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헌

융감독원,보험회사 RBC내부모형 승인제도 추진」,정례 리핑자료,2009a.

__________,『보험회사 험기 자기자본제도 해설서』,업무참고자료,2009b.

__________,「RBC내부모형작업반운 등그간의추진경과」,내부모형작업반,2009c.

__________,「보험회사별 내부모형 운 사례」,내부모형 작업반,2009d.

__________,「바젤 원회 최고 회의 논의 결과」,보도자료,2009e.

__________,『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해설서』,업무참고자료,2007.

__________,「생명보험회사의 지 여력비율 변동원인 분석」,보도자료,2006.

김해식,「국제보험회계기 의 특성과 응과제」,WorkingPaper2010-2,보험

연구원,2010.

류근옥,「보험회사의 리스크 리와 정자본 규제」,조사연구 Review 제19

호, 융감독원,2007.

유병순,「미국·유럽 보험회사의 지 불능과 운 리스크」,『리스크리뷰』,

융감독원,2009.

이승 ,「미국 통합감독 상 로그램 실패의 교훈」,KiriWeekly,보험연구

원,2008.

조용운․김세환․김세 ,『보험리스크의 측정 평가방법에 한 연구』,조

사보고서 2009-9,보험연구원,2009.

최 목,장동식,김동겸,『보험회사의 리스크 심 경 략에 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1,보험연구원,2008.

한상범,「 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규제」,7차 융제도포럼,보험연구원,2009.

A.M.Best,SolvencyIIMayRaiseMostEU InsurersRegulatoryCapital

Requirements,A.M.BestResearch,2008.

Ashby,S.,Sharma,P.andMcDonnel,W,LessonsaboutRisk:Analysingthe

CasualChain ofInsurance Company Failure,Working Paper,

FinancialServicesAuthority,London,2003.

Bauer,PandEnz,R,EU SolvencyII:AnIntergratedRiskApproachfor

EuropeanInsurers,Sigma,4/2006,2006.



참고 헌 101

Bomhard,N.V.andFrey,C,FutureFinancialFramworks-Essentialsfor

Risk-based Capital Management, The Geneva Papers, The

InternationalAssociation fortheStudyofInsuranceEconomics,

2006.

Brender,A.and Siddique,S,Lessonsfrom theInternationalRegulatory

Systems:WhathasWorkedandWhatHasn’t,ERM Symposium,

SocietyofActuaries,2009.

Brender,A,TheUseofInternalModelsforDeterminingLiabilitiesand

CapitalRequirements,NorthAmericanActuarialJournal,2002.

Campbell,R.,Huisman,R.andKoedijk,K,Optimalportfolioselectionina

Value-at-Risk framework,JournalofBanking and Finance 25,

pp.1789-1804,2001.

Cadoni,P,Introduction to internalmodelsunderSolvency II,Internal

modelsseminar,2008.

Cadoni,P.andDaniel,C,Internalmodels:GettingreadyforSolvencyII,

LifeConvention2008,TheActuarialProfession,2008.

Canadian InstituteofActuaries(CIA,2007),EducationalNote:Dynamic

CapitalAdequacyTesting,2007.11.

CommitteeoftheEuropeanInsuranceandOccupationalPensionSupervisors

(CEIOPS,2009a),CEIOPS’Advice for Level2 Implementing

Measureson,2009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IOPS’AdviceforLevel2ImplementingMeasuresonSolvency

II: Tests and Standards for Internal Model Approval,

CEIOPS-DOC-48/09,2009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aftCEIOPS’AdviceforLevel2Implementing Measureson

SolvencyII:Theproceduretobefollowedfortheapprovalofan

internalmo-del:Generalprovisionsandsomespecificitiesrelated



102경 보고서 2010-6

topartialinternalmodel,CEIOPS-CP37/09,2009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ock-takingReportontheUseofInternalModelsin,2009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vicetotheEuropeancommissionintheFrameworkoftheEU

SolvencyIIprojectonPillarⅡ Capitaladd-onsforsoloandgroup

undertaking,CEIOPS-DOC-05/07,2007.

CRO Forum,InternalModelAdmissibility:Principles and Criteria for

InternalModels,2009a.

_____________,InternalModels Benchmarking Study:Summary Results,

2009b.

Cummins,J.D.,Grace,M.andPhillips,R.D,RegulatorySolvencyPrediction

inProperty-LiabilityInsurance:Risk-Based Capital,AuditRatios,

and Cash Flow Simulation",JournalofRiskand Insurance66,

pp.417-458,1999.

Cummins,J.D.,Harrington,S.and Klein,R.W,Insolvency Experience,

Risk-Based Capital, and Prompt Corrective Action in

Property-LiabilityInsurance,JournalofBankingand Finance19,

pp.511-527,1995.

Cummins,D.,Harrington,S.andNiehaus,G,AnEconomicOverview of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for the Property-Casualty

Industry,JournalofInsuranceRegulation11,427-447,1994.

Curtis,S,EvolvingRegulatorySolvencyFrameworks,CRO Roundtable:Risk

andCapitalManagementKeyIssues,Life2008SpringMeeting,

SOA,2008.

_________,“How theFSA reviewsanICA (ORSA/internalmodels),”IAIS

Seminar,2008.

Doff,R,ACriticalAnalysisoftheSolvencyIIProposals,TheGenevaPapers

33,The InternationalAssociation ofthe Study ofInsurance



참고 헌 103

Economics,2009.

EuropeanParliament(EP,2009),Insuranceandreinsurance-EUSolvencyII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

EXT+TA+P6-TA-2009-0251+0+DOC+XML+V0//EN)

Ernest&Young,EUSolvencyII:Interpretingthekeyprinciples,2008.

FederalDepositInsuranceCorporation(FDIC,1997),AnExaminationofthe

BankingCrisesofthe1980sandEarly1990s,1997.

FinancialMarketSupervisory Authority (FINMA,2008),“SwissSolvency

Test(SST),”Circular2008/44,2008.

FederalOfficeofPrivateInsurance(FOPI,2008),Auditconcept:SSTInternal

Models,2008.

__________,SwissQualityAssessment:CorporateGovernanceTool,2007a.

__________,SwissQualityAssessment:RiskManagement/InternalControl

Tool(RM /ICSTOOL),2007b.

__________,InternalModel,2006a.

__________,DraftGuidelineonRequirementonInternalModels,2006b.

__________,OrganizationalRequirementsforModelUseinSST,2006c.

__________,IntroductiontoSST,2005.

Frey,C.and Ruparelia,A,Overview ofThreePillars,EU Solvency II

TrainingWorkshop,KPMG,2008.

FinancialServiceAuthority(FSA,2009a),GenralPrudentialsourcebook,2009.

FSA,PrudentialsourcebookforInsurers,2009b.

FSA,InsuranceSectorBriefing:ICASoneyearon,2005.

Gillespie,O,Clark,D.,Verheugen,H.andWells,G,BenefitsandChalenges

ofUsinganInternalModelforEU SolvencyII,MillmanWhite

Paper,Millaman,2008.

Gillespie,O,Benefitsand ChallengesofUsing an InternalModelfor

SolvencyII,”MillimanWhitePaper,Milliman,2008.



104경 보고서 2010-6

Grace,M.,Harrington,S.andKlein,R.W,Risk-BasedCapitalandSolvency

Screening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JournalofRisk and

Insurance65,pp.213-243,1998.

Grace,M.F.,Klein,R.W.andPhillips,R.D,InsuranceCompanyFailures:

WhyDoTheyCostSoMuch?”WorkingPaper,TheCenterfor

RiskManagementResearch,GeorgiaStateUniversity,2007.

Harrington,S.E,CapitalAdequacyinInsuranceand Reinsurance,(Scott

eds.)inCapitalAdequacyBeyondBasle:Banking,Securities,and

Insurance,OxfordUniversityPress,2005.

Harrington,S.E.andNiehaus,G.R,RiskManagementandInsurance,2nd

ed.,McGrawHill/Irwin,2004.

Hill,G,EUSolvencyIIandUKinternalcapitalassessments,CAS,Casualty

LossReservingSeminar,200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2009a), The

StructureofCapitalResourcesforSolvencyPurposes,Guidance

PaperNo.2.1.2,200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TheUseOfInternal

ModelsforRegulatoryCapitalPurposes"StandardNo.2.2.7,200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The IAIS Common

StructurefortheAssessmentofInsuranceSolvency,20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Insurancecoreprinciples

andmethodology"PrinciplesNo.1,2003.

Keller,P,SSTforLifeCompanies,20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isk Based Supervisonsand theSwiss

SolvencyTest,2006.

Kupiec,P.and Nickerson,D.N,Insurers Are NotBanks:Assessing

Liquidity,EfficiencyandSolvencyunderAlternativeApproachesto

CapitalAdequacy,GenevaPapers,30,TheInternationalAssociation

fortheStudyofInsuranceEconomics,2005.



참고 헌 105

NationalAssociation ofInsurancecommissioners(NAIC,2009),Issuefor

Consideration intheSolvencyModernizationInitiative,Solvency

ModernizationInitiativeTaskForce,200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AComparisonofSolvency

Systems:USandEU,200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AComparisonofSolvency

Systems:USandEU,2008.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1999),

SupervisoryFramework1999andbeyond,1999.

Sharma,P,UsinginternalmodelstodeterminetheSCR,CEIOPSSeminaron

SolvencyII,CEIOPS,2008.

Society ofActuaries(SOA,2008),EconomicCapitalforLife Insurance

Companies,2008.

Polbennikov,S.andMelenberg,B,Testingformean-coherentregularrisk

spanning,Workingpaper,TilburgUniversity,2005.

Pottier,S.,andSommer,D,TheEffectivenessofPublicandPrivateSector

SummaryRiskMeasuresinPredictingInsurerInsolvencies,Journal

ofFinancialServicesResearch21,pp.101-116,2002.

Vaughan,T.M,TheImplication ofEU Solvency IIforU.S.Insurance

Regulation,PolicyBrief,NetworksFinancialInstituteatIndiana

StateUniversity,2009.

Verheugen,H.,Decker,J.D.andVorst,J.V,InternalModels:A Project

Approach to Sovency IICompliance,Milliman White Paper,

Milliman,2009.

Wheatley,M.andHancock,A,ChangingyourICAmodeltoaEUSolvency

IIInternalModel,GIRO Conferenceand Exhibition 2009,The

ActuarialProfession,2009.





보험연구원(KIRI)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6-1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류근옥 2006.1

2006-2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김헌수 2006.3

2006-3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활용방안 /안철경,이상우 2006.8

2006-4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한 연구 /류건식,이경희 2006.12

2007-1국제보험회계기 도입에 따른 향 응방안 /이장희,김동겸 2007.1

2007-2민 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조용운,기승도 2007.3

2007-3퇴직연 손･익 험 리 략에 한 연구 /성주호 2007.3

2007-4확률 런티어방법론을이용한손해보험사의기술효율성측정/지홍민2007.3

2007-5 융겸업화에 응한 보험회사의 채 략 /안철경,기승도 2008.1

2008-1보험회사의리스크 심경 략에 한연구/최 목,장동식,김동겸2008.1

2008-2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정호열 2008.3

2008-3확정 여형 퇴직연 의 자산운용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자동차사고의 사회 비용 최소화 방안 /기승도 2009.1

2009-3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사 연 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108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 도 산출방법 연구

/기승도,김 환 2009.8

2009-6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기승도,김 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가계 융자산축 부진의원인과시사 /유경원,이혜은
2010.1

2010-2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측 모형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보험회사 자산 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진익,김동겸 2010.7



109

■ 정책보고서

2006-12007년도 보험산업 망과 과제 /동향분석 2006.12

2006-2
의료리스크 리의 선진화를 한 의료배상보험에 한 연구 /
차일권,오승철 2006.12

2007-1퇴직연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류건식,이경희 2007.2

2007-2보험상품의 불완 매 개선방안 /차일권,이상우 2007.3

2007-3
퇴직연 지 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한 연구:미국과 국을
심으로/이 주 2007.3

2007-4보험고객정보의이용과 라이버시보호의상충문제해소방안/김성태2007.3

2007-5방카슈랑스가보험산업에미치는 향분석/안철경,기승도,이경희2007.4

2007-62008년도보험산업 망과과제/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 2007.12

2008-1민 건강보험 운 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용운,김세환 2008.3

2008-2환경오염리스크 리를 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이기형 2008.3

2008-3 융상품의 정의 분류에 한 연구 /유지호,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망과 과제 /이진면,이태열,신종 ,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 ,최이섭 2008.11

2009-1
융 기 진단과 기극복을 한 정책제언 /진익,이민환,

유경원,최 목,최형선,최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퇴직연 의 여 지 방식 다양화 방안 /이경희 2009.3

2009-3보험분쟁의 재 외 해결 활성화 방안 /오 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망과 과제/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
이정환,박정희,김세 ,최이섭 /2009.12

2009-5
융상품 매 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향 /안철경,
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보험사기 향요인과 방지방안 /송윤아 2010.3



110

■ 경 보고서

2009-1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자산 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진익 2009.3

2009-3탄소시장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진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한 연구 /최 목,최원 2009.6

2010-1독립 매채 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응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보험회사의 윤리경 운 실태 개선방안 /오 수,김경환 2010.2

2010-3보험회사의 퇴직연 사업 운 략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보험환경변화에따른보험산업성장방안/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4

2010-4(2)종합 융서비스를활용한보험산업성장방안/ 융제도실,재무연구실2010.4

2010-5변액보험보증리스크 리연구/권용재,장동식,서성민2010.4

2010-6RBC내부모형도입방안/김해식,장동식,최 목,김소연,서성민

2010-7 융보증보험가격결정모형/최 수2010.7



111

■ 조사보고서

2006-1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김세환,조재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시사 /류건식,김석 ,이상우,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 성과 분석모형에 한 비교연구 /류건식,장이규,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보험회사 랜드 략의 필요성 시사 /최 목,박정희 2007.3

2007-3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철경,기승도,오승철 2007.3

2007-4주요국의 퇴직연 개 특징과 시사 /류건식,이상우 2007.4

2007-5지 재산권 리스크 리를 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이기형 2007.10

2008-1
보험회사 로벌화를 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양성문,김진억,
지재원,박정희,김세 2008.2

2008-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 응한장기간병보험운 방안/오 수2008.3

2008-3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주요국의 보험상품 매권유 규제 /이상우 2008.3

2009-1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2SolvencyII의 리스크평가모형 측정방법 연구 /장동식 2009.3

2009-3이슬람보험시장진출방안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 ,최태 2009.3

2009-4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황과 시사 /김해식 2009.3

2009-5헤지펀드운용 략활용방안 /진익,김상수,김종훈,변귀 ,유시용 2009.3

2009-6복합 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이민환, 선애,최원 2009.4

2009-7보험산업 로벌화를 한정책 지원방안/서 교,오 수,김 진2009.4



112

2009-8
구조화 융 에서 본 융 기 분석 시사 /
임 환,이민환,윤건용,최원 2009.7

2009-9보험리스크측정 평가방법에 한연구 /조용운,김세환,김세 2009.7

2009-10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융 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로벌 융 기 망 /신종 ,
최형선,최원 2010.3

2010-2 융산업의 업행 규제 개선방안 /서 교,김미화 2010.3

2010-3주요국의 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와 시사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산재보험의 운 체계에 한 연구 /송윤아

2010-6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이승 ,이종욱 2010.5

2010-7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 용 개선방안 /조용운,서 교,김미화 2010.4

2010-8보험회사의 리 험 응 략 /진익,김해식

2010-9퇴직연 규제체계 정책방향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113

■ 문발간물

1호
EnvironmentChangesintheKoreanInsuranceIndustryinRecent
Years:InstitutionalImprovement,DeregulationandLiberalization/
HokyungKim,SangoPark,1995.5

2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0/InsuranceResearchCenter,2001.4

3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1/InsuranceResearchCenter,2002.2

4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2/InsuranceResearchCenter,2003.2

5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3/InsuranceResearchCenter,2004.2

6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4/InsuranceResearchCenter,2005.2

7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5/InsuranceResearchCenter,2005.8

8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6/InsuranceResearchCenter,2006.10

9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7/InsuranceResearchCenter,2007.9

10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8/KoreaInsuranceResearch
Institute,2008.9

11호
KoreanInsuranceIndustry2009/KoreaInsuranceResearch
Institute,2009.9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HaroldD.Skipper,RobertW.Klein,MartinF.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응방안
/D.Farny, 천 ,J.E.Johnson,조해균 1998.3

3호 제1회 국 학생 보험 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국 학생 보험 상논문집 1999.12



114

■ CEOReport

2006-1생보사 개인연 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시사 /생명보험본부 2006.1

2006-2보험회사의 퇴직연 운용 략 /보험연구소 2006.1

2006-3생보사 FY2006손익 망 분석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의무보험제도의 황과 과제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자동차보험 지 비 분석 과제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6보험사기 리실태와 응 략 /정보통계본부 2006.3

2006-7자동차보험 의료비 지 정화 방안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8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망 /자동차보험본부 2006.4

2006-9날씨 험에 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손해보험본부 2006.4

2006-10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 략 -손익 리를 심으로-/손해보험본부 2006.5

2006-11자동차 고부품 활성화 방안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2006-12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한 상품개발 방향 /보험연구소 2006.6

2006-13보험산업 소액지 결제시스템 참여방안 /보험연구소 2006.7

2006-14생명보험 가입형태별 험수 분석 /리스크·통계 리실 2006.8

2006-15⌜민 의료보험법⌟ 제정(안)에 한 검토 /보험연구소 2006.9

2006-16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운 방안 /손해보험본부 2006.9

2006-17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황 분석 /생명보험본부 2006.10

2006-18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시사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115

2007-1퇴직연 제 시행 1년 평가 보험회사 응과제 /보험연구소 2007.4

2007-2외국의 력정비공장제도운 황과 략 시사 /자동차기술연구소2007.4

2007-3 보험제 개선안의 문제 과제 /보험연구소 2007.6

2007-4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험연구소 2007.7

2007-5방카슈랑스 확 시행과 련한 주요 이슈 검토 /보험연구소 2007.11

2007-6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략 시사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2008-1자동차보험 물 담보 손해율 리 방안 /기승도 2008.6

2008-2보험산업 소액지 결제시스템 참여 련 주요 이슈 /이태열 2008.6

2008-3FY2008수입보험료 망 /동향분석실 2008.8

2008-4퇴직 여보장법개정안의 향과보험회사 응과제/류건식,서성민2008.12

2009-1FY2009보험산업 수정 망과 응과제 /동향분석실 2009.2

2009-2퇴직연 보험요율 용의 타당성 검토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퇴직연 사업자 련규제의 정성 검토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퇴직연 가입 인식실태 조사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퇴직연 제도의도입 보험회사의 응과제/김 환,이상우,
김혜란2010.4

2010-2FY2010수입보험료 망/동향분석실2010.6

2010-3보험소비자보호의경 략 근/오 수2010.7



116

■ InsuranceBusinessReport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트 드(유럽 캐나다를 심으로)/
장이규 2006.11

21호 지 여력 평가모형 트 드 국제비교 /류건식,장이규 2006.11

22호 선진보험그룹 로벌화 추세와 시사 /안철경,오승철 2006.12

23호 미국과 국의손해보험직 시장동향분석 시사 /안철경,기승도2007.7

24호 보험회사의자본비용추정과활용:손해보험회사를 심으로/이경희2007.7

25호 국손해보험의 행 규제 용과 향 /이기형,박정희 2007.9

26호 퇴직연 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용 사례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융상품 매법의주요내용과보험산업에 한 향/이기형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오 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 국제회계기 의 도입 향과 응과제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진익 2008.7

33호 연 보험의 확 와 보험회사의 응과제 /이경희,서성민 2008.9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계간

○ 보험 융연구 /년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계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