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내부모  해외사

1. 리스크 리 내부모 의 주요 특징

가. 주요국의 자 자본규

보험회사와 신용평가회사의 다양한 RM모형에 응하여 각국의 융감독당

국들도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표 모형이 단일계수방식에서 복수계수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와 확률 방식을 허용하는

내부모형제도까지 도입하는 나라들도 등장하고 있다(<표 Ⅲ-1>참조).

모든 보험회사에 용되는 표 모형의 경우 재와 같은 복수계수방식의

자본산출모형은 1990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채택되었으며,2000년 반부

터는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도 북미의 복수계수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 다.

최근의 요구자본산출모형의 변화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EU에서 S2가 추진

하면서 보다 다양한 방식의 모형들이 검토되기 시작했는데,미국의 RBC를 모

델로 하는 복수계수방식의 표 모형과 더불어 보험회사 RM의 발 을 감독에

반 하는 내부모형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표 모형과 내부모형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자기자본규제 체계를 선도 으로 시행하고 있는데,2004년부터 시작된 국의

ICAS(Individual Capital Assessment Standards)나 그 이후의 스 스

SST(SwissSolvencyTest)가 그 사례들이다.한편,미국의 사례는 표 모형을

용하기 힘든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들을 심으로 내부모형(RBC C3

PhaseⅡ)을 채택하는 유형에 속한다. 한,캐나다는 유럽과 캐나다의 사례

를 모두 볼 수 있는 특이한 사례로서 내부모형제도로서 DCAT(Dynamic

CapitalAdequacyTesting)을 시행하고 있으며,변액보험에 해서도 내부모

형을 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표 모형과 내부모형의 계 평가 등을 기 으

로 내부모형 형태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며,유럽의 네덜란드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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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주는 스 스와 국 캐나다의 범주에 넣어 따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

다.유의할 은 내부모형제도가 아직은 기단계에 있다는 것이다.그만큼

내부모형에 한 해외사례는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만큼 내용상

의 가변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EUS2가 내부모형제도의 방향을 제시하

는 기본(안)을 보여주고 있다면,이를 실에 목하는 실험이 앞에서 언 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표 Ⅲ-1>참조).

구분
표 모형 내부모형

단일 계수 복수 계수 시나리오 상호의존성

EU SolvencyⅠ(S1) SolvencyⅡ(S2) S2

스 스 S1 SST(SwissSolvencyTest)

네덜란드 S1 DST(DutchSolvencyTest)

국 S1 ECR1(손보) ECR1(생보),ICAS(생/손보)2

캐나다
MCR3(손보)
MCCSR4(생보)

DCAT5

호주 APRA6표 APRA6내부모형(손보)

미국 RBC 변액보험

일본 RBC

한국 S1 RBC

신용평가기
S&P,Moody's,
A.M.Best

<표 Ⅲ-1>주요국 요구자본산출모형

주 :1)ECR:EnhancedCapitalRequirements
2)ICAS:IndividualCapitalAdequacyStandards
3)MCR:Minimum CapitalTest
4)MCCSR:Minimum ContinuingCapitalandSurplusRequirements
5)DCAT:DynamicCapitalAdequacyTest
6)APRA:AustralianPrudentialRegulationAuthority

자료 :Bauer․Enz(2006)참조

나. 내부모 에  다루는 리스크의 범

EUS2는 내부모형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보험회사 RM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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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는 완 내부모형과 일부 리스크에 해서만

보험회사 RM에서 포함하는 부분내부모형 형태이다.기본 으로 내부모형제

도는 보험회사 RM이 표 모형에서 고려되는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는 완 내

부모형이 이상 이다.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RM이 ‘감독당국의 표 모형 +

α'라는 장 을 살리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표 모형의

용이 쉽지 않거나 제반여건의 미비로 표 모형의 일부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험회사 RM을 제한 으로 용하는 부분내부모형 형태도 존재한다.스 스

와 국은 내부모형의 용범 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기본 구조를

볼 때,표 모형의 모든 리스크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반면,미국의 경우

표 모형의 특정 리스크(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에 해서만 내부모형을 허용

하고 있다.

구분 리스크 완 (체)형 리스크 부분(체)형

EUS2 ○ ○

스 스 ○

국 ○

캐나다 ○ ○

미국 - ○

<표 Ⅲ-2>내부모형의 형태

주 :1)미국과 캐나다는 특별계정(변액보험)에 해 보험회사의 RM에서 요구자
본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EP(2009),FINMA(2008),FSA(2009),Brender(2002) Vaughan(2009)참조

완 내부모형은 내부모형 도입목 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이 유형에서는 보험회사 RM의 진 이 모두 반 된 형태로서 모든 리스크

가 요구자본산출에 반 되며,감독당국은 필요로 하는 보험회사 RM의 모든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완 내부모형은 해당 보험회사 RM의

보편 용이 제되어야 한다.RM의 정성이나 신뢰성에서 흠결이 있다

면 RM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계약자이익의 보호라는 감독목

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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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표 모형의 특정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험회사 RM의 요구자본산출을

허용하는 부분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경 안정과 함께 요구자본에 한 부담

을 완화할 목 으로 내부모형제도의 단계 도입에서 주로 채택된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분내부모형은 과도기 모형으로 지칭되고 있다. 실 으로는

측정문제 등의 이유로 표 모형에서 약식으로 다루어지는 변액보험의 시장리

스크 등에서 내부모형이 채택되고 있는 사례가 찰되고 있다.

다. 내부모 의 택 또는 강

EUS2는 보험회사가 자사 RM을 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이른바 내

부모형으로의 환을 보험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선택형의 경우 보험회

사는 감독상 요구자본을 표 모형을 용하여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

RM을 활용하여 산출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일단 내부모형을 선택하게

되면,보험회사는 표 모형으로 회귀할 수 없다.한편,보험회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보험종목에 따라 RM을 활용하여 의무 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도

록 하는 사례도 있다.

구분 내부모형 선택 내부모형 강제

EUS2 ○

스 스 ○ ○1

국 - ○2

캐나다 ○3 ○

미국 - ○4

<표 Ⅲ-3>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선택유형

주 :1)재보험 등에 한 의무 용
2) 국의 ICA는 모든 보험회사가 표 모형(ECR)과 병행
3)DCAT은 보험회사가 의무 으로 RM을 용하여야 하나,변액보험의 보
증리스크에 한 RM 용은 보험회사의 선택사항임.

4)미국의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에 하여 RM을 의무 용
자료 :EP(2009),FINMA(2008),FSA(2009),Brender(2002) Vaughan(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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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는 EUS2의 틀에 근사한 모범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내부모형은

기본 으로 선택제이다.보험회사들은 표 모형과 자사 RM 에 선택하여 요

구자본을 산출한다.다만,재보험회사와 지주회사 등에 해서는 융감독당국

이 RM에 의한 내부모형을 의무화할 수 있다.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자사 RM

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미국의 경우에도 특별계정의 변액

보험 보증리스크에 하여 자사 RM을 의무 으로 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에서는 보험회사가 표 모형(ECR:EnhancedCapitalRequirement)

과 자사 RM을 활용하는 ICA를 병행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따라

서 모든 보험회사는 표 모형(ECR)에 의한 요구자본과 시나리오분석 등을

용한 자사 RM에 의한 요구자본(ICA)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감독당국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회사 RM으로 산출된 요구자본을 조정하여 최종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체계를 운 하고 있다.캐나다는 국과 미국의 경우를

모두 수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캐나다는 국의 ICA와 같은 시나리오분

석을 포함한 DCAT을 모든 회사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며,특별계정에 해서

는 보험회사 RM에 의한 요구자본산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모형제도가 보험회사의 선택인가 는 의무인가는 앞에서 살펴본 내부

모형 용범 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표 모형의 미비를 체하려는 의

도가 강한 재보험,변액보험의 경우 내부모형을 강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EUS2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보험회사 RM의 우월성을 활용하여 표

모형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강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자사 RM과

표 모형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내부모 의 승인과 재평가 

보험회사 RM이 감독목 의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으로서 인정받으

려면 융감독당국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내부모형이 선택형인 경우에는

최 의 승인과정과 함께 주기 인 재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 이다.내

부모형이 강제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과정이 없이 재평가 제도만이 있는

데, 국의 보험회사들은 표 모형과 내부모형(ICA)을 모두 병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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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에 하여 내부모형을 의무 으로 용하고 있

다.그러나 선택형 내부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EUS2의 기본 틀이나 S2에 가

장 근 하다고 평가되는 스 스 SST는 내부모형에 해 승인제도와 재평가제

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감독당국은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 로 하여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정기 으

로 시행한다.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M 지배구조 등에

한 평가와 더불어 표 모형의 정성에 해서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Vaughan,2009).이러한 평가 과정은 내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공통 으로 찰되고 있다.

구분 승인 (최 평가) 리 (승인이후 평가)

EU ○ ○

스 스 ○ ○

국 ○

캐나다 ○ ○

미국 - ○

<표 Ⅲ-4>내부모형 승인 재평가

자료 :EP(2009),FINMA(2008),FSA(2009),Brender(2002) Vaughan(2009)참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M을 내부모형으로 승인하기 한 평가과정에서

RM에 하여 양 평가와 질 평가를 시행한다.일반 으로 내부모형으로

인정받기 한 양 질 요건은 보험회사 RM이 반 인 험상태를 반

하고 있는가와 보험회사 내에서 리스크 리와 내부통제가 제 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이 맞춰지고 있다.유럽의회(EP,2009)는 통계 정성

(statisticalqualitytest),표 모형과의 정합성(calibrationstandards),의사결정과

정에서의 RM활용도(usetest),리스크와 손익의 계(P/Lattribution),모형 합성

(validationstandards),문서화(documentation)의 6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에, 국,스 스 등은 손익 속성 요건을 제외한 5개 평가요건을 명시 으로

채택하고 있으며,미국은 양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표 Ⅲ-5>참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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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RM을 내부모형으로 승인하고 지속 으로 리하기 한 요건을 규정하

는 방법과 내용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이는 부분 으로 해당 국가의

보험회사 RM수 의 차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EUS2 국 스 스 캐나다 미국

통계 정성
(Statisticalqualitytest)

○ ○ ○ ○

표 모형과의 정합성
(Calibrationstandards)

○ ○ ○ ○

RM활용도
(Usetest)

○ ○ ○ ○

리스크와 손익의 계
(P/Lattribution)

○

모형 합성 기
(ValidationStandards)

○ ○ ○ ○

문서화
(Documentation)

○ ○ ○ ○ ○

<표 Ⅲ-5>RM의 내부모형 승인 재평가 요건

자료 :EP(2009),FINMA(2006a,2006b,2006c),FSA(2009a,2009b),Brender(2002)
Vaughan(2009)참조

Sharma(2008)는 의 내부모형 승인요건을 보험회사가 충족하기 한 보다

구체 인 사항들을 지 하고 있다.첫째,보험회사가 RM활용도 요건을 충족

하려면 RM을 경 문화의 일부로써 내재시켜야 하므로 경 진의 RM 참여가

요하다.이는 RM이 리스크 리,경제 자본 요구자본 평가,내부통제

의 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통계 정성과 련하여 보험회사는 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보다

양질의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보다 철 한 자료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따라서 보편 인 리스크 통합방법으로서 상 계수를 활용함에 있어

서 문가의 단과 동 분석에 의존도가 큰 만큼 건 한 계리 ․통계

방법,신뢰할 만한 행 정보와 실 가정, 하고 정확한 자료 등에

한 확인이 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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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표 모형과의 정합성과 련하여 보험회사는 자사 RM이 표 모형의

산출 가정 기 (:리스크한도,리스크평가기간 등)과 일 성을 가지는

가정과 기 을 용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이는 보험회사 RM이 최소한

감독당국의 표 모형과 동일한 수 의 계약자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을

산출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이에 해 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의 RM과 산업 내 벤치마킹 내부모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 RM의

측정기 에 한 정합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 이 있다.

넷째,리스크와 손익의 계와 련하여 보험회사는 정기 으로 사업부문별

는 리스크별로 손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한 1년마다 한 번씩 검토

하여야 하며, 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허용 한도가 RM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RM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보험회사는 RM의 구성요소와 결과에 한 신뢰를 확보하기 하여

모형에 한 정성 평가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따

라서 보험회사는 산출결과의 모니터링, 정성의 지속성 검토,경험과 결과 비

교,안정성 민감도 분석,자료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모형 정성을 평가하

여야 한다.여기에는 독립 인 제3자가 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용된 이론,가정 운 에 한 상

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다.이는 감독당국에게 다른 승인요건의 충족을 납

득시키는 입증자료로써 기능하므로 RM에 한 모든 승인요건을 포함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이 때문에 많은 보험회사가 6가지 요건 에서 가장 요한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으며,내부모형 기 단계에서부터 이사회 경 진이

문서화에 조기 참여하는 것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감독당국 등 제3자가 RM을 그 로 재 할 수 있도록 완 하고 상세하게 문

서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 자기자본규제의 문서화 수 을 크게 과하여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Ⅲ-6>은 보험회사 RM에 한 수 별 평가요건을 보여주고 있는데,평

가항목은 유사하나 평가항목 내의 질 요건은 RM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heatley․Hancock(2009)은 EU S2에서 제시하는 내

부모형의 틀을 4단계라고 할 때, 재 국 등 유럽 보험회사의 RM수 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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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지 3단계로 이행하는 수 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아마도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는 2단계 내지 2단계로 이행하는 수 인 것으로 보인다.13)

 

요건 보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리스크
측정

개별추산
비

통계
방식

흐름방식
계리 방식

확률 +계리
방식

경제 가치

통계
정성

개별 험
최 자본

험통합
외부모형1

부분내부모형
험통합
분포분석
시나리오분석

완 내부모형
시나리오분석
민감도분석
험 연계

험결합

모형
정성

고려 않음 역할․책임
환경분석,

이사회:부분 여
경 진:부분검토

독립평가부서
체크리스트 사용

내부통제2

독립 검증

문서화
감독목
보고

감독보고
기타문서

다수 비
수정/검증

모든 비
모든 검증/평가
모든 가정 승인

모든 사항
ORSA

RM
활용도

감독목
보고

감독보고
/효익 분석

자본 리
/자본할당

가격/성과평가 이사회 결정

<표 Ⅲ-6>RM수 별 평가 요건

주 :1)EUS2의 표 모형과 S&P,Moody's,A.M.Best등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산
출모형

2)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Act)에서 요구하는 수
자료 :Wheatley․Hancock(2009)

<표 Ⅲ-6>에서 주목할 은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을 내부모형으로 승인

함에 있어서 보험회사 경 진이 의사결정에서 RM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기단계에서 보험회사 RM은 감독목 의 보고를

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RM수 이 높아질수록 필요자본의 산출과 종목별 할

당으로 옮겨가고,다시 이에 따른 자본비용을 상품가격 설정과 부문별 성과평

가에까지 반 하고 있으며,최종 으로는 경 진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사회

결정에까지 향을 미친다.이러한 RM수 별 평가요건은 EUS2의 제4차 계

량 향평가(QIS4)의 결과(<그림 Ⅲ-1>참조)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

13)최 목 외 2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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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보험회사의 RM 활용

자료 :CEIOP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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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럽의 내부모

가. EU S2의 내부모

1)내부모형과 3각 감독체계

EUS2는 자기자본규제(P1:pillar1)와 경 평가(P2:pillar2),그리고 정보공

시(P3:pillar3)라는 3각(3-pillar)감독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P1에서는 내부

모형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사 RM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고,P2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에 한 평가를 근거로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조정하는 차가 이루어진다.

(P1:양 감독)
자본규제 충족

1.내부모형으로 SCR산출
2.감독당국의 개입시
lower/upperofMCR

3.부분 내부모형 제한

-표 모형 이외의 가정
-부채 공정가치 산출
-99.5%VaR요구자본산출
-공분산 /리스크감소기법

(P2:질 감독)
지배구조/리스크자본 리
내부감사/계리기능
ORSA수행요건충족

내부모형결과물의활용:
1.리스크 리의핵심기능
2.리스크분석과의사결정

내부감사

-내부모형승인요건
-감독당국모니터링
-소규모회사/소수종목에
한내부모형구축부담
→회사의자율선택

(P3:정보공시)
명시 인공시요건

감독당국공시/일반공시

내부모형결과물공시:
-자본/재무상태공시구성
(재무성과,노출리스크,
리스크집 등정보포함)

-내부모형 용 시 공시

<그림 Ⅲ-2>EUEUS2기본구조와 내부모형

자료 :Gillespie(2008).

EUS2의 P1은 자기자본규제에 한 양 감독기 을 제시하고 있다.제Ⅱ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감독목 의 최 자본(MCR)과 총 요구자

본(SCR)을 총재무제표 방식(totalbalancesheetapproach)으로 산출하여 리스

크가 차 조표에 미치는 잠재 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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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재무제표 방식이란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시장가치라는 동일한 척

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EUS1방식과 구분된다.14)

한,P1에서는 내부모형제도도 허용되고 있다.보험회사는 표 모형에 의한 요

구자본(SCRSM)이나 승인된 RM에서 산출한 요구자본(SCRIM)을 감독당국에 보

고할 수 있다.이때,감독당국은 보험회사 RM의 보편성(robustness)을 확인하

기 하여 RM의 양 요건과 질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EUS2의 P2는 질 요건을 평가하는 부문으로 보험회사의 RM과 감독당국

의 모니터링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향후 업

을 지속할 것이라는 제(ongoingbasis)에서 보험회사의 험상태,자본 정

성,경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고,이를 토 로 필요하면 보험회사에게 자본

확충을 요구하게 된다.이를 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리스크

지 능력에 한 자체평가(ORSA),내부통제 감사,계리기능 등에 한 지

배구조를 모니터링한다.

한,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통해 요구자본을 산출할 경우

RM의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 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악한 험

상태와 내부통제 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15)따라

서 보험회사 RM이 새롭게 인지된 리스크를 반 하지 않고 있거나 RM에 반

된 내용에 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RM의 수

정을 요구하고 추가 인 자본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CEIOPS,2009a).

EUS2의 P3는 P1과 P2에 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련 사항을 보험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 능력과 재무상태의 주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P3는 공시를 통해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을 높이려

14)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재무제표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 핵심 칙(ICP23):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효과 으로 리하여야 한다.

․ 요구자본기 :자산,부채,요구자본,가용자본 간의 상호의존과 리스크를 정하게 인

식․평가하기 해서는 재무제표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15)CEIOPS(2007)는 “AdvicetotheEuropeancommissionintheFrameworkoftheEUS2

projectonPillarⅡ Capitaladd-onsforsoloandgroupundertaking"에서 감독당국은

SRP(SupervisoryReview Process)를 통하여 내부통제,리스크 리 략 등에서 발견된

결함을 해소할 것을 요구, 험상태 축소,특정 리스크에 한 부분 내부모형 요구,완

내부모형 요구,자본 확충 요구 등의 감독행 를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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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목 이 있다.EUS2는 보험회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지 능력과 재무상

태에 한 주요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를 들면,보험회사는

사업개요,기업지배구조,리스크 정성평가,리스크 노출정도․집 ․경감․민

감도,자산․부채의 평가 근거 방법,자기자본 구성항목과 액 특성,

최 자기자본․요구자본의 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 보험회사

가 자사 RM을 활용하여 내부모형으로 활용하고 있을 경우 표 모형과 내부

모형의 차이 에 해서도 공시하여야 한다.

2)내부모형의 요구자본(SCR)결정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방식을 용하여 최 자본(MCR),요구자본(SCR)등

의 자본요구량을 산출한다.여기서 최 자본은 가용자본이 최 자본보다 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자본수 으로서 사실상 감독당국의 경

개입이 취해지는 수 을 의미한다.반면,요구자본은 보험회사가 200년에 1

번 일어날 재해(산확률 0.5%;신뢰수 99.5%)를 이겨내기 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량을 의미한다.16)이때,보험회사는 실제 험상태를 반 하여 정

자본요구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보험회사가 한 리스크 리를 유지

하지 않을 경우 행 건 성에 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EUS2의 P2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RM모니터링과 경 평가는 감독당국이

행 자본 정성 분석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한 분석에 해당한다.따라서 P2는 P1의 표 모형과 보험회사 RM에 공통 으

로 용된다.특히,보험회사 RM을 활용하여 산출된 요구자본 정보의 경우

<그림 Ⅲ-3>과 같이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RM과 내부통제 등에 한 평가

를 기 로 하여 RM에서 산출된 요구자본량을 조정하여 최종 인 조정요구자

본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6)EUS1은 책임 비 기 액에 일정율의 험계수를 곱한 완충자본을 감독목 의 요

구자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최 자본과 요구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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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EUS2의 요구자본

자료 :EP(2009)참조

      

<그림 Ⅲ-4>EUEUS2의 기본구조와 요구자본 계

자료 :Ernst&Young(2008)

<그림 Ⅲ-4>는 <그림 Ⅲ-3>을 보다 구체 으로 나타낸 것이다.보험회사가

표 모형을 이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경우,감독당국은 P2에서 표 모

형의 SCR과 경 평가 등을 반 하여 조정 요구자본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자본확충 등을 요구할 수 있다.한편,보험회사가 RM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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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경우,감독당국은 P2에서 보험회사의 RM에 한

정성 평가결과를 반 하여 조정 요구자본과 자본확충의 내용을 결정한다.이

때,감독당국이 결정하는 조정 요구자본은 P2에서 보험회사의 험상태에

한 질 요건을 평가하여 조정된 자본요구량이다.

3)내부모형 승인 재평가

EUS2에서 보험회사는 자사 RM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려면 RM을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CEIOPS(2009c)는 내부모형의 비신청,

승인신청,평가,승인여부 결정,재평가라는 내부모형 승인 차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역할을 세부 으로 언 하고 있다(<그림 Ⅲ

-5>참조).내부모형의 승인 차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표 모형을 검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CEIOPS,2009d).

승인
신청

비
신청

주요사항

논의

승인

결정평가
서면 검사

검토
임 검사

재평가

<그림 Ⅲ-5>EUS2의 내부모형 승인 차

 

자료 :CEIOPS(2009)

비신청단계는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주요 사항을 사 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보험회사는 내부모형승인을 한 여러 서류를 비하고

내부모형에 한 요사항을 감독기 과 논의한다.이때,보험회사는 내부모

형의 사용목 ,시기, 용범 ,모형 요건에 한 견해 기 충족 계획,

모형 련 정보,문서화 등을 감독당국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이 과정

에서 내용을 보완하고 비서류도 함께 보완하게 된다.

사 비가 끝나면,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게 내부모형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게 된다.승인신청단계에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M에 한 기술 인

검토와 함께 일부 항목에 해서는 장검사를 실시한다.이때,감독당국은

보험회사 RM의 용범 ,산출된 요구자본,문서화, 리 차,경 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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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해수 등을 함께 평가한다.감독당국이 RM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며,승인을 거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당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한편,최 승인 이후에도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으로 승인된 RM에 해

서도 지속 인 검 차를 수행하게 된다(EUS2의 지침 36.2.f).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승인과정에서 평가한 요건들이 계속해서 충족되고 있는지를 재평

가하게 되며,보험회사 RM에 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평가와 동일한

과정이 용된다.

4)보험회사의 자체 지 능력평가(ORSA)

EU S2지침은 보험회사에 한 질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질 감독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자체 인 리스크 지 능력 평가(ORSA)과정에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체 인 지 능력평가 결과가 경 의사결정에서 어

떻게 활용하는가에 주목한다.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RM과 계리기능 이외에

지배구조,내부통제 등에 한 경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ORSA를 매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ORSA에서 산출된 요구자본량은 물론 모형의 통제 황,이사회의 역

할과 책임 등에 해서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Ⅲ-6>RM과 ORSA의 계

자료 :Wheatley․Hancock(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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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은 ORSA과정을 나타내고 있다.첫째,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자

사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허용 한도를 정하고,리스크를 보

유할 지 아니면 가할 지를 결정한다.둘째,리스크 리부서는 이사회의 결정

을 자사 RM에 반 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

사회 경 진에 보고한다.셋째,이사회 경 진은 보고받은 정보를 기

로 필요한 자본량을 결정하고,사업계획,상품 자산 포트폴리오,마

략, 비 평가,투자의사결정,가격 략 등을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그림 Ⅲ-7>EUS2의 내부모형에 의한 자본 산출

자료 :Sharma(2008)

특히,보험회사의 RM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모형으로 승인받은 경우

ORSA의 RM과 요구자본량은 <그림 Ⅲ-7>과 같이 나타난다.보험회사는 RM

으로 요구자본을 추정하고,아울러 RM의 활용도,통계 정성,내부통제,

손익분포 측 등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제

출 받은 RM의 결과,승인요건의 충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으로 조정 요구

자본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EU S2에 응하여 유럽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비상황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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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보험회사는 자사 RM을 내부모형으로 활용하기 해서 지배구

조 등 리스크 리 문화와 문서화에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상

되고 있다(Cadoni․Daniel,2008).즉,내부모형을 선택하는 보험회사들 다수

가 RM모형 자체보다는 RM의 근간을 이루는 의사결정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외 으로 뒷받침하는 문서화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8>유럽 보험권의 내부모형 비 정도

자료 :Cadoni․Daniel(2008)참조.

나. 스 스의 내부모  

1)자기자본규제와 경 평가

EU S2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스 스 사례다.스 스의 자기자본규제는

SST(SwissSolvencyTest)를 통해서 구 되고 있으며,SST의 표 모형은 보험

회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 일반 리스크에 해서는 정태 리스크

계수를 용하고 있으며,운 리스크에 해서는 시나리오에 기 한 방식을

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한다(류근옥,2007).그러나 보험회사는 표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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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도 있고,자사 RM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감독당

국에 보고할 수도 있다.보고된 자본은 보험회사에 한 경 평가(SQA:

SwissQualityAssessment)등을 기 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제출한 요구

자본량을 조정할 수 있다(FOPI,2007a․2007b).

<그림 Ⅲ-9>스 스 SST기본구조

자료 :Keller(2007),Hill(2008)참조

2)승인 재평가

스 스 감독당국(FOPI,2008)이 제시하는 내부모형의 승인 차(<그림 Ⅲ

-10>참조)는 체로 EUS2의 기본 틀을 따르고 있다.내부모형을 선택할 경

우,보험회사는 자사 RM 경 환경 등을 감독당국에 설명하고,RM에 해

감독당국의 비평가를 받는 사 의단계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승

인요청 시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분석,방법 모수,질 요건 특이 사

항,데이터 등을 승인신청서와 함께 감독당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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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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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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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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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검토

면담․표본검사

<그림 Ⅲ-10>스 스 :내부모형 승인 차

자료 :FOPI(2008)

승인신청단계에서 감독당국은 유사그룹 비교 방식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하

면서 집 검사 사항을 악한다.서류 검토 후 장검사 과정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표본검사와 임직원 면담도 실시한다.마지막으로,감

독당국은 면담 표본검사에서 악한 사항에 해 재무담당임원 등과 의견

을 교환하고,감독당국이 작성한 검사보고서에 하여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

렴한 후 최종 으로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행 산출기 ,방법 모수,상 계의 정

성,이사회 경 진의 책임,용도 합성,모형 합성,문서화 등에 한

검증이 이루어진다.검증은 모든 보험회사들에게 용되고 있는 경 평가

(SQA)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내부통제 지배구조 등에 하여

질 평가를 실시한다.승인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RM이 승인요건을 계속해

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감독당국의 내부모형 강제

스 스의 자기자본규제(SST:SwissSolvencyTest)에서 제시하는 내부모형

요건은 EUS2의 틀과 상당 부분 유사하나,내부모형의 선택과 승인요건의 세

부 내용에서 EUS2와 다소 차이가 있다.첫째,EUS2는 보험회사에게 내부모

형 선택권만 부여하고 있으나,SST는 보험회사에게는 선택권을,감독당국에게

는 내부모형 의무시행 강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즉,표 모형으로 보험회사의

험상태를 제 로 반 할 수 없다고 단하는 경우,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게 RM을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표 모형 용이 어려운 재보험

회사와 지주회사에 해서는 처음부터 RM을 내부모형으로 사용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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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표 Ⅲ-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ST의 내부모형 승인요건은 EUS2

와 유사한 원칙을 보험회사에 용시키고 있으나,스 스의 경 평가(SQA)수

이 EUS2수 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용하는 실

제수 은 EUS2보다 낮은 수 인 것으로 찰된다.이는 보험회사의 비 정

도가 체로 EUS2의 요구수 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단된다.

    

다. 국의 내부모 도

1)자기자본규제와 내부모형 강제

국에서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표 모형(ECR:enhancedcapitalre-

quirements)과 자사 RM에 의한 내부모형을 병행해 두 가지 요구자본을 모

두 산출하고 있으며,감독당국은 경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인 조정요구자

본(ICG:individualcapitalguidance)을 제시하는 자기자본규제가 2004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

<그림 Ⅲ-11> 국의 내부모형과 요구자본 결정

자료 :Curti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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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형인 ECR의 요구자본은 EU S1에서 산출된 자본에 하여 흐

름 검증을 통해 산출한 기상황 시나리오(stresstest)의 자본 (resilience

capital)을 추가한 요구자본이다.감독당국은 ECR과 보험회사 자체의 지 능

력평가에서 산출된 요구자본(ICA)을 종합하여 조정된 최종 요구자본(ICG)을

정한다(류근옥,2007).이때,감독당국은 ECR ICA와 함께 경 평가

(ARROW)내용,유사한 규모의 다른 보험회사 등을 함께 고려한다.

2)승인 재평가

국에서 보험회사가 자사의 RM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데에는

<그림 Ⅲ-12>와 같은 감독당국의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감독당국은 내부

으로 ICA검토계획을 수립하고,보험회사와 검토 일정 정보 요청에 한

의를 진행한다.이때,보험회사는 요청자료를 3개월 이내에 감독당국에 제

출하며,이 기간 동안 리스크 간 상 계, 기상황 시나리오분석 등을

용하여 ICA를 산출한다.이 게 산출된 결과와 자료를 검토하여 감독당국

은 주요 사항을 도출하고,필요한 따라 면 질의를 실시하기도 한다.감독

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기 로 6개월 이내에 ICG패 에서 최종 요구자본을

조정하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감독당국
기검토

토론결과
도출

감독당국
패 차

결과 통보

내부계획수립 신청서 비 기 검토 질의 응답

<그림 Ⅲ-12>FSA의 보험회사 RM 평가

자료 :FSA(2005)

ICG패 은 감독기구 내 평가조직으로서 담당 국장과 다른 부문 국장,독

립 계리사 등으로 구성된다.ICG패 은 실무평가 이 제출한 최종의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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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의 사항을 으로 검토하며,산업 체 에서 보험회사의 주

요 이슈에 한 논의를 진행한다.실무 은 ICG패 의 검토결과와 함께 자

본확충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 등을 문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물론 감독

당국은 ICA 검토 차를 진행하면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에 한 평가도

실시한다.이를 해 경 계획,리스크의 식별, 기상황 시나리오분석,

확률 추정방식 등을 검토한다.

3)EUS2와 국 비교

국의 내부모형제도(ICAS)는 EU S2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첫째,

표 모형(ECR)과 내부모형(ICA)의 병행이다.사실상 내부모형을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그 결과,선택형인 EUS2와 SST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모형

선택시 의 요구자본 수 의 변화라는 일종의 선택효과가 ICA에서는 발생하

지 않는다.둘째, 국은 승인 재평가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EUS2의 ORSA와 유사하게 보험회사 RM의 자체 지 능력평가(ICA),RM의

경 활용도,내부통제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고 있다.

셋째,EU S2보다 낮은 수 의 평가요건을 용하고 있는 것은 스 스의

사례와 유사하다.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느슨하다는 평

가도 있다(<그림 Ⅲ-8>참조).보험회사는 ICA를 매년 정기 으로 산출하여

야 하며,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정기 으로 산출할 수 있

다.이때,감독당국은 ICA를 EUS2의 내부모형 평가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토한다.그러나 ICA 제도의 평가요건은 EU S2의 승인 재평가 요건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용도 합성에는 사업계획,자본 리,리스크의사결

정,계리모형 등의 검토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내부통제와 통계 정성은

계량 측면에 역 을 두고 있다.이사회 최고경 진은 ICA의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내부모  해외사례 57

3. 북미의 내부모

가. 캐나다의 내부모

1)자기자본규제와 시나리오분석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먼 복수의 리스크계수를 채택하여 험기 자

본(risk-basedcapitalrequirements)을 산출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이는 미국

의 RBC보다 앞선 것으로 1989년부터 리스크 비 자본 정성을 정량평가하

는 표 모형을 시행하여 왔다.1999년에 정립된 캐나다의 리스크 심 감독체

계는 보험회사의 체 리스크량과 이를 제어할 RM의 수 (경 의 질)을 평

가하여 RM수 을 벗어나는 순리스크량에 응하는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지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이다(류건식외 2인,2003).

캐나다 자기자본규제의 표 모형은 MCR(손해보험)과 MCCSR(생명보험)이

다.MCCSR은 자산운용리스크, 리차 리변동리스크,보험리스크와 더

불어 특별계정의 보증리스크를 다루고 있다.이에 응하는 캐나다의 내부모

형제도는 모든 보험회사에 한 표 모형과 시나리오방식의 내부모형 병행

형태라는 에서 국과 유사하고,특별계정에 해서도 내부모형을 도입하

고 있다는 에서는 미국과 유사하다.

먼 ,표 모형과 시나리오방식의 DCAT도입을 살펴보면,1990년 에는

자체 인 가정과 모형들을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17) 를 들면,회사

자체의 흐름모형,자산구성,투자 략을 이용한 흐름방식의 평가방법

등이 개발되었다.이에 따라 캐나다 회사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사 RM에서

주요 리스크에 일어날 만한 기상황시나리오를 용하여 요구자본을 측하

는 동 자본 정성 평가(DCAT:DynamicCapitalAdequacyTesting)를 시행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경 진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Brender,

2002).한편,특별계정의 보증에 해서는 보험회사가 표 모형 이외에 자사

17)1978년부터 캐나다 보험회사들은 개별 으로 환경을 반 한 자체 가정들을 이용하여 계

리 부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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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을 활용하여 리스크에 응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표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계정의 보증(SegregatedFundsCapital

Guarantees)에 한해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의 경우 해당 종목의 부채와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것이 간단하

지 않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특별계정에 한 내부모형 도입은 보증리스크의 경우 확률

시뮬 이션을 통해서만 효과 인 근을 할 수 있다는 에 융감독당국

(OSFI:OfficeofSuperintendentofFinancialInstitutions)과 계리사회(CIA:

CanadianInstituteofActuaries)가 동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당시 생명보험

회사들의 시뮬 이션사용이 넓게 보 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MCCSR과 같

이 계수를 이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법도 허용되었다.그 결과, 재

OSFI는 보험회사에게 특별계정에 해서는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표

모형의 표 계수를 용하거나,회사 자체 RM에서 산정한 계수나 시뮬

이션을 통한 자본량을 산출하여 용하는 것이다.시뮬 이션에 의한 추정치

는 보험회사 자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 CTE(95)값과 부채로 립한

값의 차이이며,이 게 사용된 내부모형은 보험료책정과 부채평가에도 사용되

어야 한다.내부모형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자체 시나리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난수나 시나리오의 체세트를 잘 보존하여 결과를

재생․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RM을 활용하여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경우,일반 으로 표

모형에서 산출한 요구자본량보다 낮은 수 이므로 OSFI는 내부모형 승인과정

에서 해당 항목에 해 충분한 리스크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하게

고려한다(Brender,2002).이에 OSFI는 보험회사에 한 경 평가(RAS:Risk

AssessmentSummary)를 통해 보험회사의 RM 반을 평가한다.이 과정에서

OSFI는 보험회사의 리스크특성을 분석하고, 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권

고사항들을 제시하고 동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 리스크 리의 질 수 을 평가한다(<표 III-7>참조).OSFI

는 RAS라는 명시 인 평가과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 수 을 제고

하고,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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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결과

1.분석:회사에 한 이해와 리스크 특성분석
1.리스크행렬
2.리스크평가(RAS)

2.계획:감독기간에 한 활동들을 계획 3.감독계획서(각 회사별,그룹별)

3.활동: 장조사 실시와 모니터링 4.정보요청

4.문서화:결과를 뒷받침하기 한 정보 정리
5.섹션 메모
6.조사보고서

5.보고:결과와 권고사항을 각 회사에 알려
7.경 평가 보고서
8.RAS1차 수정

6.결과 권고사항 반 여부 지켜보기 9.RAS2차 수정

<표 III-7>OSFI의 감독 차

자료 :OSFI(1999)

2)승인 재평가제도

통합감독기구인 OSFI는 은행의 내부모형 감독경험을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제도에 벤치마킹하고 있다.MCCSR이나 MCT에 DCAT을 용하는 것은 모

든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RM의 승인사항은 특별계정의 보증리스

크에 한 RM 용에 한정되고 있다.내부모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들은 서면으로 OSFI에 신청해야 한다.보험회사들은 특별계정에 한 사업

의 규모나 요구자본량이 OSFI에서 정한 특정 값을 넘어야만 RM을 내부모형

으로 승인 받을 수 있다.신청서는 9개 항목에 한 사항들을 구분하여 상세

히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증빙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사

가 가능해야 한다.9개 항목은 RM의 자본 산출모형 뿐만 아니라 반 인

RM에 해서도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이들 9가지 사항은 이사회와 경 진

의 역할,리스크 리 인 라, 체 리스크 노출한도,보험료 책정과 부채평가

를 포함한 여러 경 활동에서의 RM활용도,DCAT을 포함한 기상황 시나

리오분석,문서화,내부감사,모형의 정량평가,시스템 등이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으로 환할 경우,표 모형과

RM 간 산출 값의 차이에 따른 향을 완화하기 해서 첫 해에는 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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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부모형의 평균값을 쓰는 이행규정(transitionrule)을 용하고 있다.반

면,DCAT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보험회사의 선임

계리사는 매년 DCAT보고서를 OSFI에 제출하며,감독당국은 제출된 보고서

를 매년 검토하고 3년에 한 번씩 독립 계리사와 함께 비교검토(PeerReview)

를 시행한다.

3)EUS2와 캐나다 비교

캐나다 내부모형제도와 EUS2의 내부모형제도는 내부모형의 유형,이행규

정 운 등에서 차이가 있다.첫째,캐나다의 내부모형 운 은 표 모형을 보

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유럽 국가들이 회사업무 반에 걸쳐 표

모형을 체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도입하는 것과는 조 으로 캐나다는 특

별계정에만 표 모형을 체할 내부모형을 도입하는 특징을 보인다.이는 내

부모형이 직 으로 표 모형을 체하지 않는 경우에 DCAT이 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캐나다는 표 모형을 내부모형으로 환하는데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

기 한 이행규정을 운 하고 있다.표 모형과 보험회사 RM방식 간 산출값

의 차이가 보험경 에 미치는 향을 완화하기 한 것이다.승인 첫 해에는

기존 방법에 의한 값에 해 50%,새로운 방법에 의한 값에 50%의 비 을

각각 용하여 그 가 평균치를 사용하도록 하고,그 다음해부터는 으로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캐나다는 감독상의 자본비율보다 높은 보험회사의 자체 자본목표율을

운용하고 있다.경기순환주기,신용등 ,리스크 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보험회사들은 내부의 자본목표율을 수립․운 하여야 한다.이 게 되면

감독당국이 경 에 개입하는 자본비율 수 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어 감독당

국이 조기에 경 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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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의 내부모

1)자기자본규제

미국의 RBC제도는 국내 RBC제도의 모델이 된 사례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내부모형에 한 한 최소한의 역에서 보험회사 RM의 활용이

허용되고 있으며,이 경우 내부모형의 활용은 보험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이다.미국은 2005년 이후부터 생존 부가 있는 변액보험에 내부모형을 용

하고 있다.즉 미국은 RBCC3PhaseⅡ에서 생존 부가 있는 변액연 에

해 회사 자체 분포를 이용해 산출한 CTE(90)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 하한

을 비교하여 둘 큰 값을 요구자본량으로 용하도록 하고 있다.기존의

RBCC3PhaseI에서는 리변동에 의한 리스크만이 반 되었으나,PhaseⅡ

에서는 주식 리가 모두 반 된 투자수익률 시나리오가 용되고 있다

(Vaughan,2009).이 듯 미국의 경우 시나리오분석이 불가피했던 역에 국

한하여 내부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특징 인 것은 시나리오사용에서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결정론

시나리오를 용하거나 회사 RM의 시나리오 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다만,표 시나리오를 용하는 경우 계리사의 단으로 총

10,000개의 표 시나리오 에서 최소 1,000개 이상을 선택하여 용할 수 있

으며,선임계리사가 선정한 자체 시나리오를 용하는 경우 시나리오 수

익률이 일정요건(Calibration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미국은

변액연 이 보유하고 있는 C3리스크에 국한하여 내부모형을 허용하고 있지

만,최근 더 많은 역에서 내부모형 허용을 확 하고 내부모형의 운 방안으

로서 승인제도와 RM활용도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NAIC(2009)에서는 보험회사 RM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감독당국의 역

할과 모형사용에 한 보험회사 경 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지

하고 있다.감독당국의 역할은 자본 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모형의 효

율성을 검사해야 하는 것이지,특정 모형에 해 언 하거나 활용도 검증에

필요한 요건 이상의 것을 명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감독당국이



62경 보고서 2010-6

보험회사에게 RM에 한 직 인 요건을 용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보

험회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 RM의 질 규제를 용받고 있다.이러한 여러

통로의 질 규제를 포 ․통합하고 각 주 정부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 NAIC의 험재무상태모델규제(USHazardousFinancialConditionModel

Regulation)이다.동 규제는 EU S2의 Pillar2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Vaughan,2009).

모든 보험회사는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해 제출해야 하며,개정 모범

감사규정(ModelAuditRule)은 문서화,검사,재무보고,내부통제에 한 경

진의 입증사항들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건 한 RM의 기 를 요구하고 있

다. 한,각 주의 보험감독청은 사업면허를 부여하기 에 보험회사에게 지

능력,재무상황 경 방식이 보험계약자에 한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

한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며,사업면허를 갱신할 때에도 보험회사가 보유

리스크들을 하게 잘 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보험

회사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경 진의 토의와 분석’(MD&A:

Management'sDiscussionandAnalysis)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여기서 보험

회사는 감독당국이 재무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들을 서술하여

야 한다.특히,NAIC(2009)는 보험회사들이 리스크에 하여 다음의 4가지 부

분별로 서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재무여건:투자자산의 양 ․질 구성의 요한 변화와 이로 인한 유

동성의 잠재 향, 비 의 정성과 연간 큰 변화,자본의 주목할

만한 추세

② 운 성과:특이한 사건이나 처리,수입에 향을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추세,수입의 큰 증가가 있은 경우 이에 한 설명

③ 흐름과 유동성: 흐름과 남아 있는 유동자산의 출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구나 사건,그리고 상당한 자본유출이 상되는

책무

④ 미래정보: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회사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추세,요구,책무,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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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C(2009)는 내부모형도입 등에 따른 RBC체계의 수정에 하여 보험회

사 자체의 RM에 근거한 정보와 산업평균을 어떻게 히 조화시킬 것인지

도 감독당국이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미국은 재 200%(회

사자율의 시정조치수 ),150%(감독권고 시정조치수 ),100%(감독권의 인가

지배수 ),70%(감독권의 의무지배수 )4단계의 리수 을 갖추고 있는데,

상 수 으로 갈수록 보험회사의 RM에 근거한 상세정보들을 더 많이 활용하

는 내부모형을 허용하고,하 수 에서는 단순한 공식에 의한 표 모형 근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승인 재평가

재 미국의 내부모형 용은 특별계정에 한정된 강제 용이므로 사 승인

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없다.여러 주의 복수감독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

성상 미국은 모형 정성과 그 결과에 해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존 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북미보험 회(GNAIE:GroupofNorthAmerica

InsuranceEnterprises)는 NAIC산하 SVO(SecuritiesValuationOffice)처럼 미

국 내에서 내부모형을 일 평가할 수 있는 기 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내부모형에 해서 독립된 체계로서가 아니라 리스크

심의 재무 리 차에 통합된 사 리스크 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

타내고 있다.

재 미국의 내부모형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요구자본량 산출에 있어서

보험회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이 때문에 승인제도가 크

게 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내부모형은 주로 시나리오분석에 의해 요구

자본량을 산출한다.이때,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쓰거

나,자체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시나리오 수익률이 일정요건(Calibration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더구나,최종 으로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 하

한보다 큰 값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제약이 더해지는 등 여러 단계에서 구체

인 지침이 부여되고 있다.이러한 산출방법과 특정항목에의 국한 인 사용 때

문에 미국은 승인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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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US2와 미국 비교

미국의 내부모형은 EU S2비교하여 내부모형의 유형과 용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첫째,미국의 내부모형은 표 모형을 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미국은 표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항목들에 한 요구자본을 추가 으로 반 하기 해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변액연 이 보유하고 있는 C3리스크에 해서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고,손해보험의 경우 표 모형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재해리스크에 해서 내부모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표 모형을 보완하는

근방식이다.

둘째,미국은 승인제도 등을 용하고 있지 않다. 재 미국은 내부모형 허

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지 능력평가 화작업(SolvencyModernization

Initiative)을 통해 호주,캐나다,스 스,EUS2의 내부모형 사례를 분석하고,

신 자기자본규제의 체제 원칙,향후 계획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이와 더불어 내부모형의 운 방안으로서 승인제도와 활용도 평가

를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구상단계라고 할 수 있다(Vaugha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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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사 의 시사

가. 내부모 의 도입 

해외 내부모형의 유형과 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찰할 수 있다.첫째,

감독상 요구자본을 보험회사 RM으로 산출할 경우 표 모형의 어느 리스크까

지 포함할 것인가,둘째,내부모형에 포함될 리스크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에 한 것이다. 자와 련하여 표 모형의 체 정도에 따라 완 내부모형

과 부분내부모형으로 나뉘고 있으며,후자의 경우 내부모형이 표 모형을

체하느냐 아니면 표 모형을 보완하느냐라는 역할이 주로 언 되고 있다.

첫째,내부모형이 표 모형이 다루는 리스크의 어느 범 까지 포함하는가에

해서는 완 내부모형과 부분내부모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완 내부모형

은 보험회사 RM이 표 모형의 모든 리스크에 한 자본을 산출하여 감독상

요구자본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형태인 반면,부분내부모형은 보험회사 RM이

산출한 자본 표 모형의 일부 리스크에 한 자본만 감독상 요구자본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형태이다.

EUS2는 보험회사가 완 내부모형과 부분내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지만,각국별 사례는 두 형태를 동시에 허용하는 사례는 찰되지 않고

있다.물론 EU S2에서도 부분내부모형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충분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허용한 리스크범 보험회사가 선택 으로 일

부만 취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따라서 완 과 부분이라는 내부모형의

유형은 감독당국이 표 모형의 리스크를 내부모형에 해 모두 허용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허용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결국,완 과 부분 유

형의 선택은 감독목 과 여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여기서 보

험회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둘째,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표 모형에서 다루기 힘든 변액보험 등의 시

장리스크에 한하여 내부모형을 허용하고 있다.이런 사례는 보험회사 RM이

표 모형을 부분 으로 보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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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모 의 택과 강

EUS2는 보험회사에게 표 모형과 내부모형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

택권을 주고 있다.이는 내부모형의 구축과 운 에 상당한 인 ,물 자원이

소요되어 모든 보험회사에 내부모형을 용하는 데 무리가 있고,보험회사마

다 험상태와 지배구조 등 내부모형에 한 유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

고 있는 스 스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 스의 경우 감독당국은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을 도입하도

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표 모형으로는 보험회사의 험상태를 반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단하는 경우,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의

용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을 강제하고자 하는 보

험회사에게 용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이러한 스 스방식은 표 모형의

용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한 험상태를 제 로 반 하고,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선택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장 이 있다. 재 스 스 재

보험회사와 지주회사 경우에는 내부모형이 의무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US1과 RBC에서 재보험회사,보증보험회사 등은 표 모형

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일반 보험회사와는 다른 리

스크,다른 사업방식으로 인해 표 모형 용에 애로가 있다면 내부모형의

용이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감독당국의 자본 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 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요구

자본량을 결정하고,이를 토 로 필요한 감독행 를 수행한다. 국은 표 모

형(ECR)과 내부모형(ICA)이외에 경 평가(ARROW),비교평가(PeerGroup)

등의 다른 감독수단을 병행하여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최종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요구자본량은 보험회사 RM에서 산출된 ICA가 아니라,감독당국

이 질 평가를 반 하여 결정한 것이다.이는 보험회사의 한 리스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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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확인되어야 보험회사 RM에서 산출한 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량

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내부모형에는 보험회사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 다.

라. 목표 시  인 라 구축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RM에 하여 요구하는 내부모형 평가요건은 목표로

하는 RM수 에 따라 달라진다.내부모형으로 인정받기 한 RM의 5개 단계

별 평가요건 사례는 이를 잘 보여 다.그러나 궁극 인 목표는 단순히 RM

수 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부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문서화나 RM 활용도에서

상당한 비기간이 필요함이 찰되고 있다.

한편,보험회사 RM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감독당국의 통제력

을 요구한다.통제력은 경 평가 등 다른 감독수단의 효과 운용과 문인력

을 필요로 한다.그만큼 내부모형 도입에는 충분한 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내부모형이 도입된 유럽과 북미는 보험회사들이 자사의 가정과 모형들

을 사용하고 감독당국은 이에 응해 온 환경이 오랜 시간을 거쳐 조성된 지

역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 상황분 과 충분한 이행 간

캐나다 내부모형제도에는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찰된다.첫째,캐나다의

내부모형제도는 국과 유사하게 모든 보험회사에게 기상황을 고려하여 요

구자본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보험회사는 재무상태나 지 여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황 시나리오를 용하여 미래의 흐

름을 측하고 요구자본량을 산출하고 있다.

둘째,캐나다는 표 모형에서 내부모형으로 환할 경우,보험회사는 이행

첫 해에 기존 방식과 신 방식의 평균치를 사용함으로써 두 방식 간 요구자본

량의 차이로 인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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