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 結論

국내 보험산업의 리스크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작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환경은 그간 국내시장을 고려하여

자유화내지는 규제완화를 고수해왔던 부분까지 허용하게 됨으로써 정부

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들은 일제히 퇴출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보험회

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FY'97 기준으로 22개사나 되는 회사가 경영개선계

획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중 4개 생보사는 營業停止命令을 받았다. 따라

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은 자유롭게 되었으나 금융업간 및 보험회사간

경쟁증가 등으로 인해 제반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

회사는 과거의 외형중심 경영에서 수익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다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영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다른 나라 보험사들의

대응예가 경제적 환경이 다소 다르더라도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보험사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성장

과 수익확보를 위해 比較優位가 있는 부문(전략 도메인)을 결정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 많은 대형회사들은 전략도메인을 개인의 종합보험·금융

상품의 제공, 기업·단체를 위한 생명·건강보험의 제공, 연금형 상품에

대한 자산관리, 해외업무로 정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보험

사들은 비교위위가 있는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핵심업무에 대한 자산관리 강화

이다. 이에는 GIC 등 기업연금부분의 축소 또는 시장 불참, 모기지 투자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판매채널의 재구축이다, 이에

는 고객에 부합하는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축하고, 또한 은행·증권회사간의

판매제휴, 인터네트에 의한 보험판매와 같은 새로운 판매채널 구축 등이다.

세 번째로는 재무관리 조직을 강화하여 새로운 剩餘金管理技法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經營效率化를 목적으로 한 리엔지니어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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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빅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산한

보험회사도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對應方案38)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관

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업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하는 측면도 있고

감독적 측면에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먼저 감독적 측면에서 제

도화라는 것은 미국, 카나다 등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

여 조치를 취할수 있는 현금흐름분석표 제출, 보험종목별 손해액 진전표

제출, 가격변동준비금제도의 도입, 위험기준자본금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危險基準資本金制度를 제외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연차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價格變動準備金의 경우 FY'98부터 유가증권평가손을 일시에 적립함

으로서 보험회사가 급격한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

으므로 빠른 기간 안에 도입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첫째,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조직을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ALM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이번 4개보험사의 營業停止措置 등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성

이 상실된 점을 감안하여 재무건실도를 향상하는데 리스크관리의 목적으

로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리스크별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하

여 개별리스크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의 경우 최근

새로운 정책이 급격히 도입되는 등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경영관리 리스

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증가했으므로 전문적인 리스크관리조직을

통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전에 리스크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보사의 경우 금리리스크와 가격변동

38) 최근 생보회사들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손보 상호진입허용에 따

른 생보사의 전통적 판매형태로의 복귀 ② 경영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충분한 준비금적립, 자기자본충실과 지급능력에 대한 등급획득, 구분계리활용,

ALM전략, 경영내용 및 상품정보의 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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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가 회사경영의 최대요인임을 감안, 상품설계와 자산운용시 고려되

어야 하며, 손보사의 경우는 보험리스크가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는 자유

요율제로의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보험사 내부적으로 價格算定과 料

率檢證을 위한 자료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수

익성을 중시한 언더라이팅을 하여 보험영업수지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96 -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