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구배경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은 생명보험회사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지속된 금리 하락으로 금리리스크가 큰 생명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

률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구조가 고

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망의 요지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저금리가 지

속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무건전성제도와 회계제도의 변화도 

보험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급여력규제 개혁작업을 통해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2) 유럽에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위험관리를 강조

하는 Solvency II가 추진되고 있다. 회계제도에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 4 Phase 2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제도와 회계

제도 변화의 요체는 보험회사의 위험규모와 경제적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관

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말 우리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무건

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저금리 고착화로 인한 경제적 자본 악화를 방지

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의한 감독자본(RBC 비율)의 악

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의한 자

2) 김해식·조재린(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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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변동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본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

의 자본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생명보험회

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후 생명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자본확충 전략과 위험경감 전략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

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생명보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관리 원칙에 대해 논의한

다. Ⅲ장에서는 자본관리의 한 축인 자본구조 최적화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회사 자

본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재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면서도 최적 자본구조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 전

략에 대해 논의한다. Ⅳ장에서는 자본관리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본배분 최적화에 대

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재정리한다.


	Ⅰ. 연구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