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1.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건전성 규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

한 재무건전성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위험에 대한 대응이다. 

첫째, 개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보험료와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보험료 결정과 투자 활동을 보장하여 활발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충분한 준비금 적립과 자본 보유를 요구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Baltensperger 외 2007). 이렇듯 건전성 규제는 일방적인 규

제완화나 규제강화가 아니라 시장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금 지급능

력 유지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경쟁 촉진과 보험금 지급능력 유지 간에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1> 건전성 규제의 목적: 시장 경쟁과 보험금 지급능력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건전성 규제가 1990년대에는 가격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쟁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규제 강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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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험금 지급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비차익에 크

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는 그 원인이 상당 부분 보험료 등에 대

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부터 비롯되고 있어서(김석영 2014) 국내 건전성 규제

는 보험금 지급능력 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양상으로 전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조재린 외(2013)는 정량평가에 치우친 2012년 RBC 강

화계획은 정성평가와 phase 2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보험료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

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고, 김석영(2014)

은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림자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그림 Ⅱ-2>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반드시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지는 않음을 경험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이 분명해진 것이다(Osinski 

외 2013). 이에 따라 시스템위험이 높은 은행이나 보험회사(G-SIB or G-SI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or Insurers)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2013년 7월 9개 보험그룹이 G-SII로 선정되면서 이

들에 대한 추가자본 논의가 본격화되었고(FSB 2013),3) 자본 추가의 기준이 될 기본

자본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이 없던 보험산업에서 공통 

자본규제기준 제정 작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3) G-SII 후보로 선정된 보험그룹은 Allianz SE,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ssicurazioni Generali S.p.A., Aviva plc, Axa S.A., MetLife, Inc., Ping An Insurance (Group) 

Company of China, Ltd., Prudential Financial, Inc., Prudential plc 등 9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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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준 준수 요구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

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국제기준의 제정과 준수를 정착시키는 집행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FSB가 IAIS나 BCBS와 함께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라면, IMF의 역할은 “금

융시장 안정성 평가(FSAP: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Program)”를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각국이 금융회사를 잘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감독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

제기준 준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3>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기준 

 주: ICS보다 BCR을 작게 표시한 이유는 BCR이 ICS보다 단순화된 형태로서 BCR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

본량이 ICS의 요구자본량보다 작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임. 

보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국제기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다국적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세 가지 국제 공통의 자본규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ICP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기준은 시스템위험 유무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

시장의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G-SII를 대상으로 시스템위험을 반영한 기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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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BCR: Basic Capital Requirements)과 추가자본(HLA: Higher Loss Absorbency)에 관

한 기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다국적 보험그

룹(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4)에 적용할 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BCR과 ICS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

한 기본자본규제라는 점에서 제정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IAIS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적용할 위의 세 가지 기준을 2016년까지 마련하고 2019

년부터 적용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G-SII에 적용할 자본규제기준 중 BCR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한 후 여기에 추가할 HLA 시행방안을 2015년까지 마련하여 2017

년 기준으로 선정된 G-SII에 대해 2019년부터 시스템위험에 따른 추가 자본(HLA)

을 부과할 계획이다(FSB 2013). 또한, IAIS는 2016년까지 ICS를 마련하여 2년의 평

가기간을 거친 뒤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IAIS 2013).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2020년 경에는 보험그룹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IAIG에 해당되는 보험그룹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

한 자본규제 논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보험그룹

에 대한 자본규제가 국내 보험시장에 가지는 효과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다

국적 보험그룹의 자회사 감독 등 제한적인 범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

별 보험회사 자본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ICP 반영 문제는 2018년에 예정된 IMF의 

FSAP 평가 및 phase 2 시행과 맞물려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

인다.

3.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AIS는 기존 ICP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11년 서울 총회에

서 최종 확정했고, 각국은 ICP가 IMF의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되면

4)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이승준(2012; 2013), 이승준·오병국(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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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국 보험감독규정에 ICP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

시아 여러 나라들은 ICP 원칙과 Solvency II 사례를 토대로 지급여력 감독을 정비하

고 있으며, 미국 역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ICP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김해식·조재린 2012).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ICP 기준은 14, 16, 17의 세 가지다.5) 

세 원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시가(時價)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ICP 14 가치평

가, ICP 17 자본적정성)와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관리 강화”(ICP 16 지급여력 평가 목

적의 ERM)라고 할 수 있다. 

ICP 17은 보험회사의 이익이 보험영업(부채)과 투자영업(자산)에서 모두 발생하

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평가하여 산출된 요구자본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

여야 한다는 원칙(ICP 17.1. Total Balance Sheet Approach)과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

본 및 가용자본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CP 14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

를 일관성 있게 평가하여야 하고 보험부채의 경우 시가(Current Estimate)로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IFRS phase 2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원칙과 

동일하다. 

한편 2013년 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FSAP를 통해 국내 보험감독이 ICP를 높은 수

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IMF 2014a). 정량평가에서는 RBC 강화계획

이 예정되어 있고 회계에서는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성평가에서는 RAAS를 적

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ICP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IMF는 위험

관리 능력이 성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문제

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현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ICP 준수에 관한 IMF의 세부 평가를 보면(IMF 2014b), ICP 14와 관련하여 보험부채

의 원가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가평가 전까

5) ICP 내용은 IAIS 홈페이지(http://www.iaisweb.org/)의 Supervisory Material/ICP on-line too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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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ICP 17과 관련하여 그룹

감독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연결 RBC 

제도의 도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CP 16과 관련하여 IMF는 건전성 규제 강화

계획을 근거로 “대체로 준수”로 평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13년 

FSAP의 ICP 준수 평가는 재무건전성 강화계획과 IFRS 개정을 염두에 둔 조건부 평가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FSAP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한 재무건전

성 강화계획의 이행, 즉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체계의 마련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감

독규정에서 정한 RBC 비율의 1.5배, 즉 150% 이상 유지를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

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 처음으로 제시된 RBC규제강화 계획은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력 

강화와 지급여력 평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2년 이내에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신뢰수준 99% 수준까지 올리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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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RBC 규제강화 계획(2010. 1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 모든 보험회사에 RBC 비율 150% 이상 유지 권고

    (실질적 신뢰수준 상향 효과)

<가용자본>

2. 자본계층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

3.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 가용자본에서 제외

<요구자본>

4.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 개선

5. 위험계수 신뢰수준 상향

    - 보험위험(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보험위험(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금리역마진위험

    - 금리위험

    - 신용위험

6. 위험상관계수 세분화

7. 연결 RBC 제도

자료: 허창언(2012) 참조. 

그러나 RBC 비율 150% 권고제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사실상 감독규정보다 50% 

추가된 요구자본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상향하는 RBC 강화계획은 요구자본을 실질적으로 41% 이상 높인다는 내용

이므로 보험회사가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려면 자본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

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와 같은 규제 강화가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

적으로 적용되는 정량평가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위험

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적 고려가 부족하고 IFRS 4 phase 2 도입에 따른 준비금 증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조

재린 외 2013).

이에 금융당국은 2014년 3월에 신뢰수준 상향을 최대 2015년까지 늦추기로 하고 손

해보험의 이연법인세 항목도 계속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ORSA 도입과 그에 상응한 RBC 권고비율의 하향 조

정,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여 시장

의 종합적인 로드맵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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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 초안(2014. 3)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정량평가(pillar 1)

신뢰수준 보험/금리위험 신용위험

상관계수 시행

장수위험 검토 시행

부채듀레이션 확대 검토 단계적 시행

운영위험 검토 시행

변액보증해지 검토 시행

내부모형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2. 정성평가(pillar 2)

ORSA 검토 시범운영 시행

권고비율 하향 150→120~130%

3. 시장공시(pillar 3)
공시제도 검토 시행

4. 부채시가평가

phase 2 준비 단계적 준비 시행

LAT 개선 단계적 시행 폐지

장기보험 IBNR 단계적 시행

변액보증준비금 시행

자료: 금융감독원(2014).

2014년 7월 금융당국이 최종 확정한 로드맵은 운영위험 정교화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으나, 3월 초안에 있었던 RBC 권고비율의 하향 조정을 은행 BIS 3과 유사한 “자본확

충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동 제도가 은행의 자본보전 완충자

본(Capital Buffer) 개념과 유사하다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4), 자본확충 인센

티브제도는 감독규정상 최소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 또는 권고비율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을 의미하므로 현행 RBC 권고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이를 기준으

로 배당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6) 오히려 권고비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주

는 재량적 개입이 될 수 있다. RBC와 같은 정량평가에 ORSA와 같은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요구하는 접근방식이 국제 규제의 흐름이고 감독재량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지급여력비율과 상응하는 감독조치를 규정화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6) 현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면 주주배당이 가능함.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계약자배

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처리)④와 제7-17조(경영개선권고)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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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RBC 권고비율을 설정하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국

제적 정합성 제고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표 Ⅱ-3>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 최종(2014. 7)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정량평가(pillar 1)

신뢰수준 상향 보험/금리위험 신용위험 50% 신용위험 100%
상관계수 시행

연결 RBC 시범운영 시행

변액보증위험해지 방안수립 시행

장수위험 방안수립 시행

부채듀레이션 방안수립 단계적 시행

운영위험 방안수립 시행

내부모형 방안수립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자본확충인센티브 방안수립 시행

2. 정성평가(pillar 2)

ORSA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3. 시장공시(pillar 3)
공시제도 방안수립 시행

4. 보험부채 시가평가

IFRS4 phase2 도입 준비 시행

LAT 단계적 시행 폐지

장기보험 IBNR 단계적 시행

변액보증준비금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4).

한편, 로드맵은 phase 2에 기초한 책임준비금 평가를 통해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

력 평가체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IFRS가 원칙주의 회계기준인 만큼 별도의 해석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행적으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짧은 기

간 내에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는 보험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반회계인 IFRS의 시가정보를 지급여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회계정

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금융위기와 같이 통제가 어려

운 상황에서 시가평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RBC 비율이 

급락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감독 수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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