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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FRS17의 도입으로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에 커다란 혼란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회계와 보험산업 및 보험회계의 역사적 주요 변천 과정을 정리
하였다.
나아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계의 영향을 IFRS17의 도입과 혜택에 대한 부분,
IFRS17 하에서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관계 정립 필요성 부분, 일반회계와 감독회
계 관계 정립시 고려 사항 및 현재까지 알려진 감독당국의 보험회계 정책 상황 측면을 살펴보
았다.
결과적으로 IFRS17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원칙중심 회계처리와 글로벌 비교가
능성 확보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회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일
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관계 정립 시 보험부채 시가평가 국제적 추세와 일관성, 보험
회계 운영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보험회사의 실무적용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
여야 한다.
<주제어> IFRS17, 보험산업, 일반회계, 보험회계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의 도입으로 감독회계와 일
반회계에 커다란 혼란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계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보험사들의 혼란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도입준비 단계별 TF를 구성하여 대비
* 신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shinyj87@daum.net, 제1저자.
** 신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pktp11@naver.com, 참여저자.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jtkim0811@ca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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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황이다. IFRS17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사들의 어려움은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삼성생명마저 100% 미만으로 킥스發 자본확충
초비상, 킥스 적용땐 RBC 100% 무더기 미달,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사실상 막혀 중소
보험사 17곳 불안감 증폭으로 도입연기 등 대책마련 목소리 커져”1)로 매우 어려운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당초 202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의 어려움 가중으로
IFRS17은 2018년 11월 IASB의 결정에 따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시행이 1년 늦
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험업계는 2018년 12월에 “1년 추가 연기가 필요
하다”는 공동 서한을 IASB에 전달했었다.2)
또한, IFRS17 도입으로 인한 전문인력과 시스템 도입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보험사는 금융감독
원(금감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IFRS17 전
문가 배출을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변경,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
다”3) 등 보험사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상계획
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보험계리사 인력 공급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영향
과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나 교육현장에서 보험회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계와 보험산업 및 보험회계의 역사적 주요 변천 과정을 정리하
고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보험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보험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 규모의 보험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 1>은 연도별 총자산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보험회사의 양적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총자산은 1997년 111조원에서 매년 꾸준
1) 중소보험사 17곳 불안감 증폭, 서울경제, 2018.10.01. 인용.
2) 자본확충 벅찬 보험사 IFRS17 추가연기, 서울경제, 2019.04.14. 인용.
3) IFRS17 시스템 구축지연 보험사 금융당국과 양해각서, 머니투데이, 2018.09.1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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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여 2016년 1,034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총자산 증가율

출처：보험개발원 보도자료 “보험산업 20년 전 대비 총자산은 10배, 수입보험료는 3배 성장” 2018.
2. 28.

<그림 2>는 2016년 국가별 수입보험료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약 1,710억 달러로, 세계보험 시장 7
위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6년 국가별 수입보험료

출처：보험개발원 보도자료 “보험산업 20년 전 대비 총자산은 10배, 수입보험료는 3배 성장”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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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속적으로 양적성장을 거듭했으며, 현
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서 아직
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 저성장과 2022년 IFRS17 도입 등으로 현재와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유
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 볼 때 보험사들은 수
익성 개선 등을 통한 질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익성 재고를 위한 새롭
고 참신한 경영기법 도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 한국 보험산업의 시대적 변천사
보험산업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50년대말은 보험 산업의 태동기로 국내 도입된 보험산업은 경제성장 더불어 1980
년대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하나의 중심 산업으로 정착되는 시기였다. 보험산업의
정착을 위한 1970년대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험 산업이 급성장하
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보험사들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였고, 감독체계도
미비하였던 시기였다.
<표 1> 한국 보험산업의 시대적 변천 과정
년도

시대적 단계

주요 내용

1950년대 말 ~ 1980년
중반

보험산업 태동/
정착기

보험산업은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8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성장

1980년 중반 ~ 1999년

보험산업 개방/
양적 성장기

보험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한단계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2000년 ~ 현재

보험산업 제2차
양적 성장기

구조조정기를 거쳐 2000년 중반 이후
급속한 양적 성장 시현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2015. 10. 16.

1980년대 초반부터 대외적 개방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한단계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 1987년 라이나생명보험의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1992년 자동차보험시장 개방 등 순차적인 보험시장 대외개방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험사간 외형 성장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보험회사의 시장 신규진입도 대폭 허용되었다. 1986년 생보사 신설 허가
기준 발표 이후 생보사 중심으로 많은 수의 보험회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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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1993년까지 생보사 22개사, 손보사 1개사가 신설되었다. 이 시기는 제3
보험에 대한 생ㆍ손보 겸업 허용 등으로 다양한 상품이 소개되고 법인대리점 등 새로
운 영업 채널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과당경쟁 등으로 부실경영이 한도를 넘어서며
1997년말 경제위기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생보사 12개사 퇴출, 손보사 2
개사 퇴출이 발생한 시기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험산업의 제2차 양적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기를 거쳐 2000년 중반 이후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
이다. 2004~14년 중 생보사와 손보사는 보험료 기준 연평균 각각 7.5%, 12.7%씩 성
장하였고, 총자산은 2008년 395조에서 2014년 862조원으로 급성장한 시기이다. 강
도 높은 구조조정 및 지난 수년간 폭넓게 구축된 판매채널과 실손ㆍ변액 보험 등의 보
험 인프라가 이러한 양적 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Ⅲ. 보험회계의 개관
1. 보험회계의 특성
보험회계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중심의 회계, 보수적 회계처리 및 사후원가의 발
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차대조표 중심의 회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의 측
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급여력 등을 중요시하는 감독당국의 보험감독 목적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적 회계처리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지급여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급여력을 유지하는 순자산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
등은 조기에 인식시키고 보험료 수익은 보험기간에 따라 인식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원가의 발생은 일반적인 회사는 비용이 발생한 후에 매출을 통한 수익이 인식되
는 구조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전에 보험 수익이 먼저 생기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수익이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는 실제 원가가 아닌 과거의 경험율을 바탕으로 한 사망률 등을 거지고 원가가 계산되
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회계, 일반회계, 관리회계 및 세무회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감독회계(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 SAP)는 재무건전성 등 감독 목적으로, 일반회계(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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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는 주주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
무정보 제공 목적으로, 관리회계(managerial & cost accounting)는 각종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세무회계(tax accounting)는 과세소득
산출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
감독회계(SAP)

일반회계(GAAP)

목적

재무건전성 등 감독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공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정보
이용자

감독당국, 투자자 일부

투자자,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정

청산(liquidation) 가정 하에
지급여력 측정능력, 재무정보의
보수성, 보험업 고유의 특성 반영
등을 중시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 하에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보고를 통한 미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의 예측능력,
재무정보의 중립성, 타 업권간
비교가능성 등을 중시

현재 관련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등

외감법, IFRS17, 보험업회계처리 준칙 등

제정 주체

감독당국 등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이러한 회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존재하는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경영
및 감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감독
회계, 일반회계, 세무회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감독회계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회계는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정치적
산물로서 각국의 경제적 상황 및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으며, 우
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관련 회계제도가 변화해 왔다.

2. 한국 보험회계의 주요 변천사
1962년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이 최초로 제정되고,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보
험회사의 회계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및 신설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해 갔다. 1988년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을 위한 근거 마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종간 특성을 감안해
생ㆍ손보 회계규정을 분리함에 따라 업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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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 수준에 따른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따라‘보험업회계처
리준칙’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험사의 재무정보 정보이용자에 따라 공시목적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규정을 신설하고 재무제표를 일반정보 이용자를 위한 GAAP와 감독
목적을 위한 SAP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독회계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표 3>은 보
험회계 주요 변천 과정을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다.
<표 3> 보험회계 주요 변천 과정
시행일

법규 및 규정

특징 및 주요내용

1962년 1월~
1979년 12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재무부 결산지침

보험관련 준비금적립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최
초로 제정
보험업법 및 상법에 근거한 재무부 결산지침에
의해 보험회사 결산수행

1980년 1월~
1988년 3월

보험회사 표준회계
규정 및 재무제표 준칙

보험회계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최초로
규정화 함

1988년 4월~
1998년 3월

생보 및 손보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 준용을 위한 근거 마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종간 특성을 감안해 생, 손보 회
계규정을 분리함

1998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감독 제규정 및 회계지침을
통합함

1998년
12월~

보험업회계처리 준칙

공시목적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규정을 신설
하고 재무제표를 GAAP와 SAP에 의해 각각 작성

2006년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 회사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장 법인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선택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적용

2011년 4월~

출처：이태기(2018.5.11), 「IFRS 17 전환관련 감독회계의 방향」, 보험회계 워크샵 #4-IFRS 17 전
환관련 규정, 한국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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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회계의 영향4)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
터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IFRS17(보험계약관련 회계기준)의 시행이 예
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가 보험산업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보험산업에 IFRS17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5)
IFRS17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최초의 포괄적 회계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을 위한 회계기준이며 보험부채에 대한 평
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된다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IFRS17의 도입6)과 혜택
IFRS17의 시행에 따른 혜택은 크게 국가간, 업종간, 기업간, 상품간의 비교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즉, IFRS4는 여러 국가의 보험회계 관행을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기준이었지만, IFRS17은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실질적인 최초
의 포괄적 회계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의 유용성 증가에 따른 국제적 비교
가능성은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유용성 증가 측면을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모두 원가가
아닌 시가기준의 재무상태표 작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가치 정보를 제공한다. 손
익계산서 측면에서는 이익의 원천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들어 수
익ㆍ비용 인식방식을 “보험료 수취기준에서 보험기간에 걸친 보험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된
다. 또한, 사업비 이연대상을 신계약비 전액 이연에서 직접 신계약비 이연으로 축소하
고, 이연기간도 7년 이내의 상각에서 보험기간 동안 상각으로 확대되었다. 리스크 정보
이용 측면에서는 기업 관점의 리스크 측정 및 표시로 인해 보험사의 실질 가치가 반영
4) 김호중ㆍ김진욱ㆍ신용준(2018.12), 「IFRS17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일부 재인용 및
요약.
5) 종전에는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총회에서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하였다. 현재 글로벌 보험업계에서는 2023년으로 1년 더 연장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다.
6) IFRS17은 2016년 11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2021년 1월 도입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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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실질가치 반영으로 기업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고 재무정보의 품질 향상
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이러한 IFRS17의 시행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가 아닌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시가평가로 적용해야 함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큰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6
개 생보사만 추가 부채 적립액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2. IFRS17 하에서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관계 정립 필요
IFRS 17은 서로 다른 국가간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의 결과로 뼈대가 되는 원
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기업의 의무이행 관점을 반영한 현금흐름 고려, 위험
조정에 대한 특정 방법을 결론 내리지 않은 점, 보험위험에 대한 판단 시 양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 등 증가된 회계추정방식의 기술적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증
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7은 2022년(비교표시의무로 2021년 전환)
부터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 경영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감독당국에서도 감독회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IFRS 제한적용국
가로 분류되어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크게 하락될
것이다.
일반회계와 부합하는 감독회계 마련을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감독회계의
정립도 필요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막대한 비용, 전문 인력 충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많은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의 투입 비용 대비 감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감독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
로 감독회계의 방향과 결정 시기에 따라 보험사들은 IFRS 17의 2022년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일정이 늘어날 수 있으며 시스템 규모 및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테스트 및 안정화 기간
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는 IFRS17의 시스템 구축 소요시간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7) IFRS17 연기됐는데 자본확충 불 떨어진 보험사. 머니투데이. 2019.4.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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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FRS17의 시스템 구축 소요시간

IFRS17이 도입되어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경우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
및 지급여력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일원화
가 되어 있으며 IFRS17이 도입될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일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3.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관계 정립시 고려 사항
1) 보험회계 정책 도입 고려사항
IFRS17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계 정책 도입시 크게 3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3가지 부분이란 감독회계의 효익, 감독회계의 비용 및 도입에 따른 필요조
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독회계의 효익이란 감독회계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
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등의 감독목표 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목적의 달성
시 보험부채 시가평가 국제적 추세와 일관성, 보험회계 운영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및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확보도 IFRS17 시행 목적에 맞게 충분히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감독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감독회계의 비용도 충분히 고
려해야 한다. 단순히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무적
으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IFRS17 시행 이전에 보험회사
의 어려움은 크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감독목적 달성 대비 보험사의 추가 비용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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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하여 보험회사의 실무적용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IFRS17
시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인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와 글로벌 비교가능성의 확보
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회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보험회사의 실질
을 무시하고 감독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획일적인 감독회계의 정책 수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K-ICS의 도입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 및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며 보험회사
재무안전성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보험시장을 발전시키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의 RBC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및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함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원가기준의
RBC 제도는 가용자본에 대한 별도의 요건없이 일부 자본 및 부채항목을 열거하여 제
시하고 있다. IFRS17 도입시 현행 가용자본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
로 하는 신지급여력제도의 요구자본 산출방식과의 일관성 결여되고 정책적으로 가용자
본에 포함한 항목도 일부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 및 부채
시가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도 국내 보험환경에 부합하는 시가평가 기준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란 IAIS에서 권고
한 지급여력제도에 자산ㆍ부채ㆍ요구자본ㆍ가용 자본의 상호의존성이 반영되는 총 대
차대조표 접근법 적용을 적용하여, IFRS17하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ㆍ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라
할 수 있다. K-ICS의 도입 목적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안전성 기여, 계약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의 감독 목적 달성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표 4>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구 분
가용
자본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자산평가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부채평가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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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스크
구분
요구
자본
리스크
측정방식

2019. 5. 31, pp. 73~88.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①
②
③
④
⑤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①
②
③
④
⑤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신뢰수준
건전성
기준

新지급여력제도(K-ICS)
생명ㆍ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99%

99.5%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출처：보험회사에 대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4.5.

4. 현재까지 알려진 감독당국의 보험회계 정책 상황
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의 측정 및 수익ㆍ비용 인식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
구성항목 등 표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보험
사들의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IFRS 17이 조기에 정착 및 실현되
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독당국의 보험회계 정책 상황의 큰 틀은 일반회계(GAAP)와 감독
회계(SAP)간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을 마련하되 감독회계 운영 목적을 견지하면서 국제
적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생ㆍ손보사간 작성기준이 일부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IFRS17 도입을 계기로 일원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보험감독회계는 일반회계(IFRS4)의 범위 내에서 감독목적을 위해 기준을 제시
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며 2022년 IFRS17 시행 이후에도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간 실질
적 일원화를 목표로 IFRS17 시행 대비 감독회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
사의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인식기준이 동일하여 일반회계
(GAAP)와 감독회계(SAP)간 자본과 당기순이익이 일치하지만 IFRS17 이후 보험사들
의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간 차이로 상이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른 실무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IFRS17 기준서 범위내에 부합하는 통일된 표시기준을
통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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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전세계적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험산업에 IFRS17
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 요구에 부합되는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에 커다란 혼란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계와 보험산업 및 보험회계의 역사적 주요 변천 과정을 정리하
였고,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계의 영향을 IFRS17의 도입과 혜택, IFRS17 하에서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관계 정립 필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관계 정립시
고려 사항 및 현재까지 알려진 감독당국의 보험회계 정책 상황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무엇보다도 IFRS17 시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인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와 글로
벌 비교가능성의 확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회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보험회사의 실질을 무시하고 감독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획일적인 감독회계의 정
책 수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관계 정립 시 보험부채 시가평가 국제적
추세와 일관성, 보험회계 운영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보험회사의 실무적용 효율성 확
보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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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Review of Insurance Accoun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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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mmarizes the major historical changes in insurance accounting,
insurance industry and insurance accounting in Korea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17.
In addition, we investigate not only the impact of insurance accounting on the
introduction of IFRS 17 but the benefits of IFRS 17, GAAP and SAP relationship
needs, GAAP and SAP considerations,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described
the insurance accounting policy situation.
As a resul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IFRS 17
is to establish an accounting policy in light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and
global comparability aspects.
GAAP and SAP’s market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should be fully
prepared to ensure international consistency, to ensure international credibility in
insurance accounting, and to ensure efficiency of application of insurance
companies.
<Key Words> IFRS17, Insurance industry, GAAP,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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