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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시장 현황 - (1) 저금리 장기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저금리 장기화

주요국 기준금리 한국 국고채 수익률

예정이율 및 운용자산이익률 지속적 하락 → 보험상품 경쟁력 저하

예정이율 및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연합인포맥스 자료: 금융투자협회

운용자산이익률↓

예정이율↓ 보험료↑

공시이율↓

보험상품 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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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적용 방법별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1. 보험시장 현황 - (2) 보험상품 및 부채 구성

2001년 이후 저금리 대응을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확대

금리연동형 상품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은 높음

 금리연동형 비율

28%(2001) → 76%(2015)

이율적용 방법별 부채구성 비율 (2015년 6월 말 기준)

금리연동형

57%

(5%↑: 31%)

보험료적립금 적립이율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

감소 속도가 매우 느림.

 금리연동형의 경우에도

최저보증이율 적용 비중 증가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계약 증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적립금 적립이율

3.7%

6.4%

93%

7%

3.5%

5.4%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리확정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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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시장 현황 - (3) 손익 전망

향후 금리역마진으로 인해 보험회사 손익 감소 예상

보험회사 손익구조 현황 (2015년 6월 말 기준)

이원별 5개년 손익전망

 금리역마진(Δ0.3%p)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의 규모 차이로

투자부문 이익 발생

 보험부문이익 > 투자부문이익

 2015년 손익을 기준치 1로 표준화

 현재 계리적 가정 및 시장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

 향후 이자율차 손실 발생,

세전손익 감소 예상

652조 원

적립이율

4.6%

투자이익 : 28.2조 원

투자부문손익:  2.1조 원

금리차: Δ0.3%p

보험부문손익: 3.5조 원
565조 원

재무상태표

운용자산 적립금

투자이익률

4.3%

투자부문손익 보험부문손익

적립이자 : 26.1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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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회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 IFRS4 2단계

부채시가평가 기반 IFRS4 2단계 도입 예정

주요 변화 및 영향

도입 목적 진행 경과

현행 보험회계 문제점 IFRS4 2단계

 국가별 상이
 다른 산업과 상이
 과거 정보

→ 보험부채 추정
 경제적 가치 관련

정보 부족

 국제적 통일
 산업 간 비교가능성↑
 보험회사 경제적

실질 표시
 미래이익예측가능성↑

연도 경과 내용

2004 1단계 보험기준서 공표

2007 2단계 보험기준 논의자료 공표

2010 2단계 보험기준 1차 공개초안 공표

2013 2단계 보험기준 2차 공개초안 공표

2016 2단계 보험기준 최종안 공표 (예정)

2020 2단계 보험기준 시행 (예정)

보험부채

수익·비용 인식

사업비

주요 변화 영향

원가평가

현금주의

시가평가

발생주의

신계약비만
전액 이연 후
7년 이내 상각

직접신계약비만
보험기간
동안 배분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시
자본변동성 증가

 고금리 확정형 계약 부채 증가

 수익 및 이익 평준화
 보험회사 외형 축소

 신계약 위주 영업방식 감소
 기간별 손익 왜곡 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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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핵심준칙(ICP) 기준

2. 재무회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 신지급여력제도

부채시가평가 기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예정

도입 배경

IFRS4 2단계가 지급여력제도에 미치는 영향

 세계 각국 ICP 적극 반영

-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FSAP) 기준으로 ICP 활용

- 유럽: Solvency Ⅱ 도입(2016년)

- 미국: 재무건전성 개혁 작업(SMI) 진행

 국내도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부채시가평가

기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예정

ICP 14 가치평가

ICP 17 자본적정성

ICP 16 지급여력평가
목적 ERM

경제적 가치 기반
지급여력평가

보험회사
자체 위험관리 강화

IFRS4 1단계

현행 RBC제도

IFRS4 2단계
(2020년 시행 예정)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시기 미정)

LAT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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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 예상

향후 관련 규제 변화로 보험회사 저금리 대응 필요성 증대

저금리 장기화

수익성 하락

건전성 악화

보험회사

자산-부채
이율 차이

경제환경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

규제변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IFRS4 2단계 신지급여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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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사례

1. 일본

2. 대만

3. 독일



1111

과거 높은 예정이율 상품 판매 / 금리 하락 및 자산가격 붕괴

과거 예정이율 추이(1988~1998) 국채수익률 및 주가지수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보

1. 일본 - (1) 배경 및 현황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다수의 보험회사 파산

일본 보험회사 파산 사례

회사명 순위1) 파산시기
총자산
(억 엔)

처리형태

닛산(日産)생명 15 1997.04 21,674

계약이전
도호(東邦)생명 12 1999.06 28,046

다이이치(第一)화재 8 2000.05 13,870
다이하쿠(第百)생명 16 2000.05 17,217
타이쇼(大正)생명 29 2000.08 2,044
치요타(千代田)생명 12 2000.10 35,019

M&A
쿄에이(協榮)생명 11 2000.10 46,099
도쿄(東京)생명 17 2001.03 10,150

타이세이(大成)화재2) 16 2001.11 4,114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발생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수익률 악화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해약 급증 등 유동성 악화로 부실 가속화

→ 생보사 7개, 손보사 2개 파산

자료: Bloomberg

주1) 파산 당시 총자산기준.
주2) 파산의 주원인은 저금리가아닌 9.11 테러 등에 의한 항공 재보험.

자료: 일본 금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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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확정형상품의 금리역마진 개선을 위해 준비금 사전 추가 적립

- 과거 고금리 확정연금 및 종신의 경우, 추가준비금의 사전 적립으로

평균 부담금리 인하 효과 발생

- 보험업법 시행규칙 69조 5항에 의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

1. 일본 - (2) 정책 대응

금리역마진 대비 준비금 추가 적립

고이율 상품
준비금 추가적립

 자산 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 대비 준비금 도입(1996년)

- 적립된 가격변동준비금은 주식 등의 매매손실이 매매이익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데 활용

 보험부채 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 대비 준비금 도입(1996년)

- 적립된 위험준비금은 위험률차 손실, 이자율차 손실, 최저보증 관련

손실(변액 해당) 등 발생 시 손실 보전 활용

미래 자산 및 부채 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 대비 준비금 도입

가격변동준비금
도입

위험준비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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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 (2) 정책 대응

경제적 가치 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영향 상당히 완화(2015년)

보험부채
평가

현행 필드테스트

리스크
평가1)

(요구자본)

생명보험 손해보험

현행 필드테스트

지급여력비율2)

303.8조 엔 305.8~307.0조 엔 17.6조 엔 17.4~17.7조 엔

지급준비금 3.6

책임준비금 296.9

배당준비금
기할당분

4.7

지급준비금 1.0
현금흐름
현재가치

291.4
~292.4

보증옵션비용 6.6~6.8
리스크마진 6.8~6.9

지급준비금 3.6

책임준비금 14.0

지급준비금 3.6
현금흐름
현재가치

13.1
~13.4

보증옵션비용 0.01
리스크마진 0.7

8.6조 엔 22.7~27.9조 엔

보험리스크 1.4
시장리스크 7.3
신용리스크 0.9
운영리스크 0.2

보험리스크 7.8~11.0
시장리스크 15.2~21.1
신용리스크 4.3~4.5
운영리스크 0.5~0.6

3.3조 엔 5.4~6.1조 엔

보험리스크 1.6
시장리스크 2.0
신용리스크 0.1
운영리스크 0.1

보험리스크 3.0~4.0
시장리스크 3.2~3.3
신용리스크 0.4
운영리스크 0.1

150~190%
(> 100%)

190~220%
(> 100%)

자료: 일본 금융청

주1) 리스크 평가 시 신뢰수준을현행(95% VaR)보다 높은 99.5% VaR로 필드테스트수행.
주2) 현행 일본제도와는달리 분모(요구자본)에 1/2을 곱하지 않아 여기서의 100%는 현행 20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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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 (2) 정책 대응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통한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위험률차익으로 보전

- 이익의 대부분은 위험률차익이며, 사업비차익과 함께 이차역마진 커버

일본 생명보험회사 수익구조

가격 자유화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이자율차익

영업이익

자료: 닛세이 기초연구소

(단위: 조 엔)

 보유계약의 예정이율 변경 가능(2003년, 보험업법 240조)

- 보험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보험금액 삭감 ∙ 예정이율 인하(최저 3%) 등

계약조항 변경 신청 가능(총리 허가)

심각한 경영위기 시, 계약조건 변경 허용

계약조건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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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채수익률 (만기 10년) 대만 국채수익률곡선 (2016.07.06 기준)

과거 전통형 상품 위주로 판매 / 금리역마진 상태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 동부증권

2. 대만 - (1) 배경 및 현황

자료: 연합인포맥스 자료: 연합인포맥스

금리 하락 속도가 미국 및 한국보다 현저히 빨라 저금리 환경 장기간 지속

2000년 2013년

부채부담이율 5.0% 3.8%

투자수익률 5.1% 2.8%

10년 국채 5.3% 1.7%

자산-부채 금리차 0.1% Δ1.0%

투자수익률 및 부채부담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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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 (2) 정책 대응

해외투자 규제 완화, 투자수익률 및 자산 듀레이션 제고

해외투자
규제 완화

 해외투자 한도 및 대상 완화

- 해외투자 한도: 총자산 5%(1992년) → 35%(2003년) → 45%(2007년)

- 대만에서 거래되는 외화표시 주식과 채권(예, 포모사채권 및 위안화 표시

상품 등) 투자 허용
* 포모사채권(formosa bond): 대만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대만달러화가 아닌 통화표시 채권

- 특수목적회사 또는 신탁계약을 통한 해외 부동산 또는 중국 본토 부동산

취득 허용

- 대만에서 판매되는 외화표시 상품, 금융당국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보험산업과 관련된 해외기업 등은 해외투자한도에서 제외

대만, 한국 보험회사 해외투자 비중 대만 대형생보사 금리역마진 추이

자료: 각 사 IR

Cathay Life

자료: Fubon Life, 금융감독원

Fubo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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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 (2) 정책 대응

보험상품 전환 허용, 계약자 니즈 충족 및 보험사 금리 부담 완화

 계약자가 생명보험을 연금,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으로 전환 허용(2014년)

- 전환대상은 약 4백만 건으로 사망보험을 생존보험으로 활용함으로써

노후의료비로 사용 가능

- 계약자: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전환 혜택

- 보험회사: 과거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역마진 부담 완화

- 계약 전환 후 3년 동안 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

원래의 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

- 전환 유도 설계사 활동 금지

* 위반 시 60만 타이완 달러 ~ 3백만 타이완 달러 벌금 부과

보험상품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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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 (2) 정책 대응

산업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RBC2) 도입 예정

 기존 지급여력평가제도와 비교하여 RBC2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가용자본: 자산 및 부채 시가평가 기반

- 요구자본: IFRS4 2단계 및 IFRS 9의 자산 및 부채 평가 방식 준용

 2018년 이후 산업 및 시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RBC2 도입 예정

- 2001년: 미국식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 도입

- 2015년 9월: RBC2 T/F 구성하여 준비 시작

- 2016년: RBC2 기준서 초안 작성, 영향평가 시행

- 2017년: 산업 전체 필드테스트 실시 및 협의 → 최종 기준서 발표

- 2018년 이후 산업 및 시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RBC2 도입 예정

-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도입 예정

RBC2 도입
예정

대만 RBC제도 개선 일정

2001년
2015년

9월
2016년

말
2017년

중반
2018년

이후

현행 RBC1 도입 RBC2 논의 시작 기준서 작성
필드테스트
및 공개협의

RBC2 시행
및 경과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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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국가별 국채수익률 (10년물)

자산-부채 이율 자산-부채 듀레이션 최저보증상품

3. 독일 - (1) 배경 및 현황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가 심하고, 최저보증상품 비율이 높음.

유럽중앙은행 제로금리 도입 / 유럽 각국 국채수익률 하락세 지속

자산

부
채

(단위: %)

부
채

자산 (단위: 연)

국가
최저보증이율(%) 전통형상품

내 비중(%)보유계약 신계약

독일 3.00 1.25 70

벨기에 3.00 1.00-1.75 85

프랑스 1.00 0 77

이탈리아 1.60-1.80 0 80

덴마크 2.50 0-1.50 71

스웨덴 3.30 0 57

노르웨이 3.00-3.50 0-2.00 85

자료: EIOPA(2014) 자료: EIOPA(2014) 자료: IMF(2016)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독

영

이

프독
프

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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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축성 전통형 상품(양로, 연금) 위주로 판매

생명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

자료: GDV

최저보증이율별 준비금 비중 (2015년 기준) 자산-부채 비교 (2014년 기준)

3. 독일 - (1) 배경 및 현황

자료: EIOPA(2014)

평균 최저보증이율 및 국채수익률

독일 10년 국채 수익률 독일 생보사 평균 최저보증이율

자산 부채 차이

이율(%)

듀레이션(연)

2.6 3.1

10 20

Δ 0.43

Δ 10.70

기타

자료: Assekurata

자료: Asseku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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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2) 정책 대응

금리하락 손실 대비 준비금 도입

추가금리준비금
(ZZR) 도입

 고이율 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2011년)

- 예정이율 > 참조이율 계약에 한하여 향후 15년간 현금흐름에 대하여

참조이율로 재평가하여 준비금 적립
* 참조이율: 유로 10년 스왑레이트의 10년 평균

- 적립재원: 도입 초기 대부분 자산(특히, 채권)에서의 미실현이익 인식

ZZR 예시

ZZR 적립

자료: BaFin, IMF(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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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2) 정책 대응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

ZZR제도
재검토

 향후 보험회사의 ZZR 추가적립 재원 확보 어려움 예상

 재무회계(National GAAP)와 지급여력제도(Solvency Ⅱ) 상호관계 고려

- National GAAP: 금리 하락 → ZZR 추가적립분 급증

- Solvency Ⅱ: 경과조치 적용 → 준비금 추가적립 부담 완화

생명보험개혁법
시행

 금리리스크 부담 완화 및 준비금 적립을 위한 재원 확보(2014년)

- 최저보증이율 인하: 1.75% → 1.25%

- 계약자배당 제한: 만기, 해약 등으로 계약 소멸 시 채권 평가익 계약자 배당

→ ZZR이 평가익을 초과하는 경우 사내 유보

* 단, 위험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당 비율 인상: 75% → 90%

- 주주배당 제한: ZZR이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배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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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2) 정책 대응

계약 이전 관련 제도 정비

계약 이전 관련
제도 정비

 계약 이전(portfolio transfer) 관련 제도 정비 이후 run-off 시장 발전

- 2007년 보험감독법 개정(VAG 121f)

- Run-off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중단을 의미하는데,

아웃소싱, 자회사 설립, 계약 이전, 회사 매각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 달성

-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계약 이전 가능

독일 계약 이전 건수

자료: Ba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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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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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1) - 신지급여력제도

시장 및 보험산업 환경을 고려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로드맵

신지급여력제도

시장환경

준비금 추가적립

일본

자본 확충

시장환경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경과조치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대규모 시장혼란
가능성 존재보험회사 재무적 영향

독일

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이차역마진 극복

2011년에 준비금제도 개선(ZZR제도) 이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 진행

신지급여력제도(RBC2) 시행시기 결정에 있어 신중한 태도 / 경과조치 도입 예정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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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1) - 신지급여력제도

2016년 1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Ⅱ를 도입

주요 특징

도입 목적

3층 구조

Pillar 1 - 양적 규제

Pillar 2 - 질적 규제

Pillar 3 - 공시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 개선 EU 시장 통합

소비자 보호 강화 EU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 가용자본
 리스크 중심 경제적 요구자본

 리스크 통제 및 관리 체계 평가(ORSA)

 리스크 관련 정보의 공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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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1) - 신지급여력제도

수년간 여러 차례의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착륙 방안 마련

영향평가

지급여력비율 급격한 하락
재무변동성 심화

QIS: Quantitative Impact Study

ST: Stress Test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4 2016

QIS1 QIS2 QIS3 QIS4 QIS5 ST11 ST14 ST16

2001

SII
논의시작

Solvency Ⅱ
연착륙 방안 마련

 새로운 제도(Solvency Ⅱ)로 순조로운 이행
- 잠재적 시장혼란 방지
-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상품포트폴리오 변경 등을

통해 재무적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만드는데 시간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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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1) - 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구분 세부 내용 경과기간

가용
자본

요구
자본

자본요구조건

책임
준비금

분류 및
인정

주식

집중 및
스프레드

 SII 도입 전후 책임준비금 또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를 경과기간 내 점진적 반영

 SII 도입 전에 인정한 가용자본을
SII 도입 이후에도 인정

 16년간
선형 이행

 10년

 SII 도입 전에 취득한 주식 관련 리스크를
경과기간 내 점진적 반영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를
경과기간 내 점진적 반영

 구제도(S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면,
SII 최초 적용 시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제공

 7년간
선형 이행

 4년간
단계적 이행

 2년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시기 2차례 연기 (2012 → 2014 → 2016)

 부채평가 할인율 산정 방식 조정
- 변동성조정(VA), 매칭조정(MA) 등 금리가산 도입
- 부채평가 할인율 산정 방식 지속적 검토

시행시기 및 방법, 경과조치 도입으로 제도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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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2) - 준비금 적립 재원

준비금 추가 적립 재원 마련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준비금 적립

영업이익 제고

일본 가격자유화

해외사례

대만
해외투자
규제 완화

(한도, 대상)
일본

독일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적립

생명보험개혁법
(채권평가이익

계약자배당 제한 등)

대규모 외부 자본조달 어려움

국내 자본시장 미성숙
자본조달 비용 상승

수익성 악화 예상

이차역마진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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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3) - 상품포트폴리오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저금리 대응방안 검토 필요

계약이전
제도

계약전환
제도

계약조건
변경제도

세부내용 해외사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한 계약 부분 이전 허용

독일

대만

일본
심각한 경영위기 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삭감,
예정이율 변경 등 신청

계약자 요청에 의한
계약전환 허용
(예, 생명보험 → 건강보험)

검토사항

계약이전시장 형성 필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 검토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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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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