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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

□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보험회계 행을 조사하는 데 그 

목 이 있음.

 o 그동안 보험회계에 한 심은 주로 미국의 보험회계에 집 되

어 왔음.

   - 이는 미국이 로벌스탠더드를 주도하여 왔고, 재의 국내 보

험회계도 많은 부분 미국 회계기 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로벌스탠더드의 모범이 미국의 회계기 (US GAAP)에

서 국제기 (IAS or IFRS)으로 바 고 있어 세계 여러 국가의 보

다 다양한 회계 행들에 한 기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음. 

   - EU는 국제회계기 을 2005년부터 역내 국가들의 7,500여 상장

기업들에게 공통 으로 용하기로 하여 국제기 의 상이 과

거와 달리 부상하고 있음. 

   - EU권 밖에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도 여기에 

동참을 선언함.2)

 o 한 국내 회계기 의 개정 작업도 국제기 을 그 모범으로 하고 

있어 보험회계의 개정도 많은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됨.

□ 세계 각국의 다양한 회계 행을 단편 이 아니라 체계 으로 비

교하는 작업은 보험회계의 세계  추세와 국제기 의 이해를 제

고하고 새로운 기 을 만드는 튼튼한 토 가 될 것임.

2) IASB(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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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 와 방법

□ 연구의 범 는 비교 상 국가들의 보험회계 제정  용 환경에 

한 부분과 주요 항목별 보험사의 회계처리기 을 상으로 함.

 o 이에 따라 먼  보험회계의 제정기 , 감독기 에 한 재무보고, 

회계사와 보험계리사의 역할 등 보험회계의 환경을 살펴보고, 

 o 구체 인 보험회계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와 련된 요한 항목들의 회계처리를 비교하고자 함. 

 o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 이 주로 다루는 보험부채뿐만 아니라 일

반기업이나 다른 융기 과 복될 수 있는 자산의 회계처리도 

연구의 범 에 포함하 음.

□ 지난 2004년 3월 공표된 「보험계약에 한 국제재무보고기  제

4호(IFRS 4)」3)가 제정되기까지 논의되었던 이슈들을 심으로 

각국별 일반회계기 (GAAP)을 비교함.

 o IFRS 제4호 이 까지는 세계 공통의 보험회계기 은 존재하지 

않았음.

   - 보험회계에 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1999년 IASC(  

IASB)4)가 발간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한 안보고서

(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가 최 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동 보고서에서는 보험회계에 한 거의 모든 안들이 

논의되었으며, 각국별 설문조사 결과5)도 이 때 조사되었음.

3) 국제회계기 원회는 1973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회계기 (IAS)을 공표해 
왔으나, 2001년 4월부터 국제회계기 을 국제재무보고기 (IFRS)으로 변경
하여 지칭함. 이에 따라 기존의 상임해석 원회(SIC)를 국제재무보고해석
원회(IFRIC)가 신하여 국제회계기 해석을 공표함. 자세한 사항은 
‘www.iasb.org/standards/index.asp’ 참조.

4) 국제회계기 원회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2001년 4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개칭하고 조직
을 으로 개편한 바 있음.

5) 설문조사 결과는 17개국에 하여 주요 이슈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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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보고서는 IASC가 1999년 실시한 국가별 보험회계 설문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자료로 삼고, 2002년의 ‘보험세제의 국가별 비

교’ 자료 등의 각국별 황을 반 하여6) 내용을 보완함.

   - 설문조사를 주된 근거로 삼은 이유는 그 내용이 보험사의 회계

처리 반을 다루고 있어 보험과 련된 국제기   2005년 

이후의 국제기  개정 방향7)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들을 망라하

고 있기 때문임.

   - 설문조사 자료의 시간  괴리는 PwC의 2002년 자료 등을 참고

하여 보완하 음.

 

□ 국, 랑스, 독일,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과 한국 등 8개국을 

비교 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별 보험회계 황을 비교함.

 o 이 보고서의 토 가 되고 있는 IASC의 설문조사는 세계 17개국

을 상으로 한 것이나, 논의 개에서는 선진 7개국과 우리국가

를 비교하는 것으로 한정하 음.8)

 o 선진 7개국으로 비교 상을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보험회계의 세계  흐름을 충분히 보여  수 있는 다양

한 국가들을 비교 상으로 추출하되, 

   - 둘째, 보고서가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IASC의 자료가 1998년

까지의 답변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변화가 많은 회계 행의 특

성을 감안할 때 시간  괴리를 메워  최근 자료의 확보가 용

이한 국가들을 우선 으로 고려하 음.

은 ‘보험계약에 한 안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IASC(1999)의 [부록B].
6) 비교 상 국가들의 최근 황은 PwC (2002) 자료를 참고하 음.
7) 재 제정된 IFRS 4호는 임시기 이어서 2005년 이후 개정될 정임. [부록

1] 참조.
8) 1999년 써베이 자료에서는 호주, 캐나다, 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

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남아 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 스, 국, 
미국 등 17개국임(  표시는 보고서에서 채택한 비교 상 국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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