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론

1. 연구 경  목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와 련하여 융감독당국은 험기 자본 (RBC:

risk-basedcapital)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EU식 지 여력제도를 체할 정

이고,보험회사가 자사의 기 에 따라 RBC를 산출하여 자기자본규제 충족을

인정받는 RBC내부모형(internalmodels)제도의 도입도 추진 에 있다(융

감독원,2009a).따라서 본 보고서는 내부모형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을

맞추어 내부모형을 이론과 사례 심으로 살펴보고,국내 보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내부모형제도란 보험회사가 지 여력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 모형을 따르지 않고 자체 리스크 리시

스템(RM:riskmanagementsystem)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이

다.이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RBC표 모형

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으로 간주하게 된다.보험회사의 내부모형제도에 한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유럽연합(EU)의 신 건 성 감독체계(S2:

SolvencyII)이며,이후 국,스 스 등의 보험감독 장에서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도 본격 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 융감독당국은 2009년 내부모형제도 기본계획에서 RBC표 모형(감

독당국의 기 )을 모든 보험회사에게 일 용하지 않고,보험회사는 표 모

형 신 자사 기 의 자체 RBC를 산출하는 내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기본계획에서는 표 모형에서 고려되는 리스크가 보험회사

에 의하여 모두 내부모형으로 면 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리스크에

해서만 내부모형이 허용되는 부분 ,단계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이에 따

라 우선 용될 리스크는 보험리스크와 리리스크이며,시장리스크와 신용리

스크는 다음 단계에서 도입된다.내부모형제도는 승인 매뉴얼과 세부 운 방

안 등이 마련되는 2010년 하반기에 시범운 형태로 시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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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부모형제도는 그동안 융감독당국이 행사해 온 건 성 감독

의 재량권 일부를 보험회사에게 임하고 융감독당국은 감독의 원칙만

을 제시하는 원칙 심 감독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해외사례도 많

지 않은 생소한 제도로서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

요하다.자기자본규제에서 왜 RBC표 모형 이외에 내부모형이 필요한가,내

부모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 할 수 있는가,기 효과를 담보하기 해

감독당국이나 보험회사에게 어떤 조건이 요구되고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해

서 충분하게 알려진 바 없다.이미 융감독당국이 제도도입에 한 의지를

천명하 으나,국내의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RBC내부모형의 필요성에 하여 제Ⅱ장에서 논리 근

거를 살펴보고,제Ⅲ장에서 내부모형의 이론 개를 뒷받침할 실제 사례를

유럽과 북미의 내부모형 도입 운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 으로 검토하

기로 한다.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의 맥락에서 국내시장의 여건을 살

펴보고 보험회사의 에서 내부모형을 선택할 유인에 해서도 분석함으로

써 국내 보험시장에 내부모형을 도입할 경우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하

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RBC내부모형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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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연구

미국 연방 보험공사(FederalDepositInsuranceCorporation,1997)는 은

행권을 심으로 자기자본규제를 포함한 융기업의 건 성 감독이 1990년

이후 감독형태에서는 장실사(on-siteinspection)에서 서면검사(off-sitemon-

itoring)로,내용에서는 재무제표 심에서 리스크 심감독(risk-basedsuper-

vision)으로 비 을 옮겨 왔음을 지 하고 있다.

한편,Cumminsetal.(1995),Cumminsetal.(1999),Graceetal.(1998),

PottierandSommer(2002)등은 표 인 서면검사 수단인 RBC제도의 실효

성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들 연구의 공통 은 보험회사의 부실

을 측하는 데에 RBC제도만으로 어렵고,다른 감독수단들이 보완되어야 함

을 지 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SOA(2008)와 TowersPerrin(2008)의 조사는

자산과 부채의 실질 가치를 반 하는 경제 자본 측정에 선진 보험회사들

이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김해식(2010)은 보험회사가

시장 감독당국의 경제 자본 산출 요구에 부응하기 해 다양한 회계정

보를 생산하는 것이 국제 추세임을 언 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RBC내

부모형제도는 보험회사의 경제 자본 측정에 응하는 거울 이미지(mirror

image)라고 할 수 있다.

CEIOPS(2007)은 유럽연합의 신 감독 로젝트인 EU S2가 자기자본규제의

기본 틀로서 RBC표 모형과 더불어 개별 보험회사의 RM을 활용하는 내부

모형제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 다.EUS2는 건 성지표로서의 RBC

가 갖는 한계를 건 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능력을 반

하는 내부모형제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EUS2는 융감독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리능력을 갖춘 보험회사에게 자기자본규제와

련하여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 심 감독체계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SwissRe(2006)는 EUS2에서 제시한 내부모형의 원형이 RBC와 같은 자기자

본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어떻게 구 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다.

Harrington․Niehaus(2004)는 리스크 리의 궁극 목 이 기업가치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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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고 동 가치가 미래의 흐름에 좌우되므로,기업은 흐름에

련된 리스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기업가치를 극 화할 수 있음을 강조

한다.따라서 기업은 리스크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리스크를 리하게 된다.

한편,Vaughan(2009)은 주주를 리하는 경 진이 기업가치 극 화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행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임을 상기시키고,보험회사의 리스크

리유인을 포함한 시장규율의 작동,감독당국의 부실회사 식별 기시정 능

력 등이 충족되어야 내부모형이라는 원칙 심 감독이 제 로 효과를 보여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Gillespieetal.(2008)은 내부모형이 도입될 경우

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가 릴 수 있는 기 효과와 한계를 언 하고 있다.

Wheatley․Hancock(2009),Curtis(2008)등은 내부모형의 시행이 실 으

로 상당히 복잡한 평가과정을 거쳐야 함을 구체 으로 살피고 있다.

Bomhard․Frey(2006)는 유럽의 사례를 찰하고 있으며,Brender(2002)와

OSFI(1999)는 캐나다 사례,Vaughan(2009)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내부모형의 시행이 아직은 EUS2의 원형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유럽과 미국

에서도 기단계인 탓에 해외사례의 분석과 비교가 쉽지 않다.이런 에서

A.M.Best(2008)와 NAIC(2008)는 세계 각국의 내부모형제도에 하여 한

비교기 을 제시하여 유용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 내부모형에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다만,조용운

외 2인(2009)은 민 건강의 보험리스크측정과 련하여 내부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회사 고유의 리스크모형을 소개하고,동 모형에 기 하여 리스크계수

를 측정할 경우 보험회사 그룹별로 리스크계수가 차별화됨을 보임으로써

재와 같이 표 계수를 일률 으로 용하는 자기자본규제가 오히려 공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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