 주를 이루어 성장해 왔으며 기업성보험의 경우도

유사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보험회사 선택기준의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해 과거와 같이 연

고에 의한 판매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약

자들은 낮은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고 싶어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원하게 될 것이다.

IBM이 1996년에 미국 일본 등 9개국 보험회사의 간부 3,500명에게 21

세기에 있어서 소비자의 변혁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한 결과 소비자들

은 보험사의 브랜드력이 보험사를 선택하는 가장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

고 있다24). 여기서 브랜드력(brand p ow er)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상품

성, 계약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정도, 안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된 의미로 분석된다.

현재 소비자들을 위해 감독당국이 취하고 있는 제도는 정보공시제도와

재무능력 평가, 경영평가결과의 공개, 예금자보호법 등을 들 수 있고 회

24) 住友生命總合硏究所 譯, 『21世紀へ胎動する世界の保險ビジネス(Global Insurance to

the 21st centuary)』, 保險每日新聞社, 1998, pp.27-3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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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는 광고나 신용평가기관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광고내용에 추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작년 일

산생명의 파산으로 계약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를 받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5).

그리고 올 8월 4개생명보험회사의 營業停止命令과 더불어 보험회사들

의 지급여력 등의 재무건전성을 다룬 기사내용이 자주 발견되고 이에 추

가하여 預金者保護法에서 보호범위를 개인보험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시행됨으로써 계약자들은 보험사에 대한 안전도를 보험사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니

드에 부합한 상품경쟁력의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재

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Ⅳ- 3> 향후 5년후 계약자의 태도변화

註: A) Affinity 그룹(직장, 전문직, 동창생)을 통해 보험구입

B) 보험을 1회거래로 다른상품과 함께 구입(예 :자동차보험과 주택화재보험)
C) 복잡한 보험상품구입시 인적채널보다는 전자채널을 선호

D) 복잡하지 않는 보험상품구입시 인적채널보다는 전자채널(인터넷, 상용온라인서

비스)을 선호

E) 보험을 모든 금융포트폴리오로부터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F) 브랜드력을 평가한다.

G) 보다 높은 개인리스크에 대하여 내성을 가지고 있다.

25) 이기형,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권 제7호,

보험개발원, 1998.5.27,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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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産業의 리스크 對應制度

향후 보험시장은 시장내에서 적정이윤을 추구하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든가 아니면 퇴출되는가는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를 포함한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맥킨지사의 도미

니크 캐셜리는 모든 금융기관의 破産事例分析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을 회피하기 위한 교훈과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등을 제시하고 있다26).

파산회피 교훈으로는 ① 시장모방의 금지, ② 리스크집중의 회피, ③ 풍부

한 유동성 유지, ④ 신상품에 대한 리스크이해, ⑤ 개인에 대한 과다한 권한

부여 금지, ⑥ 조기경보체제 확립, ⑦ 리스크와 수익의 동시 측정, ⑧ 충격

발생시 침착성 견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어떠한 리스크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이를 조직원에

통보, ② 리스크를 가시화(검토, 분류, 정량화, 비교), ③ 기술과 정보에 능통

한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④ 인센티브조정을 통한 대리인 문제 해결, ⑤ 파

산회피 여덟가지 교훈을 실제에 적용 등을 들고 있다.

다음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會計側面, 監督

側面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 會 計側面에서의 리 스크 對應

보험은 계약자들의 리스크를 전가받아 보험사고시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여

줌으로써 계약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여 주는 경제적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특정 보험회사가 각종 리스크에 직면하여 도산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은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監督當局은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각

종 리스크에 대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과

부채계정에 회계적 측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표 Ⅳ-6> 참조).

26) 한일경제연구소 역, Dominic Casserley, 『금융기관의 생존전략(Facing Up to the

Risks)』,199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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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6> 보험회사의 자본금 , 준비금 등의 대응 리스크

항 목 적립근거 적립기준 전입사용기준
대응

리스크

자
본
계
정

자본금
보험업법

제6조
설립시 납입(300억원 이상), 증액 자본금감자

경영관
리리스
크 등
모 든

리스크

법정
준비
금

자본준
비금

상법
제459조

액면초과로 주식발행시 초과금액
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

결손의 보전
자본전입

재평가
적립금

자산재평가
법 제28조

소유자산 재평가시 1일전 이월결

손금 공제 후 잔액 적립

재평가세납부, 자
본전입, 결손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

이익준
비금

상법
제458조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

결손의 전보
자본전입

임의
적립
금

임의적
립금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잉여금에서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해 적립
잉여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적
립

-

부
채
계
정

보험
계약
준비
금

책임준
비금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이 원

칙

재경부장관의 인정시 다른 보험

료적립금으로 계산 가능

보험계약상의 보
험사고 발생에 따
른 보험금지급

보험리

스크

비상위
험준비
금(손
보)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보험료합계액에 영업이익률을 곱

한 금액 범위내에서 적립
결손의 보전

계약자
배당준
비금

보험감독규
정 제79조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 금리차
보장배당소요액 적립 후의 잔여
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적립

배당금지급
K율 상향조정

지급준
비금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은 했으
나 소송계류, 지급금액 미확정으

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적립

보험금지급

보험업법
제97조준비

금

보험업법
제97조

고정자산의 평가·매각으로 인해
평가익·매각익이 평가손·매각
손을 초과하는 경우와 상장된 주
식의 평가로 인한 평가익이 평가

손을 초과시 적립

결손의 보전
매각손, 평가손의

보전

금융 감 독위 원 회
허가

가격변
동리스

크

대손충당금
보험감독

규정

외상매출금, 대출금 기타 이에 준
하는 채권잔액에 대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1%∼100% 적립
특정채권의 상각

신용리

스크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보험감독
규정

제76조,
제83조

시가평가후 평가손을 FY'98 50%,
FY'99부터 100% 적립

-
가격변
동리스

크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
제13조

사업년도 1년, 연간지급총급여액

의 10%
사업년도 1년미만, 당해사업년도

지급총급여액의10%

퇴직금지급

경영관
리리스

크

- 65 -



먼저 대차대조표상의 資本計定을 보면 보험회사 설립시 300억원 이상

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제도,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의

법정준비금의 적립제도, 기타 임의 적립금의 적립제도등은 보험회사의 경

영관리리스크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負債計定에서 보

면,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보험계약준비금의 적립제도는 전적

으로 보험리스크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보험업법제97조(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는 운용자산의 가격변동리스크에 대비한 것이다.

최근 전격적으로 시행된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의 100%적립은 각

각 가격변동리스크와 신용리스크에 대비해 마련된 제도로 해석된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은 종업원의 퇴직시 퇴직금지급을 위해 대비해 적

립하는 것으로 다분히 경영리스크에 대한 대응제도로 볼 수 있다.

나 . 監 督側面에서의 리 스크 對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적 측면의 제도

적 장치이외에도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들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각국의 감독당국은 보험

회사의 파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

치로는 자본금요건, 조기경보제도, 지급여력제도, 현금흐름분석, 자산의

가격변동에 대비한 준비금제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들수

있다(<표 Ⅳ-7>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제도적인 것은 고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급여력제도와 운용자산의 價格變動準備金制度에서 차이

가 있다.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1994년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도가 국내

에 최초로 도입된 데 이어 1998년에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도입되었다. 그

리고 도입된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와 같은 위험기준자본금제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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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일기준형식(생보 : 준비금적립액 부족액, 손보 : 보험료 혹은 보험금

기준 등)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차이가 나는 점은 미국 생

보사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현금분석제도가 없고 운

용자산의 가격변동준비금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표 Ⅳ- 7> 감독당국의 리스크 대응체계 현황

우리나라 미국 일본

자본금요건 300억원 이상 손/ 생보별, 종목별 다름 10억엔이상

조기경보제도 있음 IRIS, FAST 없음

경영평가제도 있음 없음 없음

지급여

력제도

생보 책임준비금의 부족액 Risk Based Capital(1993) 솔벤시마진(1996)

손보 보험료 및 보험금 기준 Risk Based Capital(1994) 솔벤시마진(1996)

Cash Flow Test 없음 있음(뉴욕주 Reg 126) 없음

자산평가준비금

유가증권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적립,

보험업법 97조준비금

Asset Valu ation Reserve
Intererst Maintenance

Reserve
가격변동준비금(1996)

계약자보호제도 보험보증기금 보험보증기금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지불보증제도

일본의 가격변동준비금은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을 보완

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確定收益 資産의 가격변

동에 대비한 준비금 제도로서 현행 97조준비금을 확대하여 도입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은 FY'99년부터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일시에

100%(FY'98년도는 50%)적립함으로써 경영에 미치는 충격은 너무 크고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운영중인 준비

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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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8> 미국과 일본의 가격변동준비금제도 현황

구

분

미 국 일 본

자산평가준비금(AVR)
금리유지준비금(IMR) 가격변동준비금

채무불이행 요소 주식/ 부동산 요소

목

적

확정금리증권의 신용

위험에 대비

주식 및 부동산 투

자위험에 대비

확정금리증권의 금리변

동에 따라 발생하는 자

본손실에 대비

주식, 채권, 외화자산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 및 손실 대비

대상

자산

모든 확정금리증권

(채권, 우선주, 저당

증권 등)
보통주, 부동산

모든 확정금리증권(채
권, 우선주, 저당증권)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외화자산

적립

기준

실현/ 미실현손익

-적립누적액과 적립

한도액과의 차액의

20%이상 매년적립

실현/ 미실현이익

-적립누적액과 적

립한도액과의 차

액의 20%이상 매

년적립

실현손익 잔액

NAIC 등급이 2등급

이상 변화되지 않은

채권, 우선주 등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저당증권잔액

장부가액의 다음 비

율로 매년 적립

-국내주식: 1.5/ 1,000
-외국주식: 2.5/ 1,000
-국내채권: 0.3/ 1,000
-외화자산: 1/ 1,000
-금 지 금: 3/ 1,000

적립

한도

채권 및 우선주는

등급별로 자산의

일정비율

저당증권은 3.5%를

기준으로 회사의

경험을 반영

주식: 0∼25%

부동산: 7.5%

기타자산: 7.5%

한도 없음

국내주식: 50/ 1,000

외국주식: 75/ 1,000

국내채권: 10/ 1,000

외화자산: 25/ 1,000

금지금: 100/ 1,000

전입

용도

채권등의 매매 손실

이 매매이익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차액의

보전

좌 동 좌 동 좌 동

3. 生命保險會社의 리스크 管理

가 . 리 스크管理 槪要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는 기업내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확인하며 기업

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다음 리스크통제(risk control) 또는 리스크파이낸

싱기법을 선택하여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관리기법이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에서 분류된 리스크에 대한 현상분석에 이어 각

각의 리스크별로 제어와 재무관리방안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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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보사의 금융환경은 金利自由化로 인한 장기간의 이율예측의 어

려움과 지난해 말 외환위기에 따른 금리변동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산

의 가격변동리스크 등에 대한 노출증대로 자산리스크가 증대되었다. 또한

상품측면에서는 가격자유화의 진전으로 회사간 경쟁격화가 예상되고, 가

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리스크의

증대현상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 <표 Ⅳ-9>은 생보사의 제리

스크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과 사후적인 대응을 요약한 것이다.

<표 Ⅳ- 9> 생명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법

리스크 구분
리스크대응방법

사전적대응 사후적 대응

금융

기관

일반

리스크

신용
리스크

- 자산운용규제에 의한 투자분산화

- 투자처의 심사, 선택

- 채권보전(담보, 보증의 설정 관리 등)
- 대손충당금의 적립

금리
리스크

- 단기금리선물 활용

- ALM

가격
변동

리스크

- 자산운용구성의 최적화(자산믹스)
- 투자대상의 분산화

- 보험업법 제97조준비금

적립

-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적립

유동성
리스크

- 부분적인 자금조달

- 유동성자산의 보유
- 당좌차월 등

환

리스크

- 선물등 환헷지기법 활용 및 투자대상통화

의 분산

- Imp act Loan 등 활용

보험회사

고유

리스크

보험
리스크

- 상품설계의 건전성(안전성을 예측한 보험

료계산기초의 안전율 확보)
- 보수적인 예정이율 설정

- 효과적인 계약인수(moral hazard 배제),
재보험을 통한 분산

- 사업경비 제어

- 보수적인 부채의 평가(순
보험료식책임준비금 적립,
위험준비금 적립, 배당준

비금 적립 등)

기업공통

리스크

경영
관리

리스크
- 경영자의 리스크파악과 조직의 보완

- 법정준비금, 임의 적립금

등 적립

資料: 古瀨政敏, 『アメリカ生命保險會社の新經營戰略』, 東洋經濟新報社,1989, p. 125

또한 위와 같은 리스크별 대응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보험회사 스스로

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RBC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리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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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잉여금관리를 1980년대부터 해온 Lincoln N ational Life와

Provident Mutu al Life을 들 수 있다27).

나 . 保 險리스크 管理

보험리스크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할 支給保險金이 보

험료보다 많을 가능성을 지칭하므로 보험리스크관리의 요체는 보험사의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다28).

생보사의 부채의 대부분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에 납입하는 收入保險料이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러

한 수입보험료를 갖고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며

주식·대출·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실현시킨다. 그러므로 보험리

스크관리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금리, 환율, 또는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요인이 변동함으로써 보험상품의

시가가 변동하는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여야 한다.

보험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보험종목별 적용이율, 해약율, 사

망률, 사업비율 등 보험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리스크요소와 실

제발생한 제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종목별 리스크별

현금유입의 측면인 수입보험료와 미래 채무에 대한 적립형태인 책임준비

금과 현금유출의 측면인 보험사고 또는 해약시 지출되는 지급보험금의

현금흐름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정확한 예측을 기반

으로 하는 안정적인 價格設定시스템의 구축과 보험리스크에 대응한 준비

금의 적립을 할 수 있게 되고, 보험종목별 리스크의 특성에 따른 보험포

트폴리오의 구축 및 재보험으로의 전가 또한 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개

27) 古瀨政敏, 『アメリカ生命保險會社の新經營戰略』, 東洋經濟新報社, 1989 pp. 141∼

146.
28) 생보사의 부채분석기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ALM의 기법중에 하나가 미국 등 선

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듀레이션법이다. 생명보험의 부채분석은 사망에 따른 급부나

보험기간의 장기성 등 생보부채의 특성에 따라 은행 등 타금융권과 상이하므로 부채

의 듀레이션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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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험회사가 자사에 적정한 보험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는 전체와 자

사의 보험종목별 사고빈도와 심도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자사

의 담보력에 부합하는 보험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Ⅳ- 4> 생명보험 종목별 손해빈도 및 심도 분포 (5년 평균)

註: 1) 심도는 사고건당 지급보험금(배당금제외), 빈도는 사고건수/보유계약건수로

나눈값임.

2) 퉁계기간은 1993∼1997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호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부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순보식으로 적립한 회사는 3개사에 불과

하고 대부분의 생보사는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일

본에서와 같은 사망률 변동에 대비한 위험준비금적립제도도 없는 형편이

다.

일본은 보험계약에 따른 장래의 채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장

래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리스크에 대응하는 부분과 예정

이율리스크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위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보험리스

크를 대비한 危險準備金은 리스크별 과거의 통계분석을 통해 미래에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수적인 예측치를 토대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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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Ⅳ- 10> 일본의 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한도(보험리스크)

적립기준 적립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상을 적립함.

1. 보통사망리스크 : 증가위험보험금액×0.6%

2. 재해사망리스크 : 증가재해사망보험금액×

0.06%

3. 생존보장리스크 : 개인연금의 증가책임준비

금액×10%

4. 재해입원리스크 : 증가재해입원일수×예정평

균급부일수×3%

5. 병원입원리스크 : 증가병원입원일수×예정평

균급부일수×7.5%

6. 기타리스크 : 산출방법서에 정한 금액

단, 보험금지급 기타 지급상황에 비추어 곤

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에 승인을

받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적립한도로 함.

1. 보통사망리스크 : 위험보험금액×0.6%

2. 재해사망리스크 : 재해사망보험금액×

0.06%

3. 생존보장리스크 : 개인연금의 책임준

비금액×10%

4. 재해입원리스크 : 재해입원일수×예정

평균급부일수×3%

5. 병원입원리스크 : 병원입원일수×예정

평균급부일수×7.5%

6. 기타리스크 : 산출방법서에 정한 금액

資料: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1997. 3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사이드에 대하여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標準評價方法(standard valuation m ethod)을 사용하여 옵션가

치를 평가(PTS소프트웨어), 듀레이션(effective duration)과 부채의 볼록성

(convexity) 측정을 보험리스크를 관리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생

보상품의 가치평가를 위해 확정금리부 상품 및 상업저당대출담보부 증권

(MBS : m ortgage-backed securities) 등의 가격설정시처럼 확률론적 평가

기법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금리변동에 대한 실효 해약의 관

계를 특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 해

약에 대한 금리수준변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다 . 資 産리스크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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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資産運用리스크 管理

자산관리는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인식되

어 왔다. 금융자율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온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

대 초반까지 레귤레이션 Q에 의해 수신금리를 중심으로 은행상품에 대

해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수익과 위험은

대차대조표의 차변항목인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좌

우된다. 주요국의 대부분 생보사들은 ALM (Asset Liability Managem ent)

를 도입하여 자산부문에도 負債리스크관리에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29).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조달된 총자금, 즉 부채와 자본 중에서 일부 책임준비금 또는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현예금, 대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으로 운용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보험회사는

유동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資産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한다. 자산포트폴리오을 구성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의사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자산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둘째, 투

자자산을 대출과 유가증권투자에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할 것인가. 셋째,

대출운용과 유가증권관리를 위한 미시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첫째의 適定投資資産規模를 고려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해

총조달자금의 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유자금을 단

기금융시장에 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입보험료 및 예

수금과 자본금은 경직적이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기타

부채항목인 각종 금융채, CD, 콜머니, RP, 차입금 등은 탄력적으로 조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산 등으로부터의 수익성이 좋을 때에는 현예

금과 자본금의 합계보다 더 많은 투자자산을 보유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9) ALM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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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금리변동에 대한 탄력성을 갖고

운용하여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데 생보사의 경우 금리변동과 생보

자산 구성비간의 相關係數를 도출한 결과 금리변동과 무관하게 자산운용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관리를 위해

서는 금리예측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금리등락에 즉각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 11>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와 자산운용 구성비의 상관계수

구 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기타자산

상관계수 0.29 0.05 - 0.25 0.23 0.03

註: FY 86∼FY 97 동안의 자산운용비율과 회사채수익률의 상관계수 값임.
資料: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연도.

자산관리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불준비금 및 현금 자산관리를 들 수 있다. 유동성이란 자

금이 필요할 때 언제나 적정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 확보는 대외적으로는 지불능력에 대한 금융기

관의 공신력을 보존해 주고, 대내적으로는 긴급한 장기자산매각을 회피할

수 있게 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가치를 보존해 준다30).

둘째,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출관리 및 유가증권관리를 들 수

있다. 보험회사가 資金仲介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대

출기업 및 가계의 신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평가하고, 신용정보에 따라

대출가격을 결정하며, 사후관리차원에서 기업의 부도예고시스템을 구축하

여 부실채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관리는 금리자유화가 진

전되면서 금융채 및 지방채 발행시장의 확대와 증권화가 진전되면서 보

험사의 유가증권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30)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측면도 함께 고려한 적절한 관리방안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 방안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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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貸出管理

생보사의 경우 1997년전까지 우량대기업 위주로 비교적 안정된 대출선

을 확보해 왔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한보, 기아 등의 일련의 대기업부도

사태와 외환시장의 위기로 不實貸出危險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내

지 마이너스성장시기에는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의 대출로 전환이

예상되는 바 과거보다 훨씬 과학적이며 정교한 信用審査技法을 도입하여

보다 철저한 대출채권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대출관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대출규모를 수입보험료 또는

수입보험료와 자본금의 합계에 대비한 규모문제이며 둘째, 기업 및 가계

대출의 구성31), 기업내의 산업별의 구성 등 대출구성의 문제이며 셋째,

대출별 위험과 대출 전체의 위험 추정 및 관리 특히 회수불가능한 대출

에 대한 신용위험에 문제이다.

생명보험회사가 은행권과의 대출시장경쟁에서 많은 고객을 흡수하여

선도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

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대출금내역을

보면 담보대출의 비중보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추세는 채무불이행의 증가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증가가 되므로 고

객신용도 평가방법 및 심사기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

은 아래의 신용리스크관리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생보사의 대출은 限界供給者的 性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리를 비롯한

제반요소의 변동성에 민감한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생보사의 경

31) 생명보험회사의 대출규모 및 구성 추이

(단위 : %)

1990 1992 1994 1996 1997
대출규모1

대출규모2

대출구성

101.7

52.6

57.6 : 42.4

94.3

47.2

63.8 : 36.2

103.0

49.4

54.0 : 46.0

100.5

45.9

54.6 : 45.4

85.6

45.9

57.0 : 43.0

註: 1) 대출규모1는 수입보험료대비 대출의 비중임.
2) 대출규모2는 총자산대비 대출의 비중임.

3) 대출구성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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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용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보사는 대출심사능력의 부족, 기업

과의 밀착도가 낮아 정보량이 부족, 보험자금의 집적기반이 자본유통과정과

직접관련이 없다는 점으로 한계공급자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생보사의 신용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가일층 증가시키고 있다.

<표 Ⅳ- 12> 생명보험회사의 대출금 내역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 )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7

담보

신용

지급보증

상업어음할인

보험약관

기타대출

14.9

24.3

39.5

0.1

20.3

0.9

14.7

33.0

29.2

0.4

22.0

0.7

16.9

32.4

27.7

0.6

21.9

0.4

17.2

43.0

20.4

0.9

18.3

0.2

20.1

45.1

14.0

0.5

19.8

0.5

② 有價證券投資管理

생명보험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국공채, 주식, 회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가증권들은 시장금리에 민감하므로 금리에 탄

력적으로 운용되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생보사의 유가증

권 내역별 구성비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공채와 해외유

가증권의 상관계수가 다른 자산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주식은 낮게

나타나 금리변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금리변동에 탄력적인 자산운용으로 유가

증권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Ⅳ- 13>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와 유가증권 구성비의 상관관계

구 분 국공채 주식 사채 출자금 해외유가증권

상관계수 - 0.45 0.13 0.33 - 0.20 0.46

註: FY 86∼FY 97 동안의 자산운용비율과 회사채수익률의 상관계수 값임.
資料: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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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券投資管理의 기본방향은 채권의 내재가치를 추정한 후 추정된 가치

를 시장가치와 비교해 매도, 매입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재가치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위험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기초로 채권별로

적절한 요구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여러조건이 유사한 채권들의 평균수

익률과 비교한 후 이보다 높으면 매입하고 반대로 낮으면 매도하는 등으

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의 내재가치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표

면금리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수의상환권의 존재여부, 세율, 시장성, 채

무불이행위험을 들 수 있다.

생보사의 경우 채권투자의 상당규모를 회사채로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

분 지급보증부회사채이므로 채무불이행보다는 價格危險과 再投資危險이

더욱 중요한 위험이다. 또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고 자본자유화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지면서 국내금리도 변동하고 있으므로 보

수적인 면역전략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법을 구사하는 적극적인 투자전략

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은 금리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후 금리리스크관리에서 다루겠다.

株式投資管理의 기본방향은 일반계정의 경우 증시의 성장성을 감안하

여 잠재이익의 확대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시장운명과 동일한 포트폴

리오를 구축하는 Index Fund32)를 구축하고, FY'98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

작할 예정인 變額保險 등 분리계정을 통해 운용되는 보험상품은 적극적

인 투자를 통해 시장평균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는 이중적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新金融技法을 도입하고 유니버

셜, 변액보험에 대응한 펀드조직을 확충하여 효율적이고 기동적인 자금투

입으로 리스크의 축소 및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32) Index Fund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고 중장기에 걸쳐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수익

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투자종목을 설정하고 투자비

율을 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기법이다. 즉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향상

되고 시장에 유용한 정보가 신속히 반영됨에 따라 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

로 펀드의 수익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Index Fu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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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信用리스크 管理

신용리스크는 대출거래처 및 유가증권투자선의 경영악화 및 도산 등으

로 예정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와 주식가치 하락 또는 감자·

도산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최근에는 회수불가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용력이 변동함에 따라 보유채권의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신용리스크관리의 목적은 利益極大化를 위해 거래대상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부실가능성이 있는 거래처의 선별에 의

해 보험사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표 Ⅳ- 14> 한국·미국·일본의 신용리스크관리 현황

단 계
기존방식의 신용리스크 관리 새로운 방식의 신용리스크 관리

A1→A2→ B1→B2→ C1→C2→

대출여부

판단기준

대출기업의 부도가능

성

대출기업의 부도가능성과

대출금리 스프레드 가이

드라인

대출금리 스프레드 가이드

라인(부도확률로부터 계

산)

대출심사

총국

단독심사

(본부

보조)

총국과

본부

공동심사

공동심사

(가이드라인은 본부가

작성)

-본부는 부도율예측 및 가

이드라인 설정

-총국은 대출세일즈 및 실

행

부도시

책임소재

영업점 책

임

본부와 영업

점 공동책임
공동책임 본부가 책임

포트폴리오

관리기법
-

-경영진이 포트폴리와 대

출정책을 결정(신용리스

크관리조직 운용)
-신용리스크 매각 방법

요구

포트폴리오조

정에 따라 가

이 드 라 인 을

변경

금리 리스크

관리 (A LM )
와 통합

- 신용리스크매각방법요구

필요한

데이타베이

스

거래처별 대출규모

-거래처별 대출액의 현재

가치

-고객속성별(업종, 지역,
등급) 대출규모, 수익

-간접경비를 포함한 부문

별 손익

-신용등급과

부도확 률의

관계

-고객속성별

부도확 률의

상관관계

부도 확률과

시장 리스크

와의 관계

각국

보험사별

단계

국내보험사

일본보험사

미국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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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장부상거래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용위험량의 적절한 계측 ② 거래선별 포지션, 시가평가, 신용위험

량은 장부내·외거래 모두 관리 ③ 거래선별 신용한도의 설정 등 여신

승인체제의 명확한 설정 ④ 시장부문으로부터 독립된 여신승인제도 ⑤

신용한도의 관리방침 및 신용한도를 초월시 관리자에의 보고체제, 결재권

한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미국과 일본 보험사의 신용리스크관리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

라 보험사의 신용리스크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일의 신용리스크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관리체제구축 추진

둘째, 대출처의 신용리스크분석은 리스크관리외에 기업경영체질개선을 위

한 경영컨설팅자료로 활용 셋째, 업종별 등급제도를 도입한 거래기업 동

향조사의 고도화 추진으로 요약된다.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관리는 대출, 채권, 주식, 부동산 등 투자운용

대상에 대한 분류는 물론 각각의 투자대상을 세분하여 신용평가 등 평가기

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대상에 대해 평

가기준을 마련, 리스크계수를 설정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표 Ⅳ- 15> 투자대상별 신용평가기준

구 분 평가기준

채권·우선주
NAIC가 정한 등급마다 리스크계수를 설정한 후, 채권에 대해서는

Portfolio내의 발행회사별로 계수를 조정

상업모기지
건전도와 담보물건별로 리스크 계수를 설정한 후, 각 회사의 불량자산

실적에 따라 계수를 조정

부 동 산 저당, 유실 유무에 따라 계수를 조정

보 통 주
관계회사의 경우는 회사형태별로, 비관계회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리스크

계수를 설정

분산 투자
거액투자리스크, 비분산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 상위 10개사의 리스크를

배가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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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시장리스크분석에 활용되는 VAR(Value at

Risk)기법을 이용한 신용리스크 계량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용

리스크의 계량화를 통한 신용등급제도의 고도화와 함께 신용리스크만이

아니라 시장리스크 등과 같은 리스크 전반에 대한 綜合리스크管理體制33)

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세계일류의 보험사

들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영업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VAR를 이용한

신용리스크의 계량화작업이 준비되어야 하며, 수치화된 신용리스크를 반

영한 기존의 신용등급제 개편을 서둘러 대출사전·사후의 관리를 철저하

게 해야한다. 또한 신용리스크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의 전문화

와 함께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3) 流動性리스크 管理

유동성부족은 주로 생보사 자체의 기본적인 제조건의 악화에 따른 자

금부족보다는 일시적인 資金移動 때문에 발생한다. 생보사의 경우 과거에

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유동성리스크에 관심이 적

을 수 있으나 일시납위주의 저축성상품 판매증가와 앞으로 판매가 예정

된 변액상품 등 생보사의 상품 및 업무가 다양화되면서 유동성문제가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IMF체제 이후 급격한 해약 급증 및 보

험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발생될 수 있는 契約離脫로 유동성리스크관리는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유동성리스크는 자금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므로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는 유동성위험의 측정을 통해

적절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동성리스크의 측정은 자금과부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한다. 자산과 부채는 각 항목별로 만기로 표시되는 자금기일이 있다.

33)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절충한 RAROC(리스크조정후 자본

이익율)를 도입하여 통합된 리스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신용리스

크 계량화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RAROC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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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주, 매월 자산과 부채의 자금기일 도래를 집계하여 그 차이를 계

산하면 각 기간의 자금과부족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차대조

표상에 만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자금기일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

며, 만기가 있는 경우에도 만기도래시 자금의 이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동성갭을 실제 상황에 근접하게 산정하기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流動性源泉과 流動性需要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유동성리스크의 측정은 자금기일에 따라 자금갭을 산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하되, 자금기일도래액의 계산시 실제로 이동하는 자금액을 추정

해야 한다.

유동성원천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채항목을 안정성자금과 불안

정성자금으로 분류하고, 자산항목을 유동성자산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

한다. 불안정성자금은 유동성수요에 해당되고 유동성자산은 유동성원천에

해당된다. 또한 유동성갭 측정시에는 현재 및 장래의 자금동향을 잘 분석

하고, 그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산출해야 한다. 즉 자금이 약관대로 움직

인다는 가정과 함께 해약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유동성을 한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걸쳐 유동성지수를 파악하면서 이들 지수의 변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한다. 둘째, 수입보험료, 대출수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예측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간별 유동성을 파악하게 되는

데,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추세를 예측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판단에 의거

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의 판단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주요

관심변수인 대출수요의 경우 자신들의 고객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상황과

가까운 미래의 기업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경제 전반적인 趨勢分析보다는

더욱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적을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

비하여 유동성자산을 더욱 여유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동성리스크는 독립적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실제로는 더 근본적이고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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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로 인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1979∼1981년 인플레이

션의 급상승으로 인한 신설생보사의 금리연동형 상품위주의 적극적인 영업

전략, 기존사의 유사상품 개발 및 타금융업종으로 영업확장 등 경쟁의 심화

로 유동성리스크가 표출되어 유수한 생명보험사가 1983년부터 1991년사이에

지급불능(Insolvency)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Baldwin United, Executive Life, First Capital Life, Fidelity Bankers Life,

Monarch Capital Corportation, Mutual Benefit 등이다.

미국의 경우 이들 회사의 파산으로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경

우 재무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되었으며, 보험회사들은

自己資本比率이 높은 건전한 회사라도 예금인출사태시 유동성을 확보하

지 못하면 도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유동성리스크 관리(예를 들면 위

험기준 유동성(Risk Based Liquidity))를 포함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자금조달원을 분산

시키는 것과 危機對應能力을 함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금조달원을 분

산시키기 위해서 분산의 원칙을 수립하며 위기대응능력에는 유동성 자산

의 매각계획의 수립 또는 자금조달창구의 다양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두 가지 요소는 價格要素와 數量要素이다. 유동성

부족상태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유동성 부족분(수량요소)을 가장 낮은

비용(가격요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원천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격요소와 수량요소에 대한 통제력에 한계가 있으

므로, 보험사 내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재무기능을 갖는 조직이 필요

하다. 자금부 혹은 ALM사무국에 재무기능을 부여하여 보험회사 가격요

소와 수량요소에 대한 내부적인 통제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는 자산리스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관리시스

템의 구조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유동성관리를 위해서는 다음

의 요소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직전체의 유동성에 관한 리스

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특정의 시장규모, 두터움 및 유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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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한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스트레스 테스트에 있어

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 이다.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는 현금흐름테스트기법 구축이 요망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임계리인제도, 상품인가 및 재무건전성 평가시 현금흐름테스

트의 법정화 등이 필요하고, 금리시나리오, 실효해약률의 금리민감도, 투

자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

라 . 金 利리스크 管理

1) 豫定利率리스크 管理

금리리스크는 금리변동에 따른 실제이율이 보험료의 계산에 사용된 예

정이율을 하회하여 과대보증되는 예정이율리스크를 포함하며 이는 미국

의 RBC制度와 일본의 솔벤시마진制度34)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정이율은 정기예금금리에 따라 조정35)되어 현재는 배당

상품 및 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 7.5%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완

전자유화될 예정이다. 90년대 이후 역마진을 보인 회사가 늘고 있으며

FY'96년의 경우 11개사나 된다(<표 Ⅲ-15> 참조). 이와 같이 예정이율리

스크에 대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국내보험사들은 예정이율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34) 일본의 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한도(예정이율리스크)

적립기준 적립한도

보험업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호(또는

16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증가액

및 이차익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

계액 이상을 적립

단, 자산운용상황에 비추어 곤란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보험업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호 (또는

16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증가액

및 책임준비금합계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립한도로 함.

資料: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1997. 3
35) 이원돈,노병윤,장강봉,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보험개발원,

1997,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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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타금융권과는 달리 장기상품을 판매·보장하는 특징을 갖

고 있어 보다 더 정확한 長期金利豫測을 토대로 하여 보수적으로 예정이

율을 설정하여 실제이율과의 차이를 일정 부분은 계약자에게 배당의 형

태를 분배하고 일정 부분은 예정이율리스크를 대비한 준비금을 적립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이율을 예정이

율로 적용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대응한 예정이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2) 金利變動리스크 管理

금리변동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고정금리 부분의 차이에 의해 수익성

자산과 원가성 부채의 듀레이션이 불일치되거나 자산과 부채에 적용하는

유동금리기준을 서로 다른 市場係數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다. 다시 말

하면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는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

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다. 금리변동은 할인율의 변동으로 연결

되어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에 변화를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과 부

채의 가치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자기자본의 가치

변화가 수반된다. 이처럼 금리변동에 따라 자기자본가치가 변화하면 금리

변동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금리변동리스크의 측정은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가치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위당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가치의 변

화폭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기자본가치는 자산가치에서 부채가치를 뺀 값

이므로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가치의 변화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화폭을 측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변동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은 아직 만들

어져 있지 않다. 보험사의 금리변동리스크에 관한 측정은 시도된 바 없

고, 은행의 경우 제1단계 金利自由化實施(1991년 11월) 전후인 1991년 10

월말, 11월말, 12월말에 5개 시중은행의 자유금리 및 시장성 자금을 대상

으로 만기갭을 산출36)한 바 있으며 이후 은행권에서는 금리변동리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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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측정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본 측정의

결과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뺀 만기갭은 正의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리상승시에는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금리하락시

에는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유금리자산과 부채의 금리가 시장금

리에 연동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

유화와 개방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에 금리변동리스크가 중요한 위험으로

등장될 것이 예상되는 바 금리변동리스크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금리변동리스크 관리의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관리기법의 선택

제2단계 분석대상범위결정

제3단계 분석대상 자산, 부채의 각 항목별 만기 분류

제4단계 금리감응자산과 금리감응부채의 분류 및 갭 산출

제5단계 금리감응 지표 산출

제6단계 금리예측 및 수익변동 예상

제7단계 리스크 hedge수단 고려

제8단계 경영전략의 결정

제9단계 분석 결과의 검증 및 feed back

제10단계 추가고려사항의 파악

마 . 經 營리스크 管理

경영리스크란 일반적인 경영위험으로 새로운 지역이나 신규영업분야로의

사업 확장, 경영상의 오류, 불확실한 채무, 담보물의 평가 등 사무처리 및

시스템상의 사고 및 직원의 권한을 초월한 거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위

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영관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상, 직원

의 자질상, 소속의 규정상 및 시스템상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36) 지동현,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한국금융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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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사가 당면한 경영관리리스크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오류, 법규

의 개정 또는 보완시행 등이 가장 밀접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급

변하는 보험환경하에서 경영자는 業務領域의 확대나 新商品開發 등으로

의사결정해야 할 빈도가 많아졌음은 물론 그 의사결정이 기업의 성쇄에

직결된다. 또한 최근의 보험관련법률의 개정은 보험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급여력제도 시행, 준비금적립방법의 개

정, 시가평가제도 도입, 공시제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영리스

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에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리스

크를 효과적으로 평가, 제어, 방지, 회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

다. 특히 관련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의 법규와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항상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새로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에서 대표적인 경영관리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마

케팅行爲危險(m arket conduct risk)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마케

팅행위 리스크는 각 산업별 기업 마케팅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市場去

來行爲(marketing practice)중에서 특히 공정치 못한 정보제공 행위를 근

거로 하여 형성되는 각종 판매실적 증가 및 매매수수료 확보 등 의도적

인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공정치 않은 선택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권유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된 위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마케팅 행

위상의 문제점이란 상품판매 및 계약체결 행위시 이루어지는 제반 不公

正 販賣行爲(misleading sales) 그리고 포괄적 의미로서 소비자가 인식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포괄적인

행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 미래 발생가능한 위험사

고에 대해서 인적·물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가치에 대한 미래 보험

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전속모집인, 대리점, 중개인이 직접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직접적인 모집활동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마케팅행위

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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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불공정계약 체

결 행위로 보험계약자의 權益侵害와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

로 생명보험산업의 대내외 공신력 하락 및 이로 인한 경쟁력 하락 등 파급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시장 마케팅행위 리스크가 지난 93년

부터 현재까지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서는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선진국의 생명보험

산업에서 보험판매 등 마케팅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마케팅행위리스크

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로서 대표적인 사례

로는 첫째, 신계약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정보를 제공

(mispresentation)하는 행위이며, 둘째 계약자에게 불리한 契約轉換 誘導

(churning 또는 twisting)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지류로서 공공성 측면이 강

하다는 점과 최근 들어서 消費者保護主義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

험시장 마케팅행위 리스크는 단순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발생 수준을 넘

어서 보험산업의 경영리스크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행위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위험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감독당국 및 일반 보험회사의 소

비자보호부서에 접수된 제반 사항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보험시장 모집조직의 다원화, 경쟁의 심화 및 보험상품

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마케팅행위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비한 관리방안이 요망된다.

마케팅행위리스크의 관리방안으로는 첫째,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케

팅행위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내에 마케팅행위를 전담하는 부

서를 설립하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모집인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케 하

는 것이다. 둘째, 보험계약후 계약자에게 계약과정을 만족하는가 하는 조

사와 계약과정에서 계약내용의 인지와 문제가 없음을 표시하는 계약자

서명절차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마케팅행위리스크를 대비한다.

셋째, 건전한 보험판매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모집인 및 대리인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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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수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마케팅행위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다. 즉 보

험감독당국이 차등화 수수료제도, 자산기준 보상제도 등 보상제도개선을

통해 모집인 및 대리인에게 마케팅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하므로써 마케팅행위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4. 損害保險會社의 리스크 管理

가 . 리 스크管理 槪要

손해보험의 리스크는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험리스크부분이 자산운용리스크부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참조).

<표 Ⅳ- 16> 손해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법

리스크 구분
리스크대응방법

사전적대응 사후적 대응

금융기

관일반

리스크

신용
리스크

-자산운용규제에 의한 투자분산화

-투자처의 심사, 선택

-채권보전(담보, 보증의 설정 관리 등)
-대손충당금의 적립

금리
리스크

-ALM관리

가격
변동

리스크

-옵션, 선물거래등 파생상품 활용

-투자대상의 분산화

-보험업법 제87조준비금 적립

-주식미실현이익

유동성
리스크

-ALM관리

-분산투자, 자금조달(당좌차월)
-당좌차월 등

환

리스크

-선물등 환헷지기법 활용

-ALM관리 및 외화자금조달

보험사

고유리

스크

보험
리스크

-요율검증 및 조정

-효과적인 계약인수(moral hazard 배

제), 재보험을 통한 분산

-사업경비 제어

-요율경쟁 지양

-보수적인 부채의 평가(책임준

비금, 위험준비금, 배당준비금

적립 등)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기업공

통리스

크

경영
관리

리스크
-경영자의 리스크파악과 조직의 보완

-내부유보 충실

-법정준비금, 임의 적립등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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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리스크가 자산운용리스크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은

생명보험과 리스크보장의 특성상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

석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리스크에 치중한 생

명보험사와는 달리 보험리스크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 손해보험 전체의 50%

에 육박하고 있고 향후 退職保險을 시행하게 되면 손해보험사에게는 자

산운용리스크와 금리리스크의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될 것이다.

향후 손해보험회사가 관리해야 리스크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보험리

스크이고 두 번째가 자산리스크, 그 다음이 경영관리리스크이다. <표 Ⅳ

-16>은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별 대응방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는 금융기관 일반리스크부분은 생명보험리스크관리부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보고,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인 보험리스크관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나 . 保 險리스크 管理

미국과 일본의 보험리스크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의 경우는 과도한 성장에 따른 리스크와 준비금 부족분을 리스크로 평가

하는 반면에 일본은 일반보험리스크와 거대재해리스크를 분리하여 반영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리스크 특성과 상당부분 차

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의

보험자 책임이 장기인 배상책임종목에 의한 보험위기를 겪은 바 있어 準

備金不足37)리스크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지진 등에 대한 巨大災害

37) 미국의 지급불능회사 중 준비금부족으로 인한 회사는 1987년에 파산한 Mission사와

Integrity사, 1985년에 파산한 Transit사를 들 수가 있다. 이들 회사들은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보험계리인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무런 근거없는 독자

적인 공식에 의해 지급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함으로써 지급준비금의 부족현상을 초

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준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재무제표상의 이익을 부풀

리고 주주배당을 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지급준비금의 부족현상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인 분식결산을 함과 아울러 재무제표

를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보험감독관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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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국가에서 반영하는 리스크는 우리나라 손

해보험사에게는 경영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만큼의 리스크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국내보험사의 보험리스크에 최대 위

협요소는 1994년부터 실시된 가격자유화와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경제악화의 지속으로 보험수요가 급감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험사는 매년 큰 폭의 영업수지의 적자를 투자수익으로 보전하여

왔다는 점에서 보험리스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내 보험종목별

平均料率推移를 보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종목에서는 1994년 가격

자유화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5>과 <표 Ⅳ

-17> 참조).

<그림 Ⅳ- 5> 손해보험종목별 평균요율추이

註: 98년은 98년 5월 현재 평균요율임.

못해 지급불능상태로 보험영업을 지속하여 온 결과 지급불능으로 인한 피해를 확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대한손해보험협회, 「미국 손해보험의 현황과 주

요과제」, 1994.11, pp.6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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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7> 손해보험 종목별 평균요율 추이

(단위 : %)

종목별

평균요율 평균요율추이

1980 1985 1990 1994 1996 1998 1998 평균 편차
연평균성장율

80-98 94-98

화재보험 0.2584 0.1922 0.1728 0.1283 0.1114 0.0862 0.0620 0.1701 0.05 -7.6 -16.6

해상보험 0.3486 0.4375 0.3185 0.2445 0.1655 0.0846 0.1412 0.3191 0.11 -4.9 -12.8

상해보험 0.3151 0.1704 0.0275 0.0180 0.0149 0.0254 0.0382 0.1396 0.16 -11.1 20.7

종합보험 0.4539 0.4541 0.2981 0.2219 0.0981 0.0964 0.1045 0.3317 0.18 -7.8 -17.2

기술보험 0.5692 0.4034 0.2945 0.1837 0.2815 0.2443 0.3669 0.3150 0.08 -2.4 18.9

보증보험 0.8191 0.7769 0.7164 1.1605 0.7305 1.1901 1.9572 0.9124 0.28 5.0 14.0

장기보험 5.6437 6.0768 8.2408 6.3300 5.6812 7.1703 7.8300 6.3979 1.65 1.8 5.5

註: 98년은 98년 5월 현재 평균요율임.

종목별 평균요율추이를 보면 전통적인 종목인 화재보험의 경우 1980년부

터 1998년까지 연평균 7.6% 감소하였으며, 1994년 가격자유화 이후 연평균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보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17>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IMF구제금융 이후인 98년 5월 현재

의 평균요율이 FY'97말 시점의 요율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자유화에 따른 리스크발생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회사

에서 保險價格自由化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격 산출에 따르는 리스크가

증대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보험료가 전보

험회사의 통계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나 보험가격이 자유화되면 자사의 통

계에 의존하기 쉬우므로 보험료의 信賴度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손

해보험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보험운용자산의 運用戰略에 비중을 두

는 경우 의도적으로 저가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

다. 셋째, 재보험이 자유화되어 해외시장에의 직접 출재가 쉬워지면 인수

부문에서 저가로 인수한 계약을 해외에 출재함으로써 원수손해보험회사

가 부담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마지막으로 손해보

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보험회사 재무조직의 의견보다는 보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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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의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료의 인하경쟁이 촉발되기 때

문이다.

또한 보험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보험시장에서도

언더라이팅주기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손해보험

사들의 경우처럼 退出保險社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언더라이팅 주기에

비교하여 손해보험사의 파산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 Ⅳ-6>과 같다. 1975

년과 1985년의 경우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지급불능 회사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 6> 합산비율과 지급불능회사수 추이( 미국 , 1970- 1990)

資料: Sholom Feldblum, "Underwriting Cycles and Insurance Solvency", Insurance

Financial Solvency Vol 1, Casualty Actuarial Society, 1992,

이와 같은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구축될 價格設

定시스템은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보험종목별 리스크별 料率檢證體系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종목별 리스크의 특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험포트폴리

오의 구축과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전가이다(<그림 Ⅳ-7>참조). 이 부

분은 보험산업 전체와 자사의 보험종목별 사고빈도와 심도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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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 기법상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자사의 담보력에 부합한 적정

포토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수익성 없는 종목과 리스크가 큰 종목에 대

해서는 과감히 철수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여 경

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Ⅳ- 7>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빈도 및 심도 분포 ( 5년 평균)

註: 1) 심도는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억원), 빈도는 사고건수/계약건수로 나눈값임.

2) 통계기간 : 5년 93-97
資料: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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