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주 요국 의 보험 계 리인 제 도 운영 현 황

1. 계리인의 역할

계리인은 보험영업에 필요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결산시 재무제표상의 부

채를 계산 또는 확인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보

험영업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경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

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관련 법률에서 계리인의 역할은 대부분 특정한 임무

를 수행해야 하는 선임계리인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험기업의 영업 특성상 보험계리적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 계리인의 역할이

새롭게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계리인의 역할은 엄밀하고 과학적인 보험경

영이 이루어질수록 기대되는 역할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계리인의 기능은 생명보험, 연금, 손해보험 등 계리인이 속해 있는 보험분

야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지며 특히 해당국가의 계리 실무수준에 따

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보험분야별로 보험계리인의 역할을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생명 보험

보험계리인은 실제 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매 회계

연도 말에는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재무제표상의

부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리인은 보험회사

의 새로운 상품개발에 참여하여 상품의 계리적인 수익성 분석(test of

profitability)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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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상품이 개발되면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

나 이와 관련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 시장전략을

자문하며 필요시에는 영업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영업

사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완전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루어지

도록 지원한다. 인수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위험에 보험료가 적절하

게 부과될 수 있도록 위험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인수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계리인은 결산시 회사의 잉여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 중 계약자 및 주주에

대하여 배당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배분방법과 실무를 지원한

다. 최근에는 자산운용계획의 작성, 자산운용계획의 방침 결정, 영업예산 및

성적평가기준 작성 등 회사의 재무관리 및 기획 측면에서 경영자를 지원하

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나 . 손해 보험

생명보험에 비하여 계리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다소 작은 듯 하나 보

험위험의 통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

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장기 간병보험 등 장기성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

회사는 계리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와 거의 동일한 계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손해보험 부문에 대해서는 계리인이 지급준비금의 확

인 정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보험 부문은 이러한 법정 의무보다

는 보험위험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부문에서의 계리인의 적극적인 역할

을 요구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에서의 보험계리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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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실적, 클레임 및 사업비 지출에 관한 통계를 작성 분석하여 장래의 사업

수지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한 영업예산의 편성과 실적 평가 등의 영업계

획을 수립한다. 매 기간별로 미경과보험료,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 등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준비금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한

다. 또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충분한지 지급여력을 평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한다.

기존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요율수준 및 요율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

고 필요시 이를 조정한다. 고위험(high risk) 물건에 대해서는 인수기준을

설정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보험조건의 조정을 통하여 인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거대위험(catastrophe)의 경우에는 인수에 따른 재

보험설계, 인수지침 및 보험요율의 산출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재보험은 보

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재보험의 형태, 최적의 보유 및 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재보험 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립형 상품의 경우 각종 위험율, 시장금리 및 경제상황의 변화가 영

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계

약인수 정책을 수립하고 보험영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시 요율 개정 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고 장기성보험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수지를 분석 관리한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시장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니즈(needs) 파악 및 이에

따른 상품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통계 분석 및 요율산출을 하게

되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품 정책 상품개발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

는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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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리인 현황

가 . 계리 인 구 분

보험계리인의 업무영역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및 투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인 보험원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각 부문별로 높

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자격시험제도를 별

도로 운영하며,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자격시험 과목 중 일부를 별도로

치르게 하여 종목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의 경우 계리인

자격시험과 별도로 투자 부문에 종사하는 계리인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하여 투자계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1> 주 요 국 의 보 험 종 목 별 계 리 인 제 도 운 영 현 황 요 약

국가 보험 종목별 계리인제도 운영 특징

영국

기초시험에서는 전 보험종목에 관한 시험을 치르며 전

문시험(400단위)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 연금중

한 부분을 전공하고 논문을 치르게 함

미국, 캐나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보험 자격제도 별도 운영

일본
기초시험은 보험종목별로 일부 분리

연금계리인 별도 운영

또한 특정 보험종목 내에서도 그 기능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 등 가치평

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전문 계리인(valu ation actu ary), 보험요율의 산출·

조정 및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가격산출 계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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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 actuary),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을 계산하고 적립된 금액의 적정성

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준비금적립 계리인

(reserving actuary)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격 측면에서는 계리인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수여하는 정계리인(fellow)과 정계리인에 이르지 못한 모든 계리인을 통

칭하여 학생(student)이라 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계리인이 되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경

우 준계리인(associate)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actuary」로 지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리인회 또는 자국

이 인정하는 타 국가의 계리인회로부터 계리인 자격을 취득한 자를 지칭하

며 추가적으로 계리인이 활동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계리인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양한 보험 유

관 산업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 각국 의 계 리인 현황

1) 영국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계리인은 약 4,300명이며 해외에서도 1,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국에서 근무하는 계리인중 50%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대부분은 투자, 퇴직연금, 정보기술 등 특화된 전문분

야에 종사하고 있다. 40%는 상당부분 퇴직연금에 관련한 컨설팅회사에 근

무하고 있다.1) 손해보험 부문에는 전체계리인중 약 300여명이 종사하고 있

1) 영국 계리인회의 인터넷 사이트 (http:// www.actuaries.org.uk) 내용 중

(In form ation abou t the facu lty an d In stitu te of Actu aries/ H istory an d stru ctu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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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표 2 > 영국 국 내 보험 회 사 수 (1997년말 현재, 외국사 지점 제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겸영사 계

162 452 58 672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90-1997.

회사당 평균 정계리인 확보 비율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9.8명이

고 손해보험의 경우 약 0.6명으로 보험계리인의 상당부분이 생명보험 연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컨설팅기관, 정부기관, 재보험회사 등 산업전

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계리인은 1995년 말 현

재 총 16,942명에 이르며 최근에는 매년 약 6%정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 미

루어 볼 때3) 1999년 현재 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표 3> 미국 생 명 보 험 계 리 인 현황 (1995년말 현재)

정계리인 준계리인 계

7,748 9,194 16,942

1998.11월 현재 미국 손해보험계리인의 업종별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of th e p rofession) 참조.
2) CAS, "N onlife Actu aries Arou n d the World ", A ctuarial Review , 1999.8

(http:// www.casact.org/pubs/ actrev/ aug99/ nonlif eact.htm) 참조.
3) 미국 생명보험 계리인회 인터넷 참조 (http:// www .soa.org/ soa_inf/ h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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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4 > 미 국 손 해 보 험 계 리 인 현 황 (1998년 11월 현재)

정계리인 준계리인 계

1,789 1,270 3,059

손해보험
생명,건강

보험
재보험

컨설

턴트

유관

기관
은퇴 기타

(정계리인)

계

875 15 228 384 95 114 78 1,789

자료 : 미국 손해보험 계리인회 인터넷 사이트.
(http:// www.casact.org.aboutcas/ memst98.htm)

<표 5 > 미국 국 내 보험 회 사 수 (1997년말 현재, 외국사 지점 제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 계

1,442 3,342 297 5,081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90-1997.

회사당 정계리인 확보비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약 3명 내외이며 손해보험

은 0.3명 수준이다. 회사별로 계리인수가 편중되어 많은 손해보험회사 정계

리인 없이 준계리인 또는 외부 계리인의 도움을 받아 계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캐나다

캐나다의 보험계리인회(The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는 미국 생명

보험 계리인회(SOA) 또는 손해보험 계리인회(CAS)의 정계리인을 취득한 경

우에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정회원(Fellow of The Canadian Institu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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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tu aries:FCIA)으로 인정되며 정계리인 시험의 절반이상 합격할 경우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표 6> 캐 나 다 손 해보 험 계 리 인 현 황 (1995년 현재)

정계리인 일반회원 계

1,975 1,225 3,200

자료 : 캐나다 보험계리인회 인터넷 자료

(http:// www.actuaries.ca/ inf ormation/ aboutactuaries/f act-e.htm).

<표 7> 캐나 다 국 내 보 험 회 사 수 (1997년말 현재, 외국사 지점 제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 계

52 90 9 151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90-1997.

캐나다의 보험계리인 수는 3200여명이며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회사별 평

균 정계리인 확보율은 약 13명으로 기타 국가에 비하여 많은 계리인을 보유

하고 있다.

4) 호주

호주의 보험계리인은 1996년 말 현재 1,320명이다. 정회원 921명중 121명

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은퇴자 105명을 빼면 실제 700여명의 정계리

인이 호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8> 호 주 보 험 계리 인 현 황

정계리인 인정계리인 준계리인 계

921 37 36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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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금

건강보험
손해보험

투자,

관리
교육 기타 은퇴

(정계리인)

계

446 74 115 10 171 105 921

자료 : 호주 보험계리인회 연차보고서 1996.

<표 9> 호주 국 내 보험 회 사 수 (1997년말 현재, 외국사 지점 제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 계

40 129 20 189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90-1997.

회사별 평균적인 보유 정계리인 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11.2명 손해보험은 약 0.6명을 확보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보험계리인회는 일반 손생보를 취급하는 계리인회와 연금계리인회

로 구분된다. 전체계리인은 일반 손생보 기준으로 1997년 3월 현재 1,692명

이며 보험회사수는 74개로 평균적으로 생명보험사는 10명 내외 손해보험회

사는 4명 내외의 계리인을 보유하고 있다.4)

<표 10 > 일 본 보 험 계 리 인 현 황 (1997년 3월말 현재)

정계리인 인정계리인 준계리인 계

813 9 870 1,692

4) 손해보험수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이유는 장기성 적립보험 때문인 것으

로 추정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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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신탁
정부 공제 은퇴

(정계리인)

계

386 125 118 26 9 149 813

자료 : "일본의 계리인교육"(미발표 보고서)에서 인용.

<표 11> 일 본 국내 보 험 회 사 수 (1997년말 현재, 외국사 지점 제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 계

41 31 2 74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90-1997.

요약

회사별 정계리인 확보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 부 문별 1 회 사 당 평 균 정 계 리인 수 (추정 )5)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생명보험 9.8 3.0
13.0

11.2 9.4 3.5

손해보험 0.6 0.3 0.6 4.0 1.9

5) 동 통계는 계리인수 및 보험회사수의 평가시점이 다소 상이하고 회사별 규모의

차이가 매우 커서 작성된 수치자체에 큰 의미는 없으나 국가별로 계리인 수급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컨설팅기관

이 여러 보험회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계리인수와 직접적인 비교

는 부적절할 수 있다. 일본 및 한국의 경우 손해보험에 종사하는 계리인 수가

많은 것은 장기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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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운영제도

보험계리인은 고용측면에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계리업무를 하는 고용계

리인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계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계리 컨설턴

트로 구분된다.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계리인 혹은 회사

외부의 계리인중에서 특별히 선임하여 특정한 계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선

임계리인(appointed actu ary)과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시 보

험계약의 평가를 위하여 선임하는 독립계리인(indep endent actu ary)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각 부문에서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고용계리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모니터하고 자문하는데

유용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선임계리인제도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독립적

으로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계리컨설턴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 선임 계리 인

선임계리인(app ointed actu ary)제도란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태를 모니터하

는 보험계리인을 특별히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재무상태 확인을 위한 업무

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간여 대신 자율적으로 이를 확

인하고 조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리제도다. 선임계리인의 역할은 일반적

으로 보험회사의 영속적인 재무적 안녕(ongoing financial w ell being)을 이

사회를 대신하여 감시하고 항상 회사의 담보력을 확인하며 회사의 재무상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에 조

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보험가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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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생명보험을 포함한 장기성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

사에 적용되고 있다. 선임계리인의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영국, 호주, 캐나

다 미국 등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주된 일차적 감독 형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선임계리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가 ) 선임

영국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 any Act) 제 19조에서는 장기성 보험사

업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계리인

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Secretary of State」에 통

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계리인은 영국 보험계리인회6)

의 정회원(fellow)이며 30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7)

선임계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계리인회로 부터 이를 허락하는 인증서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인증서는 선임계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경험이 있고, 계리인회의 계속적인 전문교육 일정들을

이수하였고, 근본적으로 선임계리인으로서 적합하고 적절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된다. 그 후에는 계리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전문 보수교육

(continuing education)의 이수 여부에 따라 매년 갱신된다. 보험계리인 선

임의무는 영국 보험회사 뿐 아니라 외국사 영국지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공제기관인 「Friendly Society」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계리인을 두어야

한다.8)

6) Facu lty of Actu aries, In stitu te of Actu aries 둘 중 하나에 가입된 정회원.
7) 영국 In su rance Com p any Regu lation , Section 96 Su bsection (1).
8) 영국의 Frien dly Society Act 1992의 Section 44에서는 동 법이 적용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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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역할

영국의 보험회사법은 모든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선임계리인의 확인서

(certificate)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성보험을 취급하는 모

든 보험회사는 매 12개월마다 선임계리인에 의한 재무상태조사를 하도록 정

하고 있다.9) 선임계리인은 조사한 내용을 미리 준비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사의 임원에게 보고하며, 이 내용은 영국의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에 송부되는 회사의 연차보고서(statu tory Annu al Return)

에 포함된다. 이 연차보고서에는 사용된 평가방법과 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선임계리인이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의 부채를 평가하는데 적절히 기록되었는가?

계약준비금이 적절히 평가되었는가?

회사가 유지해야하는 최저 지급여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신규 보험사업의 보험요율이 적정한가?

영국 보험계리인회(Facu lty of Actu aries, In stitu te of Actu aries)에서 발행한

「Gu id ance N otes」10)를 준수하고 있는가?

또한 적절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설명

하여야 한다.

Society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In su rance Com p an y Act Section 18 Su bsection (1), (2) 참조.
10) 영국 계리인회에서는 표준적인 보험계리 실무를 정한 「Gu id an ce N otes」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인은 계리업무 수행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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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임계리인의 평가(valuation), 조사(investigation)업무의 수행으로

감독관청인「DTI」는 실사를 하지 않고서도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선임계리인의 실제 역할은 이러한 법정 의무(또는 역할) 보다 훨

씬 넓다. 넓은 의미에서 선임계리인의 역할은 회사의 영속적인 재무적 안녕

(ongoing financial w ell being)을 이사회를 대신하여 감시하고 항상 회사의

담보력을 확인하며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에 조언하

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임계리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직접 조언하거나 회

의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계리인의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이사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선임계리인에

게 제공하고 이사회에 항상 참석하기로 하는 약정을 선임계리인과 채결하게

된다. 선임계리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이사회

에 제출하기 전에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들과 이를 협의한다. 이러한 권고안

은 선임계리인의 동의하에 수정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선임계리

인과 이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DTI」가 해결을 위하여

간여하게 된다. 이때 선임계리인은 「DTI」의 자문관들, 정부 계리인과 직

접 협의할 수 있는 등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권위와 지원을

받게 된다.

선임계리인은 행정적인 권한이 없으며 단지 이사회에 자문하는 수준에

그치나 영국의 많은 보험회사에서 선임계리인들이 재무최고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와 같은 상급임원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임

계리인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긴밀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계리인회의 「Guidance N otes」에는 선임계리인의 자질과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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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11)

2) 미국

가 ) 선임

미국의 보험법의 모델이 되는 「NAIC Model Regulation」12)에서 선임계

리인은 평가법(valu ation law)에 따라 회사의 연차보고서 등에 대하여 계리

의견서(statem ent of actuarial opinion)를 작성하도록 회사에서 지명한 자격

있는 계리인(qualified actu ary)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생명

보험회사와 이와 유사한 연금, 건강보험 등을 취급하는 공제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은 자격 있는 계리인을 선임하여 계리의견서를 작성하고 이

를 연차보고서에 첨부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 주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선임계리인이라는 용어 대신 자격 있는 계리인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자격에 대해서는 미국 보험계리학회(Am erican Academy

of Actuaries: AAA)의 회원인자로서 계리적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적절한 지

식을 갖춘 자로 정의하고 있다.13) 「Model」법에 따르면 선임계리인은 회

11) 세부적인 내용은 Gu id ance N ote 「GN 1 Actu aries an d Lon g- term In su rance

Bu sin ess」참조.
12) N AIC, Actu arial Op in ion an d Mom oren d u m regu lation (1994)의 section 5.

General Requ irem ent 참조.
13) 자격 있는 계리인 에 대해서는 「Qu alification Stan d ard for Prescribed

Statem en ts of Actu arial Op in ion (PASO)」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

수리적 개념과 기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계리적 지식을 요

구하는 기본교육 과 PASO의 주제와 관련한 적절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PASO와 관련한 최근의 기준과 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마쳐야 하며 타 전문인들과의 교류를 제공하는 공식 활동인

organized activ ity "에 최소한 50%이상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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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용계리인 혹은 외부의 독립계리인이 선임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선임한 경우 감독관(commissioner)에게 선임자의 이름(consulting 회사의 경

우 회사이름), 직위, 선정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 역할

영국의 선임계리인에게 기업의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재무상태의 점검 역

할이 주어진 반면 미국의 선임계리인은 매년 정기 연차보고서 작성시 해당

기간에 대한 적정한 재무적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가장 주된 업무

로는 자산 적정성 분석(asset adequ acy analysis)에 기초하여 준비금(reserve)

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한 계리적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를 매년 작성하고 연

차보고서와 함께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다. 선임계리인은 각 주별

「Valu ation Law」 및 「Actu arial Standard Board」에서 제정한 표준 계

리기준14)에 부합하는 내용과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3) 캐나다

가 ) 선임

캐나다 보험회사법15)에서는 계리인의 選任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계리인 선임시 감독관(superintenden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건은 공식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
14) Stan d ard of Actu arial Practice N o22, N o23 참조.

N o.22, Statu tory Statem ents of Op inion Based on A sset A dequ acy An aly sis by

Ap p oin ted Actu aries for Life or H ealth In su rer s.

N o.4, Statu tory Statem en ts of Op inion N ot In clu d in g an A sset A dequ acy
An aly sis by Ap p oin ted Actu aries for Life or H ealth In su rer s.

15) In su rance Com p any Act, P art Ⅵ Corp orate Govern ance Division ⅩⅣ

Actu 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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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 또는 최고 영업책임자(COO), 최고

재무책임자(CFO)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자는 감독관의 서면 허가

를 받지 않는 한 계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인을 해임

할 수 있으며 이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임하거나 임명이

취소된 계리인은 그 회사의 임원과 감독관에게 그 상황과 왜 사임을 했는

지, 임명이 취소되었는지 계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리인이 사임하거나 임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계리인의 서면 보고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다른 계리인을 임명하거나 회사계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

다. 다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리인이 15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 역할

캐나다 보험회사법16) 에서는 계리인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계약자 준비금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

가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보험수리적 방법(generally accepted actuarial

principle: GAAP)에 따라야 한다. 선임계리인은 최소한 주주총회 21일 이전

에 평가(valuation) 결과를 미리 정한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서에 선임계리인은 계리인의 의견(actuary's opinion)으로 연차보고서가 평

가결과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인은 그 회사의 임원 또는 그 임원이 선택한 감사위원회와 그 회

계기간동안 최소한 1회 이상 회동하여「GAAP」 또는 감독관이 정한 방법

16) In su rance Com p an y Act Part Ⅵ Corp orate Govern ance Division Ⅹ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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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특별히 지침에서 정한 경우 장래 예측되는

재무상태(expected financial condition)를 보고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인은 해당업무 수행 중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그 회사의 재무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정을 요하는 모든 사항을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인은 그 회사의 임원들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해야 하며 보고서

에서 언급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임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된

다. 법에 근거한 현직 및 전임 선임계리인의 구두 또는 서면 보고서는 특

히 선의의 의도로 작성된 경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선임계리인이 직무 수행상 필요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현직 및 전직임원, 직원, 종사자는 회

사의 자료에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별도의 계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회사의 계리인이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 계리인회에서 제정한 표

준계리지침인「Consolidated Standard of Practice」에서는 선임계리인의 업

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4) 일본

가 ) 선임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회사 및 적립보험 등 장기보험계약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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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보험료의 산

출방법 등 총리부령 및 대장성령에서 정한 보험수리에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또한 계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총리부령 및 대장성령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인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장대신은 보험회사에게 해당계리인

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선임계리인의 자격은 일본보험계리인회의 준회

원으로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정회원으로서 7년 이

상 종사한 자로 하고 있다.

나 ) 역할

보험업법 121조에서는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이 건전한 보험수리에 기초

해서 적립되었는가, 계약자배당 및 잉여금 배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 여부,

기타 총리부 및 대장성이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의

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견서의 사본은 지체없이

대장성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때 대장대신은 그 사본에 대하여 설명을 요

구하거나 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계리인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 계약자배당 및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 방법, 미수보험료의 산출, 지급비금의 산출, 보

험모집에 관한 계획, 생명보험모집인의 급여 등에 관한 규정작성, 기타 보험

계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손해보험 보험계

17)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인제도는 신보험업법 도입시 추가된 부분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적립형보험 및 개호보험발매로 장기성 부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의 적정성과 형평성 확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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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은 생명보험계리인 업무중 처음 세 가지 업무와 적립형보험, 개호비용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적립형보험의 계약자배당 및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에 관련한 계산, 기타 보험계리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선임계리인뿐 아니라 일반 고용계리인의 업무에 관한 표준적인 계리적 기

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운영 지침은 없으며 현재 제정을 추

진 중에 있다. 다만 선임계리인의 계리인의견서 양식 및 수록내용은 은 보

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5) 호주

가 ) 선 임

호주 보험법18)에서 생명보험회사는 선임계리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선

임이 해지된 경우에는 6주 이내에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임계리인의 자격은 일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호주 보험

계리인회의 정계리인(fellow)이어야 하며 최소한 정계리인으로 5년 이상 근

무한 자라야 한다. 다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선임계리인으로 충

분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는 선임이 가능하다.

이미 다른 사람이 선임계리인으로 유효한 경우 다른 보험계리인의 선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나 ) 역할 19)

선임계리인의 주된 법적 의무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18) Au stralia In su rance Act d ivision 3 참조.
19) 호주 보험법 Section 48, 49,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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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리인은 특정시점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한 미지급보험금 추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조사하고 적립의 적정성과 평가의 정확성,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적절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여 자신이 직접

서명한 계리인 의견서 (statem ent of actu ay' s opinion)를 작성 감독기관에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업무로는 발생된 잉여금의 할당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선임계리인에 기대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영

국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이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선임계리인의 직무에 관련

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호주 계리인회에서 제정한 표준계리지침인

「Guidance N otes」에서 기술하고 있다.20)

6) 시 사점

선임계리인은 사내의 계리적 업무수행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

회사의 의무이행, 이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조언 및 감독기관에 대

하여 일차적인 건전한 자율감독을 시행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

가 상시적으로 경영건전성 측면에서 경영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이 특히 기대

된다 하겠다.

외국의 선임계리인 제도에는 이 제도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환

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환경으로는, 첫째, 계리인은 회사의

재무적 상태와 특정 사건이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확

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임계리인은 보험계리적 전문성 뿐 아

니라 상당한 수준의 재무, 경영, 회계적 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둘째, 선임

20) 호주 보험계리인회 인터넷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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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인이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부적절

한 압력을 최소화하는 선임 및 해임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선임계

리인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접근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허용

하고 이사회 참석을 허용하여 광범위하게 회사경영에 조언할 수 있는 환경

이 필요하다.

나 . 컨설 턴트

컨설턴트는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actu arial consulting firm)을 말한다. 이들의 업무영역은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종

목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가격산출 준비금 확인과 같

은 고전적 의미의 보험수리업무 뿐 아니라 경영전반의 컨설턴트로서의 기능

도 수행할 수 있다. 개인 컨설턴트 또는 계리법인은 자기 역량 및 규모에

따라서 연금, 근재보험와 같이 특정 종목을 취급하거나, 손해보험 또는 생명

보험 전 영역을 취급할 수 있다. 대형 다국적 계리회사의 경우 전통적인 보

험업무 뿐 아니라 자가보험, 캡티브 등 위험관리 전반에 대한 계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계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만한 해당분야의 지식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증(certification)을

보험계리인회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컨설턴트 역할을 법정직무(statutory duty)로 규정하

고 있지 않으나 보험계약의 양도시 공정한 자산 및 계약의 평가자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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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독립계리인(indep endent actu ary)사용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컨설턴트

는 선임계리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용계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독립

계리인을 선임계리인으로 위촉하여 재무상태를 조사(investigation)하게 하거

나 계리적 준비금확인서(actuarial reserve certification) 또는 준비금 적정성

에 관한 의견서(opinion letter) 등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

다.

4 . 시험제도

계리인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교육과정은 계리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

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험은 계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적절한 학문적인 소양과 이를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선

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이 요구하는 최근의 지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리인 시험내용은 매년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국

가별 계리인 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미국 ·캐 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험계리인 시험을 공동으로 시행 관리한다. 따라서 대

부분의 시험과목이 같으며 세제, 법규 등 부득이하게 상이한 내용은 미국

과 캐나다로 구분해서 치른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별도로 구분하여 치

르며 일부 통계, 수학 등 기초과목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일부 과목은 인정

기준(transition rule)에 따라 서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북미의 보험

계리인 시험은 2000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즉, 커리큘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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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전체적으로 재조정되며 한편으로는 최근 보험시장 및 감독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Dynamic Financial Analysis」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예

정이다.

보험종목별로는 먼저 생명보험 계리인시험은 2000년부터 바뀌게 되는 새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21) 생명보험 계리인은 미국의 보험계리인회

(Society of Actuaries:SOA)에서 주관하며 전체적으로 8개 과정(course)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목별 합격제로 운영된다. 이 중 Course 1부터 Course 6까

지 합격하면 준계리인(associate actu ary)이 되며 Course 8까지 마친 후 연구

논문(research p ap er)를 통과하거나 추가 50 credit를 얻은 경우에는 정계리

인(fellow actuary)이 된다. 각 과정별로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u rse 1. Math em atical Fou n d ation s of Actu arial Scien ce

위험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방법을 평가한다. 미

적분학과 확률론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이 요구된다.

Cou rse 2. In terest Theory, Econ om ics an d Fin an ce .

이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무관리 기본이론이 다루어지며 미적분학과

확률론에 기초지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Cou rse 3 Actu arial M od els

보험계리적 모형과 그 사용기법(tech niqu e)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

며 아울러 실제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모형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존모형, 우연급부(con tin gency p aym ent), 복합분포이론

(com p ou n d d istr ibu tion ), 확률과정론, 파산모형 등이 다루어진다.

21) 미국 생명보험계리인회(SOA)의 「Edu cation System Redesign」 in tern et

site 참조 (http:// www .soa.org/ ean de/ redsgn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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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 rse 4. Actu arial M odelin g

모형화 과정(m od elin g p rocess)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자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상황에서 보험수리모형을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Cou rse 5. Ap p lication of Basic Princip les

상품설계, 위험분류, 가격결정, 요율산출, 마케팅, 판매, 관리, 가치평가 등을

다룬다. 또한 재무이론, 재보험이론, 사회보험, 연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담

보평가, 환경비용 등 다양한 보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Cou rse 6. Fin ance an d Investm ents

투자 및 자산관리 부분에서의 보험수리적 내용을 다룬다. 자본시장의 각종 투

자 방법, 파생금융이론, 포트포리오관리, ALM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Cou rse 7. Ap p lied M odellin g

보험수리적 모형설정의 실제적 문제를 다룬다.

Cou rse 8. Adv anced Actu arial Practice

이 과정은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In div idu al In su rance

개인보험의 상품개발, 설계, 마케팅, 가격결정(p ricin g), 가치평가(v alu ation),

회계보고 등을 다루게 된다.

H ealth , Grou p Life an d Man aged Care

단체생명보험과 의료비 치과의료비 장기간병, 휴업손실 등의 단체담보

(grou p cover age)에 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다. 또한 H MO 등 미국의

의료제도 및 전달체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In vestm en ts

자산부채관리(ALM)을 이용한 투자 및 자산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는 op tion p ricin g theory , ALM, solven cy 이론 등이

다루어진다.

Retirem en t Ben efits

미국 또는 캐나다의 연금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금 및 퇴직연금의

설계, 보험수리적 평가, 연금관련 법률적 사항, 연금 fu n din g,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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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계리인시험은 미국의 손해보험계리인회(Casu alty Actu arial

Society :CAS)에서 주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2000년부터 대폭 바뀌

게 된다.22) 생명보험의 기초과목인 Course 1부터 Course 4까지는 손해보험

에서도 공통으로 치르며 Course 5부터 Course 7까지 마치게 되면 준계리인

(Associate)이 되며 Course 8, 9를 마친 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정계리인

(Fellow)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u rse 5 In trod u ction to Prop erty & Casu alty In su rance an d Ratem akin g

손해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이론, 요율산출이론,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

Cou rse 6. Reservin g In su rance Accou ntin g Prin cip les an d Rein su rance

준비금 적립방법, 표준계리기준, 「Statem ent of Prin cip les」,「Dyn am ic

Fin an cial An alysis」,보험회계, 사업비 분석, 기타 재무정보의 이용. 재보험,

재보험 회계

22) 1999년 현재 적용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Part 1. Calcu lu s an d Linear Algebra
Part 2. Probability an d Statistics
Part 3A Ap p lied Statistical Meth od s
Part 3B Introdu ction to Prop erty an d Casu alty In su rance
Part 3C N u m erical Meth od s
Part 4A Interest an d Life Contin gencies
Part 4B Credibility Theory an d Loss Distribu tion s
Part 5A Princip les of Econ om ics, Theory of Risk an d In su ran ce
Part 5B Fin an ce
Part 6 Prin cip les of Ratem akin g an d D ata for Ratem akin g
Part 7 Prem iu m , Loss, an d Exp en se Reserves; Isu ran ce Accou n tin g,

Exp en se An alysis, an d Pu blished Fin ancial Inform ation
Part 8 Tort Law an d Statu tory In su rance; Regu lation an d Regu latory

Issu es
Part 9 Adv anced Techniqu es; In divid u al Risk Ratin g
Part 10 Fin ancial Op eration s of In su rance Com p anies; Rein su rance,

Assets, Valu ation , Solven cy, an d Cap 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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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 rse 7. Ann u al Statem ent, Texation , an d Regu lation (Can ad a/ U .S.)

불법행위법, 보험법 및 관련 규정, 국영보험, 재무보고, 사업비 보고, 지급여

력 등

Cou rse 8. Investm en t an d Fin ancial An aly sis

투자론, DFA, ALM, 잉여금 적정성 및 재무위험관리, 가치평가 등

Cou rse 9. Adv anced Ratem akin g, Ratin g Plan s an d Rate of Retu rn

공제액별 요율산출, 경험요율법, 소급요율법, 위험할증, 등급분류 등

캐나다에서 보험계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SOA 및 CAS의 보험계리

인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3년간의 실무수습을 해야 하며 특히 18개월 이상

캐나다의 보험실무를 마쳐야한다.

나 . 영국

영국의 보험계리인 시험은 런던, 옥스포드(Oxford)에 기반을 둔 「the

Faculty of Actu aries」와 에딘버그(Edinburg)에 기반을 둔 「Institu te of

Actuaries」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한다. 영국의 시험제도는 오는 2000

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시험은 100, 200, 300 및 400 단위 시

험으로 구분된다. 100 단위 시험은 종전의 1단계(stage one) 시험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100단위 시험은 총 9

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200 단위는 신설된 과목으로 새로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며 계

리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 계리적인 정보를 얼마만큼 잘 전달하는가를

시험하는 과목이다. 300 단위 과목은 종전의 제2단계(second stage)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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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험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영국의 계리제도는

「associate」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fellow」칭호를 얻

을 수 있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01 Statistical Modellin g

102 Fin ancial Math em atics

103 Stoch astic Modellin g

104 Su rvival Models

105 Actu arial M athem atics 1 (생명 및 건강 연금보험수리)

106 Actu arial M athem atics 2 (손해보험 수리)

107 Econ om ics

108 Fin ance an d Fin an cial Rep ortin g

109 Fin ancial Econ om ics

201 Com m u nication s

301 In vestm en t an d A sset M an agem ent

302 Life In su rance

303 General In su ran ce

304 Pen sion s an d other benefits

401* UK Fellow ship Investm ent

402* UK Fellow ship Life In su rance

403* UK Fellow ship General In su rance

404* UK Fellow ship Pen sion s an d other ben efits

400 단위 시험은 네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2개의 논술시험을 치르게

된다. 상기 시험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FIA (Fellow of Institute of

Actuaries) 또는 FFA (Fellow of Faculty of Actu aries)가 된다. 대학에서 보

험수리를 전공한 경우에는 100단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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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미국 보험계리인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도 과목별로 상응하는 과

목을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 . 호주 23)

호주의 보험계리인 시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PartⅠ시험은

호주 보험계리인회에서 직접 시험을 주관하지 않고 호주의 보험수리를 가르

치는 Macqu arie University 또는 Melbourne University 등에서 보험수리를

수학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게 되며 보험계리학과를 다니지 않은 자의 경우

에는 호주에서 영국 보험계리인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시험을 대신하도록

한다. Part Ⅱ에서는 Macquarie University 와 Melbourne University에서 주관

하며 별도의 시험 없이 인증(accreditation) 또는 면제(exemption process) 된

다. Part Ⅰ과 Ⅱ를 마친 경우 준계리인(Associate)이 된다. 준 계리인이 된

후 Part Ⅲ를 마치게 되면 정계리인이 된다. Part Ⅲ 시험은 매년 10월 중순

IAA에서 주관하여 시행되며 1일에 1과목씩 5일에 걸쳐 시행된다. 외국의

정계리인이 호주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동안 적절한 계리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계리인(accredited m ember)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상 호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계리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주 계리인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Ⅰ24)

23) 호주 계리인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호주보험계리인회(Th e In stitu te of

Actu aries of Au stralia :IAA) intern et site (http:// www .actuaries.asn .au/)에서 제공

하는 syllabu s 참조.
24) 이 과정은 2000년 영국의 시험과목 변경시 동시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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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ancial Math em atics

Statistics

Econ om ics

Accou ntin g & Fin ance

Actu arial M athem atics

Fu rther Actu arial M athem atics

Statistics for In su rance

Actu arial Statistics

Part Ⅱ

Actu arial Control Cycle

Part Ⅲ

In vestm en t Man agem en t

Life In su rance

General In su ran ce

Su p erannu ation an d Other Em p loyee Benefits

Fin ance

라 . 일본 25)

일본 계리인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험은 수학 통계

및 기초적인 보험수리를 다루고 있으며 2차 시험은 보험코스와 연금코스로

나누어 보다 전문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보험과 연금은 별도의 자격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보험코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부문으로 구분되며 별

도의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각 시험별로 다루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일본 보험계리인회 (In stitu te of Actu aries of Jap an) 인터넷 자료 참조

(http:// www .iaj -web.or.jp/ exam/ index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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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 험

수학 1 : 확률

확률변수 및 분포, 평균치 분산, 합의 분포, 적률 및 적률 모함수, 대수의

법칙 및 중심극한정리, 기타 확률에 관한 사항

수학 Ⅱ: 통계

통계적 추정, 구간추정, 통계적 검증, 분포론 및 표본조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기타 통계에 관한 사항

보험수학 1 : 보험수학 기초

이자론, 생명표 및 생명함수,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수학의 기

초적 이론에 관한 사항

보험수학 2 : 보험수학 응용

영업보험료, 해약환급금, 연생보험, 연생연금보험, 기초율의 변경, 기타

보험수학의 응용에 관련되는 사항

연금수리 : 연금수리와 연금재정 기초

연금수리의 기본원리, 계산기초율, 재정방식, 책임준비금 및 과거근무채무,

수리적 손익분석, 기타 연금수리와 연금재정의 기초에 관한 사항

회계·경제 : 회계, 경제 , 투자이론

(회계) 기본이론, 기업회계의 기구·제도, 비용·수익의 측정, 자산의 평

가(경제)경제학의 기초이론 (투자이론) 투자의 기본개념, 포트포리오이

론, 채권 투자분석, 주식투자분석

제 2차 시 험

보 험 코 스

보험 1: 보험상품 실무

(생명보험) 영업보험료, 해약환급금, Asset Sh are, 기초율 간의 상호관계,

변액보험 단체보험 의료보험, 재보험, 계약세제

(손해보험) 요율산출에 관한 기초지식, 순보험료 및 영업보험료, 적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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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재보험, 계약 세제

보험 2 : 보험회계·결산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의 회계, 계리, 세제, 계약자 배당, 사업비 관리

분석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의 회계, 손익분석, 세제, 지급능력

연 금 코 스

연금 1 : 적격 퇴직연금제도 및 연금관계 세무·회계

적격 연금제도의 설계·재정·운영(후생연금기금제도와의 비교 포함),

퇴직금제도, 적격퇴직연금제도 및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세무·회계

연금 2 : 공적 연금제도 및 후생연금 기금제도

공적 연금제도(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등), 후생연금기금의 목적과 관련

한 설립과 운영, 후생연금 기금의 설계, 재정, 업무위탁, 후생연금기금

연합회의 목적 사업

마 . 국제 계리 인회 의 「 Globa l Standa rd Guide line」 26)

국제 보험계리인회(International Actu arial Association:IAA)27)은 전세계

계리인들간의 계리실무의 통일성을 높이고 계리인의 자격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계리인 시험과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1994년

26) Intern atioal Actu arial Association , IA A Education Guideline and Sy llubus, 1998.
27) 전 세계의 계리인회 및 개별계리인을 회원으로 둔 국제적인 계리인 연합회로

우리나라는 「Observer Mem ber」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회 산하에는 손해보

험 수리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ASTIN (Actu arial STu d ies In N on -life

in su rance), 보험계리적 측면에서 재무적 위험을 연구하는 AFIR(Actu arial

Ap p roach for FIn ancial Risks) 및 컨설팅 계리인을 위한 IACA (Intern ation al

Association of Con su ltin g Actu aries)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계리관련 논문들을 발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

넷 사이트 참조 (http:// www .actuar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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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1998년에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세계의 주요 금

융협의체 및 보험계리인회에 통보하였다. 이 안에서는 「IAA」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표준적인 시험과목을 토대로 자국의 시험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IAA」에서 제안한 기

준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가까운 시일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8) 「IAA」에서 정한 기준과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Fin ancial M athem atics

자산형태 및 증권시장 개요, 이자론, 투자위험, 시장모형 등

2. Probability an d Mathem atical Statistics

기초통계학 및 확률론, 통계적 추정, 가설검증, 자료분석 등

3. Econ om ics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4. Accou ntin g

회계원론, 기업회계구조 등

5. M odellin g

계리모형구조, 시나리오 테스트, 민감도 분석 등

6. Statistical Meth od

회귀모형, 시계열분석, 생존분석, 모수적 및 비모수적 분석, 신뢰도, 파산이론

등

7. Actu arial M athem atics

각 보험분야별 보험수리, 가격결정, 준비금 수리, 재보험 등

8. In vestm en t an d A sset M an agem ent

각종 투자방법, 투자관련 규제 및 세제, 투자의 평가, 포트포리오 선택, 포트포

리오 관리 등

28) Proceedin gs of 25th In tern ation al Con gress Of Actu aries, "Jap an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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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in cip les of Actu arial m an agem ent

위험의 평가, 상품의 설계 및 개발, 준비금 및 부채의 평가, 자산과 부채의 관

계, 지급능력, 잉여금의 계산 및 배분 등

10. Profession alism

직업지침, 표준계리적 방법, 계리인의 직업적 역할 등

상기의 과목들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계리인像에 대한 지향점

을 가늠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시험과정은 충분한 수학, 통계학, 재무 및 경

제이론을 토대로 보험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무적 거래를 모형화하여 평

가 분석하는 보험기업의 총체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에 필요로 하는 기본

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 시 사점

외국의 보험계리인 시험제도는 계리인의 선발보다는 시험과정을 통하여

기본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험제도의 운영방법 중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

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험과목은 계리인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식과 상당한 量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양과 수준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험과정 준비에 대한 지원으로 사전에 학습범

위와 수준을 알려주고 기출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가 출제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수험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수험

교재의 경우에도 최신의 연구자료 또는 책자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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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신의 지식으로 시장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시험운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채택함으로써 한

과목의 성적이 타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시험 과목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합격시키는 제도로 운영된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 모두는 국내 제도의 개선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 표준 계리기준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보험선진국에서는 표준적인 계리적 기준을 정하고

보험계리인의 계리실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29) 이 지침은 국가별로 기

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수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계리업무방

법과 계리인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보험계리인은 실무지침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무에 해당 사례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는 방법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업무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지침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계리실무

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시장변화에 맞추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표준계리지침의 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미국 의「 Act ua ria l Standa rds of Pract ice」

1) 개요

미국의 경우 미국 계리인 학회(American Academy of Actuaries:AAA) 내

29) 일본의 경우 표준 계리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인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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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계리 기준회(Actu arial Standard Board :ASB)30)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연금을 총괄하여 표준 계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의할만한 특

징으로는 이 지침 작성시 「AAA」경영진의 영향이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있는 계리실

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리인이 주체가 되어 개정 또는 제정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보험계리인의 행동지침인「code of conduct」의

「Precept 4」에서는 계리인에 의하여 또는 그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계리

서비스는 표준계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계리인이 가

장 최근의 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30) ASB는 표준계리기준을 제정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AA내의 소

기구다. 이 곳에서는 계리실무 전반에 대하여 내부 소위원회-손해보험, 건강보

험, 생명보험, 연금 및 일반 위원회-를 통하여 표준계리기준의 개발, 관리, 계속

적인 수정 보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표준계리기준이 작성 입안되는 절차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개인회원 또는 소위원회에서 표준계리기준 제안서를 ASB에 제출한다. 이 제안

서에는 새 기준의 제안내용,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시급성, 다른 기준에

미치는 영향, 작성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ASB는 필요한 작

업 소위원회를 할당한다.
2. 제안서에 대한 요약본을 작성하고 이 내용은 ASB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회원

들에게 공개되며 초기단계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 작업 소위원회에서는 시안(draft)을 작성하고 ASB에 공개여부에 대한 투표를

거친 후 가결된 경우 시안의 배경 및 내용설명, 논쟁사항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첨부하여 ASB 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게 된다.
4 . ASB는 시안의 문구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ASB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

도록 후속 소위원회를 지정하여 검토작업을 할 수 있다. ASB에 의하여 시안에

승인이 이루어지면 「exp osu re draft」의 형태로 회원들에게 배포된다.
5. 의견수렴과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쳐 2차 「exp osu re draft」가 만들어지며 소

위원에서 최종적인 시안을 만들어 내부 의결을 거친 후 ASB에 최종안을 제출

하게 되며 ASB는 이를 채택하거나 수정과정을 다시 거치게 할 수 있다. 채택

된 기준은 회원들에게 우편 송부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ASB의 「Actu arial
Stan d ard Board Procedu res Man u al 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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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지침은「AAA」회원에게 배포되며 인터넷사이트에 전문이 공개되

어 있다.31)

2) 수록내용

표준계리기준은 4개의 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Ⅰ에서는 목

적, 범위 및 발효일등을 기재하며 Section Ⅱ에서는 본 기준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Section Ⅲ에서는 본 내용으로 이슈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실무 권고내용을 담고 있으며 Section Ⅳ에서는 기타 보

고, 공개 등 후속사항(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을 수록하고 있다.

표준계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부 이슈별로 작성된다.

Actu arial Stan dards of Practice

N o.1, The Redeterm in ation (or Determ in ation ) of N on- Gu aranteed Ch arges

an d / or Benefits for Life In su rance an d Ann u ity Contracts

N o.2, Recom m en d ation s for Actu arial Com m u nication s Related to Statem ents

of Fin ancial Accou n tin g Stan d ard s N os. 87 an d 88

N o.3, Practices Relatin g to Continu in g Care Retirem ent Com m - u nities

N o.4, Measu rin g Pen sion Obligation s

N o.5, Incu rred H ealth Claim Liabilities

N o.6, Measu rin g an d Allocatin g Actu arial Present Valu es of Retiree H ealth

Care an d Death Benefits

N o.7, Perform in g Cash Flow Testin g for In su rers

N o.8, Regu latory Filin gs for Rates an d Fin an cial Projection s for H ealth Plan s

N o.9, Docu m entation an d Disclosu re in Prop erty an d Casu alty In su ran ce

Ratem akin g, Loss Reservin g, an d Valu ation s

31) 미국 AAA의 인터넷사이트 (http:// www .actuary .org/ standard.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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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10, Meth od s an d Assu m p tion s for Use in Stock Life In su rance

Com p any Fin ancial Statem en ts Prep ared in Accord ance w ith GAAP

N o.11, Th e Treatm ent of Rein su ran ce Tran saction s in Life an d H ealth

In su rance Com p any Fin ancial Statem en ts

N o.12, Con cernin g Risk Classification

N o.13, Tren d in g Procedu res in Prop erty / Casu alty In su rance

Ratem akin g

N o.14, When to Do Cash Flow Testin g for Life an d H ealth In su rance

Com p anies

N o.15, Divid en d Determ in ation an d Illu str ation for Particip atin g In divid u al

Life In su rance P olicies an d Annu ity Con tr acts

N o.16, Actu arial Practice Concern in g H ealth Mainten ance Organization s

an d Other M an aged-Care H ealth Plan s

N o.17, Exp ert Testim ony by Actu aries

N o.18, Lon g-Term Care In su ran ce

N o.19, Actu arial Ap p raisals

N o.20, Discou n tin g of Prop erty an d Casu alty Loss an d Loss Adju stm en t

Exp en se Reserves

N o.21, Th e Actu ary ' s Resp on sibility to the Au d itor

N o.22, Statu tory Statem ents of Op inion Based on A sset A dequ acy An aly sis by

Ap p oin ted Actu aries for Life or H ealth In su rer s

N o.23, Data Qu ality

N o.24, Com p lian ce w ith the N AIC Life In su rance Illu str ation s Mod el

Regu lation

N o.25, Credibility Proced u res Ap p licable to Accident & H ealt, Grou p Term

Life, an d Prop erty / Casu alty Coverages

N o.26, Com p lian ce w ith Statu tory an d Regu latory Requ ire- m ents for th e

Actu arial Certification of Sm all Em p loyer H ealth Benefit Plan s

N o.27, Selection of Econ om ic Assu m p tion s for Measu r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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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sion Obligation s

N o.28, Com p lian ce w ith Statu tory Statem ent of Actu arial

Op inion Requ irem en ts for H osp ital, Medical, an d Dental Service or

In d em nity Corp oration s, an d for H ealth Main ten an ce Organization s

N o.29, Exp en se Provision s in Prop erty / Casu alty In su ran ce Ratem akin g

N o.30, Treatm ent of Profit an d Contin gen cy Provision s an d the Cost of

Cap ital in Prop erty / Casu alty In su ran ce Rate m akin g

N o.31, Docu m en tation in H ealth Benefit Plan Ratem akin g

N o.32, Social In su rance

N o.33, Actu arial Resp on sibilities w ith Resp ect to Closed Blocks in Mu tu al

Life In su rance Com p an y Conversion s

A ctu arial Com pl iance G u id el in es

N o.1, An Actu ary ' s Gu ide to Com p lian ce w ith Statem ent of Fin ancial

Accou ntin g Stan d ard s N o. 87

N o.2, For Statem ent of Fin ancial Accou ntin g Stan d ard s N o. 88

N o.3, For Statem ent of Fin ancial Accou ntin g Stan d ard s N o. 106 Em p lo

-yer s' Accou ntin g for P ostretirem ent Benefits Other Th an Pen sion s

N o.4, Statu tory Statem en ts of Op inion N ot In clu d in g an A sset A dequ acy

An alysis by Ap p oin ted Actu aries for Life or H ealth In su rer s

나 . 캐나 다의 「 Standa rds of Pract ice」

1) 개요

캐나다의 경우에도 보험계리인회에서 표준 계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보험계리인은 표준 계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표

준 계리기준의 작성에 관해서는 표준계리기준 뒷부분의 「Du e Proc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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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of Standards of Practice」에서 세부적인 처리절차를 정하고 있으

며 미국의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2) 수록내용

전체 규정을 하나로 묶은 「Consolidated Standards of Practice」의 주

요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 RT 1 G EN ERA L

1. In trod u ction

2. Defin ition s

3. Ju d gem en t

4 . Ap p lication

5. W ork

PA RT 2 CA PITA LIZED V A LU ES

6. Scop e

7. Meth od

8. Assu m p tion s

9. Tran sfer Valu e from a Registered Pen sion Plan

10. Cap italized Valu e of Pen sion Plan Benefits for a Marriage Breakd ow n

11. Prescribed assu m p tion s on Econ om ic M atter s

PA RT 3 PEN SIO N PLA N S

12. Scop e

13. Meth od

14. Assu m p tion s

15. Fu n d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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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ccou n tin g in th e Plan ' s Fin ancial Statem ents

17. Accou n tin g in th e Sp on sor ' s Fin ancial Statem en ts

18. Rep ortin g

PA RT 4 IN SU RER S

19. W ork of the Ap p oin ted Actu ary

20. Pu blish ed Fin an cial Statem ents

21. Valu ation of Policy Liabilities: General

22. Valu ation of Policy liabilities: P & C In su ran ce

23. Valu ation of Policy liabilities: Per son al In su rance

24. Dyn am ic Cap ital Adequ acy Testin g

25. Particip atin g Policyh older s

D u e Process for A pprov al of Stan dards of Practice

다 . 영국 의 「 Guidance Notes」 32)

1) 개요

영국의 보험계리인 협의회(the Councils of the faculty and Institu te of

Actuaries)에서는 「Guidance N ote」를 제정하여 선임계리인을 포함한 계리

인의 역할, 보고서 작성시 고려사항 등 각종 계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다. 이 지침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및 공제에 관한 사항까지 망

라하고 있다. 이 지침은 보험계리인회의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

며 입안이 되는 경우에도 시안(draft)에 대한 계리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하여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

32) 영국보험계리인회 인터넷 사이트 (http:// www .actuaries.org.uk/ home2.html)의

Pu blication 페이지의 Manu al of Actu arial Practice (Gu id ance N ot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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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록내용

GN 1 Actu aries an d lon g-term in su rance bu sin ess

GN 2 Fin ancial Con d ition Rep orts

GN 3 Certificates for the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cu rity an d th e

Dep artm en t of H ealth an d Social Services for N orthern Irelan d

GN 4 In solvency of em p loyer s: safegu ard of occu p ation al

p en sion schem e contribu tion s

GN 5 Actu aries advisin g n on-UK lon g-term in su rer s on

fin ancial sou n d ness

GN 6 A dvice on Policyh old ers Protection Act 1975

GN 7 The role of actu aries in relation to fin ancial statem ents of in su rer s

an d in su rance grou p s w ritin g lon gterm bu siness an d their relation -ship

w ith au ditors

GN 8 A d dition al gu id ance for Ap p ointed Actu aries an d ap p rop riate

actu aries

GN 9 Retirem ent benefit schem es - actu arial rep orts

GN 10 Valu ation of rever sion s an d life in terests

GN 11 Retirem ent benefit sch em e - tran sfer v alu es

GN 12 General in su rance bu siness: actu arial rep orts

GN 13 Actu arial statem ents requ ired in conn ection w ith the Statem ents of

Fin an cial Accou ntin g Stan d ard s N o 87 an d N o 88

GN 15 Tran sfer of lon g-term bu siness of an au th orized

in su rance com p any - role of the in dep en d ent actu ary

GN 16 Retirem ent benefit sch em es - bu lk tran sfers

GN 17 Accou n tin g for p en sion costs u n d er Statem ent of

Stan d ard Accou ntin g Practice N o 24

GN 18 Certificate of loss reserves for th e In tern ation al In su r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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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artm ent

GN 19 Retirem ent benefit sch em es - w in din g-u p an d sch em e

asset deficiency

GN 20 Actu arial rep ortin g u n d er th e Lloyd ' s v alu ation of

liabilities ru les

GN 21 Actu arial rep ortin g on p ost-retirem ent m edical p lan s

GN 22 Disclosu re - PIA ru les

GN 23 Life in su rance com p any take-overs

GN 24 The actu ary as exp ert w itness

GN 25 Investm ents - derivative in stru m en ts

GN 26 Pen sion fu n d term in ology

GN 27 Retirem ent benefit sch em es-m inim u m fu n din g requ irem ent

GN 28 Retirem en t ben efit sch em es-adequ acy of ben efits for contr actin g-ou t on

or after 6 Ap ril 1997

GN 29 Occu p ation al p en sion sch em es - actu aries advisin g th e tru stees or a

p articip atin g em p loyer

GN 30 Com p en sation for p rofession al sh ortcom in gs

GN 31 Actu aries an d ap p rop riate p erson al p en sion sch em es in term s of the

Pen sion s Act 1995

GN 32 Actu aries an d frien dly societies: general in su ran ce bu siness

GN 33 Actu arial rep ortin g for Lloyd ' s Syn dicates w ritin g US bu siness

라 . 호주 의 「 Profes s io na l Standa rds」 와 「 Guidance Notes」

1) 개요

호주의 보험계리인회에서는 「Professional Standards」와 「Guidance

N otes」를 발간하고 있다. 「Professional Standards」는 계리분야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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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가 이루어진 계리실무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수록하고 있지 않으나 고려해야할 기본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Guidance

N otes」는 다음의 세 경우에 발간된다. 즉,「Professional Standards」의 내

용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이를 보충하고자 할 때, 그리고 공감대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아 「Professional Standards」를 발행하기 전에 시험기간

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Guidance N otes」중 일부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33) 이 기준은 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 기타 기준으로 구분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수록내용

In v estm ent Stan dard s

PS101 Investm ent Perform an ce Measu rem ent an d Presentation

Investm ent Gu id ance N otes

GN 150 Treatm ent of Deferred Tax Liability for Un realised Cap ital Gain s

GN 151 Investm en t Advice

Life In su rance Stan d ards

PS200 Actu arial Rep orts an d Advice to a Life In su rance Com p an y

Life In su rance Gu id ance N otes

GN 250 The Ap p oin ted Actu ary

GN 252 Actu arial Ap p raisals of Life In su rance Bu sin ess

G en eral In surance Stan dards

PS300 Actu arial Rep orts an d Advice on Ou tstan d in g Claim s in General In su rance

33) 특히 계리인의 확인서(actu arial certificate)를 발행할 때에는 의무기준

(M an d atory Gu id ance N otes)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47 -



G en eral In surance G u idan ce N otes

GN 351 Prem iu m Rate Certification for the N SW M otor Accid ents Schem e

Sup erannu ation Stan d ards

PS400 In vestigation of Defined Benefit Su p erannu ation Fu n d s

PS401 Su m m aries of Actu arial Rep orts on th e Fin ancial Con dition of Defined

Benefit Su p eran nu ation Fu n d s

PS402 Determ in ation of Accru ed Ben efits for Defined Benefit Su p eran nu ation

Fu n d s

Sup erannu ation G u idance N otes

GN 450 Cost of Death an d Disability Benefits

GN 451 Un segregated Su p eran nu ation Liabilities

GN 452 Segregated A ssets

GN 454 AAS 25 "Accru ed Ben efits" u n der Defined Benefit Su p eran nu ation

Fu n d s

GN 455 Pre 1 Ju ly 1988 Fu n d in g Credits (PJFCs)

GN 456 Prep aration of Ben efits Certificates Requ ired u n der the Su p erannu ation

Gu arantee (A dm inistration ) Act 1992

GN 457 Ben efit Certificates for "Deem ed " Defined Ben efit Fu n d s

GN 458 Level of Em p loyer Su p p ort - Gu idelin e 13 of the Gu idelines for th e

Av oid ance of Discrim in ation on th e Grou n d s of Sex, Marital Statu s or

Pregn ancy in Relation to Su p erann u ation

GN 459 Paym ents from Su p erann u ation Fu n d s to Em p loyer s

GN 460 Pru den tial Rep ortin g to Tru stees an d th e Regu lator

GN 461 Fu n din g an d Solvency Certificates

GN 462 Calcu lation s Relatin g to Tran sition al Reason able Ben efit Lim its

GN 464 Determ in ation of Allocated Su rp lu s Am ou n ts for th e Pu rp oses of th e

Su p eran nu ation Contribu tion s Tax(Assessm ent an d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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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 er Stan dard s/ G u id an ce N otes

PS500 Continu in g Profession al Develop m ent

PS551 Actu aries an d Au d itor s "The Au ditor' s u se of the w ork of th e Actu ary an d

th e Actu ary' s u se of the w ork of the Au d itor in con nection w ith the

p rep aration an d au dit of a Fin an cial Rep ort"

마 . 시사 점

표준계리기준은 실무적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의 계리적 기준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리실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누적된 경험과 기술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준은 구체

적으로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개념과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계리인의 전문가

적 자질과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보험계리제도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6 . 교육제도

계리인에 대한 교육은 계리인 준비과정을 위한 교육과 계리인이 된 이후

의 계리인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관하는 평생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이 있다. 보험계리인은 이러한 제도적인 교육뿐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항상 최근 수준의 지식과 기술수준으로 계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절에서는 사전 교육 측면에서의 대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보수교육인 평생교육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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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학 교육

1) 미국

계리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로는 Ball State University, Drake University,

Univ . of Iow a, Univ.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Univ . of

Wisconsin 등 40여개가 있으며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주로 준계리인 시험의 기초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석사과정

은 준계리인의 후반부 시험과정과 연계되어 있다34). 영국과는 달리 계리학

과를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시험면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학사 및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은 2000년 부로 변경되는 보험계리인 시험과정에 맞추

어 수정 편성되고 있다.35)

2) 캐나다

보험계리학과를 개설한 학교로는 Concordia University, Ecole d' actu

-ariat, Universite Laval, Sim on Fraser University, Univ . of Alberta, Univ .

of Calgary, Univ. of Manitoba, University de Montreal, Univ . of Toronto,

University of Waterloo, Univ . of Western Ontario, York University 이 있

으며 이 중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보험계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과정으로

는 학사, 석사과정이 주로 개설되며 통계학 등과 연계하여 박사 과정이 개

설되기도 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교수진으로 박사학위와 계리인 자격 모두

34) 각 학교별 교과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손해보험 계리인회(CAS)의 인

터넷 사이트 (http:// www .casact.org/ links/ links.htm) 참조.
35) 따라서 교과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한다. 학교별 구체적인 내용은 CAS

의 인터넷 링크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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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득한 자를 선호하는 추세다. 교과과정은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 비하여

잘 짜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표 13 > W aterlo o대 학 의 대학 원 교 과 과정 예 시 (보 험 관 련 부분 )36)

교 과 과 정 (* 표시는 수시 개설)

* Actu arial Math em atics

* Life, H ealth an d Pen sion Coverages

* Pricin g an d Valu ation

* Investm ent of In su ran ce Fu n d s

* Design, M arketin g an d Risk Selection

* Fu n d in g an d Fin ancial Rep ortin g

Risk Theory

Loss Distr ibu tion s an d Credibility

In trodu ction to the Mathem atics of Dem ograp h y

Selection of Risks I

* Selection of Risks II

In trodu ction to Pen sion Math em atics

* Fu n d in g of Pen sion Plan s

* An aly sis of Fin ancial Statem en ts

* Taxation of Life In su ran ce

In su rance Law

Top ics in Prop erty / Casu alty In su ran ce

Casu alty In su rance II

* Credibility Theory an d Exp erien ce Ratin g .

* Investm ents

* In su ran ce an d Pen sion Inform ation System s

* Valu ation of Liabilities

36) 교과과정은 보험수리 이외의 기본적인 과목을 이수해야하며 보험수리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부분은 표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 (http://

setosa.uwaterloo.ca/ S tats_Dept.html)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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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m atical Meth od s of Loss Reservin g

* Social In su ran ce

M odern Fin ancial Th eory

* Grou p Life an d H ealth In su rance

Top ics in Actu arial Science

Sem in ar in Actu arial Scien ce

< 표 14 > W at erlo o 대학 의 학 부 과정 예 시 (보 험 관 련 부분 )

교 과 과 정

Math em atics of Investm en t

Math em atics of Fin ance

Introdu ction to Actu arial Math em atics

Life Con tin gencies 1

Life Con tin gencies 2

Gradu ation of Life Tables

In trodu ction to Casu alty In su rance

Loss Mod els

Credibility an d Ru in Th eory

An aly sis of M ortality Data

Introdu ction to Dem ograp hic Statistics

Math em atical M odels in Fin an ce

Basic Pen sion M athem atics

In su ran ce Law

Casu alty In su rance

3) 영국

대학교육과정은 보험계리인을 양성하는 주된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타 분야의 학사이상 취득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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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 a」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석사 이하의 과정은 주

로 해당국가의 계리인 시험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보험계리인 시험 중 초기 시험-현행 A부터 D까지의 과목, 2000년

이후에는 100단위 과목-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37) 보험계리학과를 개설한 학교로는 London School of

Economics, City University, Heriot-Watt University, Univ . of Bath, Univ.

of Kent at Canterbury를 들 수 있다.

<표 15 > 런 던 City 대 학 의 Diplo m a과 정 교 과 예 시

교 과 과 정

Part 1

Fin ancial Risk Man agem ent an d Con trol (66 h ou r s)

Com p u tin g:Sp read sheets an d Statistical Packages (12h ou rs)

Part 2

Strategy an d Bu siness (18 h ou rs)

다음의 6 과정 중 4개

Investm en t an d A sset M an agem ent (36 h ou r s)

Life In su ran ce (36 h ou rs)

Gen eral In su ran ce (36 h ou rs)

Pen sion s (36 h ou r s)

Deriv ative Secu rities. (36 h ou r s in term 2)

Marketin g of In su ran ce an d Related Fin an cial Services. (36 h ou r s)

37) 1994-1996년의 경우 영국의 보험계리관련 Dip lom a 이상을 받은 학생 중 85%이

상이 초기 시험의 8 과목 중 6과목 이상 면제받았으며 70%는 8과목 모두 면제

를 받았다고 한다.(City Un iver sity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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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다음의 과정에서 4 u nit 이수

Op tion al Cou r ses Actu arial H istory an d Philosop hy (1 u nit)

Gen eralised Linear Mod els(1 u nit)

Gen eralised Ad ditive M od els(1 u n it)

Mu lti-State M od els (1 u nit)

Fin ancial an d Risk Man agem en t in Com m ercial Ban ks(1 u n it)

Life Office Modellin g . Prerequ isite : Life In su ran ce(1 u nit)

Stoch astic Mod ellin g (1 u n it)

Asset-liability Man agem ent (1 u nit)

Treasu ry an d Corp orate Risk Man agem en t(1 u nit)

Prop erty Investm ent An alysis an d Secu ritisation .(2 u n its)

Rein su rance (2 u n its)

Marin e, Aviation an d Tran sp ort In su rance .(2 u nits)

Claim s Man agem ent . (2 u nits)

Equ ity Investm ent Man agem ent . (2 u nits)

Fixed Incom e Portfolio Man agem ent . (2 u nits)

4) 호주

호주의 보험계리에 대한 대학교육은 1967년 Macquarie University에서 시

작되었다. 현재는 이 대학을 비롯하여 Univ. of Melbourne, Univ . of NSW,

Au 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등에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사, 석사

및 Diplom a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8)

38) 호주 대학에서 가르치는 계리인과 산업에 종사하는 계리인간의 급여격차가 큰

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계리인 1인당 일정액을 갹출하는 관행이 있다.

(Transactions of 25th In ternal Congress of A ctuaries의 N ation al Rep ort-Au str 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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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Mac q ua rie 대 학 의 석 사과 정 교 육 일정

교 과 과 정

In trod u ction to Actu arial Stu dies

M athem atics of Fin ance

Accou ntin g 1A

M acroecon om ic Princip les

Actu arial Mod ellin g

Accou ntin g 1B

Microecon om ic Prin cip les

Actu arial Man agem en t

Su rviv al Models

M athem atical Th eory of In su rance

Qu an . Meth od s for A sset Liability Man agem ent

Contin gent Paym ents

M acroecon om ic An alysis

5) 기타

앞서의 국가들 뿐 아니라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유럽 특유의 이론적 깊

이를 토대로 보험수리를 연구하는 뛰어난 대학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스

위스의 Univ . of Bern, 덴마크의 Univ . of Copenhagen, 네델란드의

Univ . of Am sterdam, 포르투칼의 Universidade Technica de Lisboa 이 있

다. 그 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Univ . of Cape Town에도 보험수리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 등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대학교육과 계리실무 경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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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보험계리인 자격시험의 상당부분을 면제하거나 계리인 자격을 부여

하기도 한다.39)

나 . 보수 교육

각국의 보험계리인회에서는 회원들의 계리지식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계리인의 「code of conduct」에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적절한 보

충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항상 최근의 규정과 기술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각 계리인회,「American Academy of Actuaries」,「American

Society of Pension Actuaries」, 「Casualty Actuarial Society」, 「Society of

Actuaries」는 매년 연차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참석

하는 경우 보수교육이수 「credit」을 얻을 수 있다.

생명보험 계리인회의 경우 「Professional Development(PD) Requirement」기

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PD는 50 unit를 이수

해야 하며 이중 35 unit은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참석하는 것을 평가하며

이중 20 unit은 각종 보험계리인회에서 주최하는 것을 15 unit은 그 외 필

요하다고 인정40)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나머

지 15 unit은 자기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물41)을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

39)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네델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0)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Profession al Develop m ent Requ irem en t」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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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미국 손해보험계리인회의 경우 거의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하여 세미나

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대개 이틀간 계속되며 회원상호간에 연구한 주

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세미나에서는 수 십편의 논문 또

는 사례분석이 발표되며 대부분의 자료는 추후 CAS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해서 누구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일부는 FORUM 형태로 출간

되거나 「Proceedings of CAS」에 실리게 된다.42)

<표 17> 미 국 손 해 보험 계 리 인 회의 199 9년 보 수 교 육 일정 43)

개최 시 기 세 미 나 주 제

Ap ril

May

Ju ne

Ju ly

Sep tem ber

October

Fin ancial Risk Man agem en t

Man agin g Asset an d In vestm en t Risk

Dyn am ic Fin an cial An alysis

Rein su rance

Princip les of Fin ance

Practical Ap p lication s of Loss Distribu tion

Ad vanced Dyn am ic Fin an cial An alysis

Dyn am ic Fin an cial An alysis

Casu alty Loss Reserve Sem in ar

CAS/ CIA Ap p ointed Actu ary Sem in ar

Dyn am ic Fin an cial An alysis

H ealth an d Man aged Care

41) 이 프로젝트는 약 60시간~1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분량의 조사연구가 되어야 한

다.
42) 1970년 이후에 발간된 모든 Proceed in g 과월호는 CAS의 인터넷 「Digital

Library」에 올라있어 누구든 원문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
43) 미국 CAS 인터넷사이트 (http:// www .casact.org/ coneduc/ coneduc.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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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의 보험 계리인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개최하고 있

다. 특히 「seasonal meeting」에서는 회원들의 각종 이슈와 연구결과를 발

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8> 영 국 보 험계 리 인 회 의 1999년 보 수교 육 일 정 44)

개최 시 기 세미 나 주 제

Ju ly

Sep tem ber

October

N ovem ber

Cap ital Man agem en t for Life Offices

UK Foru m for Genetics an d In su ran ce

Investm ent Benchm arks an d In dices Sem in ar

Investm ent Strategy for Pen sion s Actu aries

H ealth Care Con ference

The Lloyd ' s Actu ary

General In su rance Convention

Market-based related p en sion s actu arial valu ation

m eth od s ver su s a risk-based cap ital ap p roach

Life Conven tion

3) 호주

호주의 보험계리인은 매년 70시간의 보수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CDP)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 시 사점

보험선진국의 계리인제도를 살펴보면 개인적 자질에 앞서 끊임없이 계리

44) 영국계리인회 인터넷 사이트 (http:// www .actuaries.org.uk/ home3.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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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표 19> 선 진 보험 계 리 제 도 를 유 지 하 게 하 는 하 부 구조

보 험계 리 인 시 험

분명한 학습목표 및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산업요구에

부응하는 시험제도운영

대학 교 육

계리인 시험과목과 동

일한 교육과정을 통한

예비 계리인 양성 및

학술적 연구 수행

표 준 계리 지 침 운 영

누적된 계리 실무를

반영한 계리실무 지침

제공을 통하여 표준적

인 계리업무수행 지원

지 속적 인 보 수 교육

심도있는 워크삽, 세미

나,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한 최신의 연구결과

의 지속적인 제공

즉 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시험제도,

계리에 필요한 학문적 소양과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전문가를 공급하는 학계

에서의 교육, 오랫동안 누적된 계리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방대한 분량

의 표준계리지침,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리적 지식을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의 보수교육,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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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라 항상 해당 부문의 적절한 계리인(qu alified

actuary)으로서 노력하는 계리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험계리선진화의

토대를 이루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가 생성되기까지에는 길게는 백 여년 이상 누적된 계리적

유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단 시간 내에 완성된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계리업무의 선진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자한다면 지식이 공

급되고 순환되는 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리인의 업무영역 측면에서는 보험회사 이외의 각종 장기성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공제기관들 - 영국의「Friendly Society」, 미국의「Fraternal Benefit

Society」등-에 대해서도 계리인의 계리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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