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민영건강보험과 자기자본 규제제도

1. 자기자본규제 제도의 연혁

가. 자기자본규제 제도의 개요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부채영역10)인 책임준비금 적립은 보험금지급을 위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급요구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상되는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으로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한 손실은 2차적 안정장치인 자기자본11)으로 지급능력을 확보

하도록 감독자는 규제를 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가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옴으로써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요구자본)하는 제

도가 자기자본규제제도이다.

자기자본규제제도의 핵심내용은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자본량(가용자

10) 손해보험의 경우 자산과 부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ㆍ운용자산(invested assets) = 현금ㆍ예금ㆍ예치금(cash & deposits) + 주식ㆍ국공채

등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ies) + 투자유가증권(investment securities) + 대출

채권(loans) + 부동산(real estates)

ㆍ부채(liabilities) = 보험계약준비금(insurance reserve) + 보험미지급금(unpaid

payable) + 임대보증금(leasehold deposit received) + 퇴직급여충당금(allowance

for S&R Benefits) + 기타 + 특별계정부채(separate account liabilities)

11) 일반회계에서 자본은 계속기업기준에 의해 평가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자본은 주주가 낸 납입자본금, 자본활동을 통해 발생한 자본준비금, 영업성

과를 사내에 적립한 이익잉여금, 회계상의 차이조정을 위한 자본조정으로 구성된

다. 감독회계에서 자본은 지급불능이나 청산과 같은 재무적 곤란 상황의 가정에 의

해 평가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일반회계에서의 자본, 가산항목,

차감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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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12))과 요구자본량(Required Capital)의 산출에 관한 것이다. 요구자본량이란

자기자본규제에서 보험감독자가 설정한 기준적인 자본량으로 보험감독자가

향후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시에도 지급불능 상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량을 말한다.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13)이란 영업활동 및 자본거래를 통하여 회사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상의 자본량을 말한다. 자기자본규제제도는 가용자본

량이 요구자본량을 능가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그 두 가지 자본량의 산출 기

준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의 자기자본에 관한 규정은 1994년 6월에 처음 마련되었다. 자

기자본을 매 사업년도 말 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자기자본을 요구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96년에 1차 개정이 있었다. 요구자본량을「매 사

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1%」로 변경하여 고정비율 방식으로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도록 제도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

자명령이 발동되고 증자명령 불이행 시에는 불이행규모에 따라 제재가 가해

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 후 보험감독규정은 1998년 6월부터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액(해약

12) 가용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자본(Stockholder's Equity)=자본금(capital stock)+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에서 차감항목(미상각신

계약비,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에 In-Force Value(계약

자지분=부채의 장부가치-부채의 공정가치)을 더한다.

13) 미국의 경우 가용자본으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산평가준비금 (AVR), 임의투자

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50%이 있다. 계약자 및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항상 가

능한지 여부, 자본의 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장하

는데 항상 사용 가능한 영구적이고 핵심적인 자본을 기본자본(Tier 1 Capital)이라

고 하고, 기본자본의 특징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계약자와 우선 채권자에 대

한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한 자본을 보완자본(Tier 2 Capita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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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식 책임준비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0%를 초과하도록 규정하였고,

1999년 3월에 지급여력기준액을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의 4%로 개정하였다.

2008년 현재는 1999년 5월 EU식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요구자본

량을 산출하고 있다.

ㆍ생명보험 지급여력 기준액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해약공제액) × 책

임준비금 위험계수(4%) +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보통 0.3%)

보험회사의 요구자본량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9년 9월말

자기자본비율 6.25%를 시작으로 2002년 3월말 50%, 2004년 3월말 이후 100%

가 적용되고 있다.

다. 손해보험

1986년 제정된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 에 의

해,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이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

정한 것이 초기의 제도이다.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EU식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을 크게 일반손

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규제자본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14)

ㆍ일반손해보험 지급여력 기준액 = Max[보험료기준 산출금액, 보험금기준

14) 지급여력기준은 다음 1, 2, 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이다(보험업감독규정제

7-2조).

1. 일반보험의 기준은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타 특종)로 구분하여

보험료기준 산출액과 보험금기준 산출액 중 큰 금액

2.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준은 매 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1%(세제지원 개인연금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

3. 해외출재위험에 대한 기준은 해외출재보험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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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1년간 보유보험료 × 17.8%,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 평균 발생손해액 × 25.2%이다.

ㆍ장기손해보험 지급여력 기준액 = (책임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해약공제액) × 4% +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여기서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일반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산출

한다. 장기보험은 일반보험에 책임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해약공제액

을 제외)의 4%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 민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규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EU

식 제도에 따를 경우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면 생명보험의 제도를 따라야

하고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면 손해보험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는 건강보

험에 대해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RBC제도는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위

험계수 산출 방식을 적용하고,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의 각각

에 대해서 다른 크기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을 별도로 분

리하지는 않고 있어서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위험계수 산출 모형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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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BC 제도

가. RBC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현재 EU식 요구자본량 산출 제도15)와 RBC제도를 병행하여 운

용하고 있다. EU식 제도는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들을 총량적으로

파악하는 고정비율(fixed ratio)방식이다. 보험료나 보험금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데, 그 결과 값의 이해가 용이하고, 직접적인

수치와 과거 자료를 이용하므로 주관성이 배제된 모형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를 시기적절하게 간파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감

독자가 적정 조치를 취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산출된 자본량에 대한 근거

가 불분명하여 자본량이 적정한지를 알기가 어렵고,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

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및 부채포트폴리오

를 통해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RBC제도는 각 리스크별 위험계수 산출, 경감사유에 따른 위험계수의 조정,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곱한 요구자본량16) 산출, 가용자본량 산출, 지급여력

15) 현행 EU식 자기자본규제제도에 반영된 리스크로는 보험회사의 규모, 경험실적(과거

의 보험금 지급률), 리스크 전가(재보험 출재율) 등이다. 회사 규모에 대한 리스크는

책임준비금 규모 및 위험보험금, 보유보험료, 발생손해액에 반영되고, 경험실적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손해보험의 보험금기준비율에 반영되며, 리스크 전가는

생명보험의 자기부담률 및 손해보험의 보유보험료, 순보험금 등에 반영되어 있다.

자기자본규제를 위한 보완제도로 보험업법시행규칙 상에서 보험계리사는 책임준

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회

사 이사회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향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사

항이 아니므로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16) 요구자본과 관련된 경제적 자본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들에 기인한 잠재적 손실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여유 자기자본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신의 방법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싶을 수 있

다. 이때 산출된 자본량은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1년 동안 회사의 공정가치가 최

악으로 악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자본량이 될 것이다. 이때의 자본을 경

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이라고 한다. 경제적 자본은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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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가용자본량/요구자본량)에 따른 감독조치가 주요내용이다. RBC제도는

현실을 반영하는 리스크들이 무엇인지를 분류17)하고 각 리스크별로 재무건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여 보험회사

가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다.

리스크별 자본량은 리스크별 위험계수(risk capital multiplier)를 산출한 뒤

에 각 리스크의 익스포져를 곱하여 산출한다. 익스포져는 주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위험계수 

  

여기서 TVaR(Tailed Value at Risk or Conditional Tail expectation)18)은 미리

에서 리스크 자본(Risk-based Capital; 이하 RBC)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본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감독자가 인증했다면 이것은 또한 요구자

본량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요구자본량과 경제적 자본량은 동일하게 된다.

17) 국제계리사회(IAA)에 따르면 보험회사 리스크를 보험리스크(Underwriting), 신용리

스크(Credit), 시장리스크(Market), 운영리스크(Operation), 유동성리스크(Liquidity)

로 구분한다. 여기서 시장리스크는 금리리스크를 포함한다(IAA, 2004). 우리나라는

회사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만 대체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시장리스크와 금

리리스크를 구분하고 유동성리스크는 시장리스크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명보험회사

의 경우는 시장리스크(금리, 주가, 부동산 등), 보험리스크(사망률, 이환률), 경영리

스크(신계약실적감소, 사업비, 금리외요인 해약률), 신용리스크(채권, 대출, 재보험

등), 운영리스크(시스템 장애, 업무상 사고, 등)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시키고, 유동성리스크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

다. 각 리스크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품들이

특별하게 디자인되거나 자산과 부채 리스크를 통합된 방식으로 모형화하여 운영되

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전체회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결합되어 나타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자본량 산출시에는 리스크간 상관관계를 고

려한다.

18) Tail-VaR의 구체적인 형태는  ≧로 정의 된다. 여기서 기간

말의 총 손해액을 X라 하고 그 확률분포를 라 하면 은,

 =  ≧ 로 정의된다. 즉, 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신 뢰

수준( , 예; =0.99) 하에서의 최대 손실로 정의되며, 따라서 기업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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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신뢰수준( ; 목표신용등급이 BB수준이면 0.99)을 넘어서는 손실들

(losses)의 평균값으로 정의되고, 는 손실들의 평균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위험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는데 초점

을 둘 것이다.

그리고 RBC제도는 리스크별 요구자본량을 합산하여 보험회사의 총자본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리스크 유형사이의 위험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를

고려하여 회사별 총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공식을 적용한다(IAIS, 2008. 6).

가장 단순한 방법은 리스크 사이의 상관계수 행렬을 만드는 것이다. 보수적인

방법은 리스크간 완전의존성을 가정한다. 즉, 리스크 별로 결정된 요구자본량

을 모두 단순 합산하여 회사의 총요구자본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단순합

산하면 리스크 분산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19) 그래서 우

리나라는 완전독립성과 완전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20)

의 자본을 설정할 경우 그 기업의 파산 확률은  이하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는 위험의 보유기간과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위험의 보유기간과 신

뢰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 외에 왜곡 리스크 척도(Distortion Risk Measure) 등을 이용하여 지불능력

(solvency)측정을 위한 리스크를 측정한다(Dowd and Black, 2006; swang@scor.com)

19) 두 개의 확률변수의 상관계수가  일 때 두 확률변수의 합의 분산은

  이다.   임

을 고려하면    이 된다. 이것을  

로 표현하면,


  이다.

 일 때는        
이 되어


   이다. 즉, 단순합산하면  임을 가정하는 것이 되어

리스크 분산효과를 고려함 없이 과대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0) 우리나라 총요구자본량 산출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 시장, 금리, 신용리스

크가 있다고 하자. 보험( )과 시장리스크( )는 서로 독립적이고 금리( )와 신용리

스크( )는 상관관계가 1이라고 하자. 그리고 보험과 시장리스크는 금리와 신용리스

크와는 독립이라고 하자. 그러면 총요구자본량은

      

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운영리스크를 합한 것이 최근 우리나라 RBC 제도이다(금융

감독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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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요구자본이 결정된 뒤에 감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조치는

총요구자본과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계정인 가용자본21)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혹은 RBC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나. 표준모형

이와 같은 우리나라 RBC제도는 요구자본의 산출을 위한 표준모형제도에

해당한다. 표준모형이라 함은 감독자가 자본량 산출을 위한 리스크의 종류,

측정방법(모형, 측정기간, 신뢰수준 등), 상관계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설정한 모형을 말한다. 한 국가(jurisdiction) 내에 생명보험과 손해

보험, 그리고 민영건강보험 각 산업의 모든 회사에 확정된 형태와 일률적으로

위험계수 등이 적용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량을 산출하게 된다. 요구자본

21) 가용자본의 평가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용자본은 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구성되므로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 현재 자산은 공정가치(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있

고 부채는 장부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자산의 크기는 보수주

의 회계원칙에 의해 자산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더라도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 실제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흔히 있다. 가용자본량이 저평가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보수주의 회계원칙에 의해 부채는 장부가치로 평가하더라도 실제보다 높게 평

가하는 관행이 있다. In-Force Value(계약자지분=부채의 장부가치-부채의 공정가치)

를 고려하더라도 가용자본이 저평가될 소지가 있다.

실제 가용자본의 크기와 저평가된 재무제표상 자본의 크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를 은닉자본(Hidden Capital)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

는 것은 은닉자본을 포함하는 자본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

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본량을 기본자본으로 하고 은닉 자본을 포함하여 산출한

자본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다.

현재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RBC제도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에서 인정되는 자본

만을 고려하고 있어서,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본의 크기를 정확히 반영하

지 못한다. 가용자본의 크기가 회사의 지급여력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RBC 비율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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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출용 표준모형법은 매우 다양한 보험회사에 적용하도록 의도되었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보험회사의 자본량은 실

제 필요한 자본량보다 크게 산출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유연하게 리스크나

자본관리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표준모형법에는 가장 단순하고 객관적인 방법(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공

통적인 위험계수를 개별 회사의 해당 리스크 노출량에 곱하여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방법)부터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여 개별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가장 단순한 표준법은 리스크 노출액(exposure)에 하나의 위험계수를 곱하

는 것이다. 2008년 현재 운용 중인 EU식 요구자본량 산출법이 이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약간 더 복잡한 표준모형은 요구자본량을 리스크별로 구분하여 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 리스크를 세분화 한다. 리스크의 집중과 분산효과를 허용하기

위해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단순한 표준법에서와 같이 이

러한 방법도 개별회사의 고유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산업전반의 기준을 적

용한다. 물론 위험계수의 설정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표준모형에 구

성 리스크를 많이 추가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지만 복잡성이 증가하여 정교하지만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2009년 4월에 우리나라가 도입한 RBC

제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복잡한 표준모형은 표준모형에 기초한 회사 고유의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은 보험회사가 표준모형에 자사의 기대

빈도 및 심도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빈도 및 심도 분

포의 형태에 관한 국가 고유의 모수(parameter)가 모형에 입력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입력자료는 감독기관에서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

으로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량을 산출하기 위한 최적 접근법(optimal approach)은 개별

보험회사에 가장 적합한 자본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개별적인

방식으로 자본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복잡하며 다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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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회사 고유의 리스크 모형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나 감독기관이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을 넘어서는 기술적 정교함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표준모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 내부모형

우리나라는 2011년 도입을 목표로 ‘내부모형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동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표준모형에 기초한 회사 고유의 내

부모형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모형

에 기초하지 않은 회사 고유의 내부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 리스

크에 대한 푸리에 변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자본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내부모형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해외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모형이란 개별 보험회사가 전체적인 리스크 상태(position)를 분석하

고 위험액을 측정하며 그러한 위험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경제

적 자본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축한 리스크관리체계를 말한다. 내부모형은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보험회사 고유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기초한 요구자본량

의 결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IAIS, 2007.10). 내부모형은 경제적 자본

모델(economic capital model), 리스크 기반 자본모형(Risk-based Capital

Model), 사업모델(Business Model)로도 불린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내부모형은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ERM) 체계 내에서 보험회사가 수행하

는 자신의 리스크와 지급여력 평가(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s:

ORSA) 과정 중에 내부모형은 리스크와 자본관리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부모형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나 자본관리22)에 관한 의사결정을

22) 자본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본을 결정할 때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가 선택

된 기준에 기초해서 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은 정의된 모형

설정 기준에 기초해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준들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리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선호와 사업계획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신뢰수준,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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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부모형은 보험료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고, 자산관리기능의 일부로써 혹

은 재보험 계획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업활동의 변화, 새로운 사

업의 계획, 합병 등 사업변동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보험회사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자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자본량을 줄이고자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할 수 있다. 이때 내부모형은

보험회사가 리스크 프로화일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자본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요구자본의 결정을 위해서 내부모형을 허용할 때 감독자는 모든 보험회사

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되는 적절한 모형 설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일

부 국가에서는 최소투자등급 수준(Minimum Investment Grade Level)에 맞추

어 신뢰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신뢰수준으로 1년

단위의 99.5% VaR 조정신뢰수준(영국), 1년 단위의 99% TVaR, 혹은 보험계

약의무(policy obligations) 기간에 걸친 95% TVaR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의해서 결정된 규제적 자본 요구량이 지급여력제도

의 목적, 원칙,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독자가 제시한 신뢰수준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이와 같은 내부모형을 이미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캐

나다의 생명보험회사용 요구자본량인 MCCSR은 분리계정(segregated fund)으

로 알려진 투자상품 보증용 요구자본량 결정에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손해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단체들도 내부모형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회

는 리스크와 자본관리를 위한 내부모형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내

부모형에 관한 정의, 구조, 감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IAIS,

2007.10). 그리고 리스크와 자본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

는 회사를 위해서는 회원 국가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자국 보험산업에

크척도, 그리고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모형설정 과정에 경제

적 시나리오, 자산구성, 그리고 현행 혹은 과거의 부채와 같은 다양한 인풋을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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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표준모형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갖춘 기술적 여건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보다 적합한 리스크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표준모형보다는 요구자본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제보험계리사회(IAA, 2004)는 각 리스크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동학적

이고 확률론적인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IAIS의 보고서를 보완하고 있다.

2012년까지 도입하고자 준비 중인 EU의 「Sovency Ⅱ」도 내부모형관리

프로세스 및 운영리스크 등의 감독측면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내부모

형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구자본 산출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라. RBC제도와 민영건강보험

우리나라가 2009년 도입한 RBC제도를 보면 정액형과 실손형을 분리하여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표준위험계수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다시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으로 분리하여 설정하고 있

다. 보험리스크의 경우는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로 구분한다. 생명보

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질병보험에 대해서 각각 보험가격위험계수(생명보험은

0.509, 장기손해보험은 0.382)를 설정하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가격위

험계수와 준비금위험계수를 설정한다.2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리스크 익스포져는 산출 기준일 직전

1년간 이원분석 기준 보유위험보험료(=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출재

23) 보험종목 분류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사망), 보장성(상해), 건강, 교육, 연금, 저

축성,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질병, 운전자, 재물, 상해, 연금, 저축성이다. 일반손해보

험은 일반, 자동차, 보증으로 분류하고, 일반은 화재, 도난, 기술, 종합, 동산, 해상,

기타(배상책임, 근재, 상해 등), 자동차는 대인(1, 2)담보(개인용), 대인(1, 2)담보(기타

상품), 기타담보(전상품), 보증보험은 보증이행, 보증금융, 상업신용, 소비자신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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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험료)이고, 일반손해보험의 익스포져는 산출 기준일 직전 1년간 업무보

고서 작성기준 보유보험료(=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이다(금융감독원, 2008).

준비금리스크는 일반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지급준비금의 변동이 작고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준비금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익스포져는

산출기준일 현재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상의 보유지급준비금(=원수

지급준비금 + 수재지급준비금 - 출재지급준비금)이다.

그리고 보험리스크 합산요구자본은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가 완전

독립이라고 가정하여 산출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고

있다. 내부모형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민영건강보험을 위한

별도의 리스크 및 자본관리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내부모형인증제도 도입으로 민영건강

보험의 효과적 리스크와 자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모형 운용사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별도의 위험액 측

정 및 평가모형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그 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회사 중 4개회사가 자체 개발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보험리스크

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먼저 보험종목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ㆍ첫 번째 단계, 각 시스템 내의 보험종목별, 연도별 최종손해액(Ultimate

Loss)과 최종클레임 건수(Ultimate Claim Count)를 BF법

(Bornhuetter-Fergurson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ㆍ두 번째 단계, 손해율(Ultimate Loss/Incurred Premium) 및 손해율 변동

성을 추정하는데 변동성 추정은 연도별 자료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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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 번째 단계, 경험데이타를 이용하여 대재해(일반적으로 태풍) 손해액을

모형에 반영한다.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재해 준비금을 적립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ㆍ네 번째 단계, 각 시스템 내의 보험종목간 손해율의 의존성을 추정한다.

ㆍ다섯 번째 단계, 보험금 지급패턴을 추정한다.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준비

금의 적정성 및 언더라이팅 사이클(요율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손해율

변동성)을 고려한다. 이 단계는 미래 현금흐름(outflow)의 추정을 위한 것

이다. 장기보험에서는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금의 적정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ㆍ여섯 번째 단계, 재보험을 고려하여 순손해액을 산출한다. 민영건강보험

은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ㆍ마지막 단계에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VaR 등을 이용하여 자본량을 산출

한다. 각 시스템 즉,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사이에는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08년 현재 보험리스크를 측정할 때 사망률과 이환율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분리해서 1년 단위로 측정하고 있다. 사망사건 발생의 불

확실성으로 인하여 부채현금흐름(Cash Out-flow)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망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준불확실성(level

uncertainty), 추세불확실성(trend uncertainty), 대재해(Calamity)리스크로 분리

해서 측정하고 있다.

수준불확실성은 예정사망률 수준(평균)의 추정오류로 인하여 실제사망률 수

준이 높게 형성(추세선이 상향 수평이동)됨에 따라 부채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리스크이다. 예정사망률 수준의 추정오류는 과거에 관찰된 기초자료 모수의

변동성으로 인해 야기된다. 이것은 현재의 실제 평균사망률을 추정하기 힘들

게 만든다. 측정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24)

24) 이러한 수준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normal power approximation 과 같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IA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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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첫 번째 단계, 과거 경험사망률 대비 예상 사망률 비율 산출(예, 평균

0.98은 Best estimate Level이 된다)

ㆍ두 번째 단계, 표본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표본수 ) 산출

ㆍ세 번째 단계, t-분포로부터 목표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본승수 결정

ㆍ네 번째 단계, 최악의 경우 수준 충격(표준오차 × 자본승수) 산출

ㆍ마지막 단계, 자본량산출(Best estimate 가치 - Worst case 가치)

예를 들어, [0.98 가치] - [0.98 + (표준오차 × 자본승수) 가치]

추세불확실성은 평균사망률을 정확하게 추정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의 추

세 추정 오류로 인하여 실제 사망률 추이가 높게 형성(추세선이 기울기가

꺽임)됨에 따라 부채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리스크이다. 즉, 추세불확실성은

예정사망률의 미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로 보험기간이 종신까지 연장되는 보험상품, 특히 연금상품의 경우 더

욱 커진다. 추세 불확실성을 산출하기 위한 단순법은 부채의 현재가치에 위험

계수를 곱하는 것이다.

ㆍ첫 번째 단계, Best estimate Cash Out-flow 생성

ㆍ두 번째 단계, Worst Case Cash Out-flow 생성하되 사망관련 탈퇴율 충

격을 반영(10년간)

ㆍ세 번째 단계, OADR(Option Adjusted Discount Rate) 산출

ㆍ네 번째 단계, OADR을 이용하여 Best Estimate Cash Out-flow와 Worst

Case Cash Out-flow 현재가치 산출

ㆍ마지막 단계, 자본량산출(Best Estimate 가치 - Worst Case 가치)

대재해(Calamity) 리스크 위험액은 1년간의 충격이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로

측정된다. 이것은 다음해의 사망률이 Worst Case로 변할 경우의 편차이다.

Calamity Factor Ratio×Claims Paid으로 산출한다. Calamity Factor Ratio는

회사의 목표신용등급 하에서 대재해 충격이 발생할 경우 보유하여야 하는 위

험자본적립률이다. 목표신용등급이 A(신뢰수준 99.93%)일 경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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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99.8%)일 경우 30%, BB(99%)일 경우 13%이다. Claims Paid는 직전 1년

간 지급보험금을 뜻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평가

모형을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민영건강보

험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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