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RBC 내부모 의 필요

1. RBC 표 모 의 한계

가. 과거  경험과 RBC

1980년 와 1990년 에 발생한 융기업들의 부실에 해 은행이나 보

험회사들은 경제 시장 여건의 악화와 과도한 정부정책을 부실원인으로 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많은 연구들은 경제나 융시장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 기업경 의 결함이라는 내부요인에 주목하고 있다.한편에서는 리스

크를 고려하지 않은 감독환경에서 융기업의 도덕 해이,주인의 이해를

변하지 않는 리인의 에서 행해지는 경 진의 공격 경 과 융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독 등으로 인해 융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이 제 로

통제되지 않고 있음이 찰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 산한 융기업과 유

사한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요인을 상쇄할 만큼

높은 수 의 리스크 리 능력을 보유한 융기업들은 생존하 다는 사실도

찰되고 있다(FDIC,1997).

이에 따라 1990년 융감독에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

타났다.첫째, 융기업이 노출된 리스크와 비교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정성을 악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었다.은행에서는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반 하여 조정된 자산과 보유자본(가용자본)을 비교하는 방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면,자산과 부채 모두에 리스크가 내재된 보험에서

는 자산과 부채가 노출된 리스크총량과 가용자본을 직 비교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1)1980년 의 개발도상국 외채 기를 계기로 1988년

바젤 원회(TheBaselCommitteeonBankingRegulationsandSupervisory

Practices)는 은행들에게 리스크를 고려하여 조정된 자산의 최소 8% 이상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후순 채무 등 보완자본을 제외

1)‘BIS비율 =가용자본/리스크조정자산’,‘지 여력비율 =가용자본/리스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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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자본에 해서는 조정자산의 최소 4%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보험권에서도 유럽을 심으로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기자본규제(S1:SolvencyⅠ)가 도입되었

고,1989년에는 S1방식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는 험기 자본 (RBC:

Risk-basedCapital)제도가 북미에서 최 로2)도입되었다(융감독원,2009b).

둘째,감독방식이 부실한 융기업을 조기에 포착하고 해당 부실기업에 감

독자원을 집 하기 해 장검사보다 서면검사를 시하는 형태로 바 기

시작했다.1969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약 300여개 부실손해보험회사 처리

에서 부실처리비용의 80%가 상 25개 부실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나 부실 측에서 회사규모가 주목받기 시작했다(Cumminsetal.,1994).이

에 따라 기업 장에서 이루어지는 임 검사(on-siteexamination)의 비 이

어들고,서면검사(off-sitemonitoring)의 비 이 늘어났다.1980년 이후 어려

차례의 융 기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임 검사 주기는 기업의 규모나 재무

상태 여부와 계없이 모든 기업에 해 1년마다 이루어지던 행이 기업에

따라 6개월 내지 26개월로 다양하게 바 었고,검사 범 가 축소되는 신 서

면검사는 강화되었다(FDIC,1997).

서면검사의 역시 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 성과 주에서 미래의

손실가능성,즉 리스크 심 감독으로 옮겨졌다.그동안 보험회사는 RBC표

모형에 응하여 리스크 특성이 아니라 리스크 규모를 여서 요구자본을

이는 형태를 보여 왔고,RBC등이 리스크 경감효과를 제 로 반 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한 회사가 오히려 리스크 인수를 늘리는 상을 막지 못했다

(Doff,2008).그 결과, 융기업의 건 성을 단함에 있어서 융기업 자체

의 RM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보험권의 EUSolvencyⅡ(S2)등이

RBC와 같은 표 모형과 함께 리스크에 민감한 경 평가와 정보공시에 기

한 시장규율의 상호작용을 통해 융기업의 건 성을 확보하는 삼각감독체제

(3-pillarsupervision)라는 새로운 감독체계를 제시하게 되었다.

2)RBC제도는 캐나다에서 1989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미국이 1993년 생명보험,1994년 손해

보험에 도입했고,일본 1996년,호주 2002년, 국과 싱가폴은 2004년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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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2008년 로벌 융 기는 리스크 심 감독의 다른 문제 들을 보

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먼 ,리스크에 민감한 자기자본규제가 융기업의 보

수 이고 소극 인 태도를 강화시켜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기순

응성(pro-cyclicality)의 문제가 두되었다. 한 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변액보험에서 최 보증 비 이 융 기상황에서 보험계약자의 몫을 충분히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이 드러났고,신용부도스왑(creditdefaultswaps)등

통상 인 리스크 리 범 를 벗어난 신종 융상품의 경우에는 기존 표 계수

방식의 RBC표 모형으로는 응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Brender

andSiddique,2009).이에 따라 기상황시나리오(stresstestscenarios)등 다

양한 시나리오를 용한 요구자본의 산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EUS2에서

제시된 보험회사 자체의 RM을3)활용하는 내부모형제도는 RBC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그림 Ⅱ-1>국내 건 성 감독체계

 

국내 건 성 규제 역시 이러한 국제 인 추세를 반 하고 있다.1997년

IMF 융 기를 경험한 이후 보험권에서는 EU의 S1방식이 도입되었고,통합

융감독당국의 등장을 계기로 은행권에서 용되던 경 실태평가(CAMEL:

capitaladequacy,assetquality,managementquality,earningsandliquidity)

방식이 보험권에도 도입되었다.4)이후 융감독당국은 EUS2와 유사하게 자

기자본규제,경 평가와 리스크공시라는 삼각체제를 추진해왔다.자기자본규

제에서는 2009년부터 EUS1과 더불어 RBC가 병행 산출되고 있다.경 평가

3)본고는 사 리스크 리(enterpriseriskmanagement)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4) 융감독원(20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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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7년에 리스크평가제도(RAAS:RiskAssessmentandApplication

System)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CAMEL은 장검사(종합검사)에,RAAS는 분기

는 반기별 서면검사에 집 하는 방향으로 감독제도가 개편되었다(융감독

원,2007).2009년에는 보험회사의 RM을 활용한 RBC내부모형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RAAS제도의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나. RBC 표 계  역사  원가주의

RBC와 같은 자기자본규제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내재된 리스크에

상응하여 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게 요구하는 자본(요구자본)과 보험회사

가 재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지 여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의

지 능력을 평가한다.

지 여력비율 = 가용자본(지 여력) ÷ 요구자본(EU S1 는 RBC)

이 때,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 모형(standardmodels)을 통

해서 산출되는데,RBC는 2009년부터 시범 으로 용되고 있으며,2011년부

터 재 표 모형으로 용되고 있는 EUS1을 체할 정이다.RBC는 다

양한 리스크를 리할 수 있다는 에서 EU S1보다 나은 모형으로 평가받

는다.EU S1은 보험리스크 등 특정리스크만을 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5)리스크 노출규모의 변수로서 보험료와 비 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리스크를 개별 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반면,RBC는 보

험,시장,신용, 리(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운 등으로 리스크를 세분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과 련된 시장 신용리스크,보험가격과 책임

비 에 련된 보험리스크 등 리스크별 리가 가능하다.결과 으로 RBC

에서는 EUS1과 비교하여 자산운용 상품에 한 사후감시기능이 향상됨

5)EUS1에서는 보험료와 비 만을 리스크 노출규모로 상정하고,여기에 RBC와 비교하여

높은 리스크계수를 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S1은 보험리스크뿐만 아니라

비 에 상응하는 자산의 투자리스크 등도 포 으로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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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감독당국은 투자와 상품에 한 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유

를 가지게 되었다.이런 까닭에 RBC와 유사한 자기자본규제를 채택하고 있

는 EU S2에서는 투자에 한 비율규제를 아 철폐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도 하다(CEIOPS,2007).

<그림 Ⅱ-2>RBC표 모형 련 건 성 규제

그러나 표 모형으로서의 RBC역시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 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경제 실질을 반 하지 못하는 근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RBC는 EUS1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계수를 용하는 모형(factor-based

model)으로서 산업평균의 표 계수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별 보험회사의 고

유한 리스크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둘째,RBC는 보험회사의

경제 실질을 반 한 요구자본과 가용자본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이는 RBC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RBC의 투입물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한

계이기도 하다.

한편,가용자본규제의 강화는 RBC표 모형의 한계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선택할 유인을 제공한다.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차 조표를 통

해서 산출되며, 융감독당국은 감독규정을 통해서 자산과 부채에 한 평가

기 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 이다(김해식,2004).6)최근 가용자본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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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크게 가용자본의 구성과 가용자본의 산출에 필요한 보험부채 측정 기

에 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먼 ,가용자본은 기본 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조정하여

고 산출되는데, 행 회계기 에서 부분의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되고 있

으나 부채인 비 은 원가로 평가되고 있다.결과 으로 가용자본이나 요구

자본이 경제 실질을 반 하는 자본(economiccapital)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RBC가 보험회사의 부실을 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각국 융감독당국은 흐름분석(cashflowtest)등을 통해 RBC를 보

완해 왔다.

<그림 Ⅱ-3>다양한 회계기 과 경제 자본

주 :CRO Forum은 EU 리스크 리자포럼,IAA는 국제계리사회,S&P와
Moody's는 신용평가회사,CEIOPS는 EU 보험감독당국,IASB는 국제회
계기 원회,FASB는 미국 회계기 원회,CFO Forum은 EU 재무
리자포럼을 의미함.

자료 :김해식(2010).

6)국내 보험회계와 련하여 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지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산과

비 의 가치평가에 한 별개의 회계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일반회계기 은 보험업회계

처리 칙으로서 2011년부터 용될 정인 보험회계기 (IFRS4 는 K-IFRS1104)은 일

반회계인 보험업회계처리 칙을 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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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회계기 (IFRS: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s)으

로 표되는 일반재무회계와 EU S2로 표되는 감독회계,그리고 내재가치

(EV:embeddedvalue)를 산출하는 리회계 등 다양한 회계기 들이 경제

자본 개념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제 자본 개념의 회계기 이

용될 경우,그동안 보험부채의 공정가치가7)반 되지 않은 데 따른 RBC의

제약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상된다.다만,재무회계기 이나 감독회계

기 의 출 에는 여 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반면,기업 차원에서는 다국

보험회사들을 심으로 리회계기 에 근거한 내재가치 산출이 시도되고 있

다는 에서 보험회사 RM을 활용한 내부모형제도의 도입이 가치평가와 련

된 RBC표 모형의 한계를 일부분 해소해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Ⅱ-4>가용자본의 구성과 자본조달비용

주 :AC는 가용자본,SCR은 요구자본(solvencycapitalrequirement),MCR은
최소자본(minimum capitalrequirement)을 의미함.

다음으로,후순 채무 등 보완자본의 비 을 이고 보통주 등 기본자본의

비 을 높이는 쪽으로 가용자본에 한 규제가 변화하고 있다(IAIS,2009).

7)공정가치(fairvalue)란 시장가치(mark-to-market)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시장가치가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 찰되는 가치를 의미하는 반면,공정가치는 시장의 유동성 정도

와 무 하게 찰되거나 산출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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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2에서는 가용자본의 구성 기본자본(Tier1capital)이 최소 1/3이상

이어야 하고,청산 시에만 자본기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만기 5년 미만의 후순

채무 등 보완자본(Tier3capital)은 최 1/3미만으로 제한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최근에는 기본자본의 비 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CEIOPS,2009a).은행권에서도 BIS비율 8% 미만으로8)

떨어지면 보통주로 환하는 조건이 붙어야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으로 인정

하자는 가용자본 요건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융감독원,2009).이러한 변

화들은 보험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Myers(2004)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에 해 투자자와 경 진 간에 정

보의 비 칭이 존재하면,자본시장은 고차시장처럼 역선택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보비 칭으로 인해 투자자가 기업의 자본조달을 재무

상황에 문제가 생긴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기업의 외부자 조달비용은 상

승하게 된다.따라서 경 진은 잉여 등 내부 자 조달을 선호하게 되며,유

동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자본을 조달한 이후에야 외부자 을

고려하게 된다.외부자 을 조달할 경우에도 리스크가 은 자 부터 후순

채무,주식 순으로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peckingordertheory).결과 으로

기본(Tier1)자본에 해당하는 주식에 의한 자본조달비용이 가장 높다.

따라서 가용자본규제가 보통주 주의 가용자본 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될 경우,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보험회사는 재보다 높은 자본조달비

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가용자본규제의 강화는 RBC를 수해야 하

는 보험회사가 분자의 가용자본을 늘리는 신 RM을 강화하여 요구자본을

일 수 있는 내부모형을 채택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한편,내부모

형의 도입은 가용자본에 한 지 까지의 다양한 정의를 수렴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Bomhard․Frey,2006).

8)보험권의 지 여력비율 100%미만에 해당하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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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심의 건  감독 

가. 보험회사의 다양한 시나리 분

시장과 경제의 복잡성 증 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과

거보다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보험리스크를 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보험

회사에게 상과 다른 상황 개는 치명 이다.이에 따라 세계 최 로 시나

리오분석을 시도한 기업은 다름 아닌 보험회사 으며(Laster,2009),9)1980년

반부터 2000년 에 이르기까지 격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보

험경 에서는 사업계획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미래변동 가

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분석이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만큼 보험회

사 RM에서 시나리오분석은 핵심 인 부분이다.

경 성과가 단순한 이익기 이 아니라 ‘이익과 리스크’로 평가되면서(<그림

Ⅱ-3>참조)보험회사의 RM은 기업가치를 극 화하기 하여 경 활동에서

노출되는 각종 리스크의 리,경제 자본,리스크 가를 모두 통합하여

리하는 틀이 되고 있다(Harrington․Niehuas,2004).더구나 S&P등 신용평가

회사들이 보험회사의 RM을 요한 평가요소로 여기고 있으며(Laster,2009),

이는 보험회사들이 RM을 강화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보험

회사들은 자사의 RM 구조를 신용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Conning,2007b).시나리오분석에 한 정보가 보험회사

의 외부로 공시되는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분석이 보험회사

RM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신용평가와 같은 시장의 힘이 작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의 형태에는 뉴욕주 보험감독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리시

나리오처럼 소수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결정론 (deterministic)시나리오와 수

천에서 수백만 번의 시뮬 이션에 기 한 확률론 (stochastic)시나리오가 있

9)오스트리아의 에르스테 알게마이네(ErsteAllegemeine)보험회사는 1988년 경제환경과 경

쟁기업들이 어떻게 개될 것인가를 보고자 시나리오분석을 실시했으며,그 과정에서 베

를린 장벽의 붕괴를 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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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근 보험회사들은 확률론 시나리오에 많은 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력한 RM을 구축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10)기존의 고정계수방식이나 결정

론 시나리오보다 확률론 시나리오를 반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Ⅱ-5>과 <표 Ⅱ-1>참조).

<그림 Ⅱ-5>보험회사 RM 모형의 진화

자료 :Keller(2007)참조.

계수방식
민감도
시나리오분석

확률 방식
기타

개별리스크 복수리스크

11% 19% 38% 19% 13%

<표 Ⅱ-1>미국 보험회사의 RM모형 황

자료 :SOA(2008).

미국 생명보험계리사회(SOA:societyofactuarie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보

험회사 RM에서 RBC와 같은 계수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체 보험회사의

10)S&P의 보험회사 ERM 평가 자료는 Laster(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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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불과하고,보험회사의 57%가 확률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

다(<표 Ⅱ-1>참조). 한,확률 방식을 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1/3(

체 보험회사의 19%)은 자사 RM의 요구자본산출에서 여러 리스크를 동시에

반 하고 있어 리스크 간 단순한 상 계가 아니라 분포 간 상호의존성(인

과 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보험회사의 자본측정방식이 EU

S1이나 RBC와 같은 통 계수방식에서 확률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개별 으로 분석하고 그 상 계를 고려하는 방식에서 복수의 리

스크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다.

다른 시나리오분석의 유형에는 주식시장 붕괴나 경기침체 등과 같이 과

거의 사건에 기 하여 주 단의 여지가 은 역사 시나리오분석과 미

래 가상의 사건에 기 하여 주 단이 많이 개입되는 가상 시나리오분석

도 있다. 한,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의 동시 향을 분석하는 시나리오분

석이 일반 이지만,단일 요인의 향을 살펴보는 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도 있다.

시나리오분석에도 한계는 있다.Laster(2009)는 첫째,모형방정식의 특성화

오류나 매개변수의 오류가 모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둘째,데이터의 질

에 따라 모형의 신뢰성이 좌우되며,셋째,주 인 단이 모형설계에 많이

반 될수록 분석인력의 수 이 결과에 미치는 향이 커진다고 지 한다.보

험회사 RM에서 시나리오분석이 차지하는 비 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분석의

한계는 그 로 RM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

본규제에서도 이러한 제약은 내부모형 승인과 운 에서 요한 고려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나.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재량권 통      

RBC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RM을 활용하는 자기자본규제이므로 보험회사

에게 요구자본을 자체 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RBC표 모형이 규정 심 근방식으로 불리는 반면,RBC내부모형은 원칙

심 근방식으로 불린다.내부모형의 등장은 시장의 복잡성이 증 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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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독당국의 응이 규정에 의할 때보다 원칙에 의할 때 효과 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이미 잘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RM을 건 성 감독

에 활용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감독당국의 은 보험회사가 RM을 효과

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즉 리스크의 식별과 통제,그리고 식별된 리스크에 상

당하는 자본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모아진다.

Vaughan(2009)은 원칙 심 근방식이 규정 심보다 효과 인 건 성 감독

이 되려면 세 가지 제가 충족되어야 함을 언 하고 있다.즉,시장규율에

의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내부모형을 보완할 서면검사 장검사로 감

독실패에 비,RBC표 모형 자체의 개선이 내부모형제도가 성공하기 한

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첫째,원칙 심 감독이 효과 이려면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하게 리할

유인이 있음이 제되어야 한다.보험회사가 리스크 인수를 높여 이익을 증

시키려 할 때,리스크 증가에 상응하는 한 보상을 원하는 시장 이해 계

자들의 요구가 나타나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리하려고 노력하는 시장규율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시장규율이 효과 으로 작동하는가에 해서는

회의 인 시각도 있다. 보험제도가 시장규율을 약화시켜 보험회사의 리스

크 리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지 도 있고,Graceetal.(2007)은 버리지비율

이 큰 보험회사일수록 산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자본수 이 감소할수록 오

히려 보험회사의 리스크 인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Kupiec․Nickerson(2005)과 Harrington(2005),Doff(2009)등은 보험의 경우 시

스템리스크가 고 시장규율도 효과 으로 작동함을 보이고 있다.

둘째,원칙 심 감독이 효과 이려면 융감독당국이 부실한 보험회사를 식

별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BC표 모형이 불완 한 까닭에 부실한

보험회사가 건 한 보험회사로 분류되어 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

능성은 꾸 히 지 되어 왔다.Cumminsetal.(1995)은 보험회사의 부실을 조

기에 악하는 데 있어서 RBC표 모형이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다른 감

독수단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근의 융 기는 보험회사 RM모

형 자체와 련된 리스크도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모형에서 빈번하게 사용

되는 정규분포,호황기 데이터에 한 과도한 의존, 기 시 리스크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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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격한 변화나 유동성리스크 리의 미흡,CDS사례에서 나타난 그룹

차원의 리스크 리 부실 경향이 지 되고 있다(Vaughan,2007;Conning,

2007).11)

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을 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재량권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보험회사 RM에서 고려되는 리스크와 모형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인력

의 부족 등으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의 포로(regulatorycapture)가 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융감독당

국은 보험회사 RM에 하여 건 한 의구심(healthyskepticism)을 가지고

근할 필요성이 있으며,RM을 모니터링할 다른 감독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원칙 심감독이 효과 이려면, 융감독당국이 부실한 보험회사에

하여 시에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사실 이 때문에 융감독당

국은 기시정조치의 경우 원칙이 아닌 규정으로 근한다.이와 같이 기시

정조치를 규정 심으로 근하는 이유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최소한으로

여 부실 보험회사에게 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규제유 (regulatoryfor-

bearance)의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려는 데에 목 이 있다. 한 제재수 과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요구

자본 이상으로 가용자본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2008년 로벌 융 기를 래한 미국 투자은행의 부실은 융감독당국이

부실조치에 한 규정 심 근방식을 포기한 표 사례로 거론된다.미국

증권거래 원회는 2004년 5 투자은행의 내부모형 환을 승인하면서 이들

에 한 기시정조치를 한 순자본비율규정(netcapitalrule)을 포기했었다

(이승 ,2009;한상범,2009).여러 감독당국이 존재하는 것도 규제 유 의 가

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Graceetal.(2007)은 여러 주에서

활동하는 보험회사보다 1개주에서만 활동하는 보험회사의 부실비용이 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건 성 감독과 련된 감독당국들 간의 력

긴장 계가 규제 유 의 가능성을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참고로 AIG부실에서 드러난 CDS문제는 보험회사의 CDS취 이 원천 으로 지된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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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BC 내부모 의 장단

가. 내부모 의 효과

Gillespieetal.(2008)은 보험회사가 자체 RM을 활용하여 RBC에 응하려

는 데에는 내부모형제도가 갖는 세 가지 정 인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보

험회사는 내부모형을 통해 경 진과 이사회가 보험회사의 사업과 필요자본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RM수 의 향상은 물론이고 투명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외신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Ⅱ-6>보험회사 RM에서 다루는 리스크

자료 :Conning(2009)을 참조하여 작성

첫째,내부모형에서 활용되는 보험회사 RM은 경 진이 자사의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재보험 략 등을 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이

사회가 경 진을 효과 으로 리․감독할 수 있게 해 다.이는 보험회사

RM이 표 모형에서 제 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리스크,즉 산업평균과는 다

른 자사만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의 특성,재보험 보증보험 등 업사의

특이한 사업방식에 따른 고유 리스크를 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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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2의 계량분석(QIS:QuantitativeImpactStudy)결과에 따르면,보험회

사 자체의 RM에서 산출된 자본량이 표 모형에서 산출된 요구자본과 비교하

여 생명보험에서는 87% 수 이고,손해보험에서는 80% 수 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이러한 자본량의 차이는 손해보험과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리스크에

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생명보험에서는 리,해약률,장수율(longevity)등에

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보험회사 RM과 EUS2표 모형이 차

이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Gillespieetal.,2008).

둘째,내부모형을 통해 보험회사 RM의 투명성이 제고된다.그동안 보험회

사의 부실을 래하는 주된 원인 하나는 경 진 이사회의 잘못된 략

결정 등 사업리스크를 포함한 의의 운 리스크이나(유병순,2009),1년을 주

기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RBC표 모형에서 운 리스크의 향을 악하기는

어렵다(Ashbyetal.,2003).유동성리스크 역시 재의 표 모형에서는 다루

지 못하고 있다.그 결과, 융감독당국은 부분의 운 리스크와 유동성리스

크를 자기자본규제가 아니라 보험회사 장검사 등을 통해서 제한 으로 감

독할 수 있을 뿐이다(Bomhard․Frey,2006;Doff,2009).

이론 으로 보험회사 경 진은 RM을 통해서 자사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

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해내는 자체 리스크평가과정(ORSA:theownrisk

andsolvencyassessment)에 기 하여12)의사결정을 하고,리스크 한도를 정

하고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RM의 리스크평가를 략

결정에서 고려할 것이 요구되는데,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내부모형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표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운 리스크의 부분

이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 RM을 활용하는 내부모형에서는 내부모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감독당국이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경 진과 이

사회가 RM의 리스크평가 자본 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것은

RM이 보험회사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에서

12)EUS2에서 말하는 ORSA(theownriskandsolvencyassessment)란 기업이 자체 으로

자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제 자본을 산출하는 자본 정성 평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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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검증 상이다.여기에,RM의 리스크 리모형,동 모형에 용된

가정,리스크평가 과정에 한 문서화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을 자기자

본규제의 내부모형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인 부분이 된다.문

서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RM에서 고려하고 있는 리스크와 그 향을 문서

를 통해 명시 으로 제시하고,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체 지 능력평가와

리스크 리 과정에 한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자사의 신용도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보험회사 자본에 한 평가는 신용등 평가와 주식의 배당

성장성 평가에서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그 결과,외부 정보이용자들

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 반을 살펴보게 되었고,보험회사 RM이 그 핵

심을 차지하고 있다.특히,보험회사의 RM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정하게 기

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은 내부모형이라는 것은 신용평가에서 매우 정

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선택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자본조달비용을 이고 자사 주식에의 수요의 증 를

기 할 수 있다.

나. 내부모 의 고 사항

RBC 내부모형의 시행에 따른 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되는 문제 도

다양하게 지 되고 있다.첫째,감독당국 에서 볼 때,RM 자본량이 표

모형보다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EUS2의 QIS결과는 행 표 모형

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이 정수 을 반 하지 못한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Verheugenetal.,2009).이런 해석에 따른다면,내부모형제도를 시행하

기 이 에 RBC표 모형에 한 재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재보험이나

특수보험 등 표 모형의 용이 부 합한 보험종목의 경우 모든 리스크 는

일부 리스크에 해서는 내부모형을 극 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경 환경변화

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나 새로운 리스크 간 상 계에 시에 응하지 못



RBC내부모형의 필요성 31

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신청할 경우 융감독당국

은 보험회사 RM에 한 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주기 으로 RM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최근의 융 기에서는 내부모형을 시행해 온 은행권에서 RM

투명성의 문제와 함께 표 모형과 마찬가지로 경기순응성을 오히려 심화시키

고 기존의 가정이 융 기 시에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 모형의 타당성을 상

실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융감독당국은 합리 인 의구심과 기상황에 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내부모형의 안 장치로서 보험회사의 RM이 승인받은

이후에도 2년마다 최소 1회 정도 주기 으로 RM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Doff,2009;Gillespieetal.,2008).이때,보험회사 RM에 한 평가는 융감

독당국이 직 장하거나 회계법인,신용평가기 등과 같은 제3의 문기

의 조력이나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Gillespieetal.,2008).물

론 지난 융 기를 통해서 신용평가기 등에 한 신뢰성문제가 제기되었

음을 고려한다면 문기 을 활용하는 안에는 신 한 근이 필요할 것이

나,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평가를 담하는 방식보다는 실 인

안으로 단된다.

셋째,내부모형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은 최 한도(threshold)가 아닌 목표수

(targetvalue)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융감독당국이 내부모형 요구자

본의 수정을 자의 으로 요구할 수 있다면,보험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보유하

거나 재무 의사결정의 왜곡 없이 리스크 노출을 이려는 유인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실 보험회사 RM모형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에 하여

융감독당국의 조정권한이 해외사례에서 찰되고 있기는 하지만,조정에

한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최 한도로 인식하여 한

도에 미달하는 보험회사에게 극 으로 응한다면,보험회사는 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하려고 함으로써 보험산업이 정 자본수 을 이탈하게 되는 바

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따라서 감독당국은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그 로 수용하고 경 평가 등 다른 감독수단을 통해서 내부모형

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Doff,2009).즉,감독



32경 보고서 2010-6

당국의 요구자본조정은 다양한 감독수단과의 종합 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M이 자사 고유의 리스크를 RM모형에서 통

합하여 반 하고 외 환경이나 경험을 반 하여 모형을 개선해 나가야만 내

부모형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민감

도, 기상황 시나리오분석 등에 한 결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표 모

형의 체 리스크가 아닌 일부 리스크만 반 하는 내부모형에 해서는 부분

채택에 한 충분한 논거를 요구하여 리스크의 취사선택에 따른 규제차익의

발생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지 이 많다.

다섯째,보험회사 RM의 특성상 재무회계(IFRS), 리회계(MCEV),감독회계

(RBC)등 다양한 회계정보 수요에 맞추기 해서 RM 자체는 상당한 유연성

을 가져야 한다.이에 따라 모형의 유지․개선,데이터 집 ,경 진과 이사회

의 요구 반 ,감독당국의 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경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평가해야 하는 감독당국은 물론 평가받는 보험회사 모두

이러한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부모형효과를 릴 수 있는 보험회사는 RM운 과 평가에 한 부담을 감

내할 수 있는 일부 회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표 모형 자체

가 용되기 힘든 분야를 제외한다면,내부모형제도가 의무 용이 아닌 보험

회사의 선택사항으로 제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요약  시사

여러 차례의 융 기를 경험하면서 보험회사의 건 성감독은 장실사보

다는 서면검사를 통해 부실을 조기에 식별해내는 방향으로, 재의 재무상태

보다는 미래 손실가능성인 리스크를 시하는 방향으로 발 해왔다.국내 건

성감독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반 하여 자기자본규제로서의 RBC와 경

평가제도로서의 RAAS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RBC표 모형은 여 히 개별 보험회사의 고

유한 리스크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과 부채의 경제 실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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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RBC는 다양한 리스크를 반 하고 있다는

에서 EUS1보다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표 계수를 용하는 획일

모형이라는 한계를 보인다.경제 실질의 문제는 표 모형이 아닌 회계정

보의 한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자산과 부채의 경제 가치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RBC의 건 성 척도로서의 기능이 제약을 받는 것 역시

사실이다.한편,가용자본규제의 강화 추세는 RBC표 모형의 한계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기 한 수단으로서 내부모형을 선택하게 만

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 으로 시장과 경제의 복잡한 개는 다양한 상황에 한 시나리

오분석이 보험경 의 필수요소로 만들고 있다.이는 경제 실질을 반 하려

는 감독당국이 내부모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토 가 되고 있다.실제로 세

계 최 의 시나리오분석은 1980년 후반 보험회사에 의하여 시도되었으며,

이후 시나리오분석은 RM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시나리오분석이

모형 데이터의 질과 분석자의 주 단 등 인력수 에 크게 좌우된다

는 에서 제3자의 평가가 쉽지 않다.따라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을 통

제할 수 있어야 하며,이를 해서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리 유인을 가지게

하는 시장규율이 작동함은 물론 감독당국이 부실보험회사를 식별할 수 있고

기에 시정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내부모형제도가 제 기능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모형제도의 시행은 보험회사 경 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상된다.즉,보험회사는 수 높은 RM을 활용하는 내부

모형을 통해 자사의 사업특성과 자본 리를 효과 으로 할 수 있고,내부모형

을 통해 RM의 투명성을 높여 외 신용도와 기업가치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다만,이러한 기 효과가 실에서 실 되려면 제반 인 라

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내부모형시행과 련하여 감독당국은 표

모형의 정성을 검하고,보험회사 RM을 주기 으로 평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며,다른 감독수단을 통해서 내부모형을 견제함으로써 감독실패

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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