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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학위 논문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논문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논문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보험회사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Risk-based

Solvency Margin Regulation)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연

구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소비자 후

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및 후생 감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

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두 번째 연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주가 등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수

익률, 재무건전성비율 및 보험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부호제약

SVAR(Sign 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

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긴축적 통화충격이

발생한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운용자산수익률 및 재무건전성비

율은 개선되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주요어 :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경제적 효율성, 규제 수준의

적정성, 통화정책, SVAR, RBC비율, 보험회사 주가

학 번 : 2011-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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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연구

제 1 절 서 론

1. 연구 배경

보험산업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상호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

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소비자는 이

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할 다양한 리스크

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보험부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리스크가 존재

한다. 보험부채란 보험회사가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이다. 그런데 보험부채는 사고확률, 이자율 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추정하여 적립한다. 이에 따라 실제 사고규모

가 가정보다 큰 경우 등 실제 계약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부채가 충분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다. 둘째, 운용자산도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 및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데, 이러한 자산은 금리 및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이외

에도 사업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operation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는 보험계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solvency) 및 지

급여력(solvency margin)으로 요약된다. 지급능력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부채와 자본 등 가능한 모든 재원(財源)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보험금 지급을 위해 1차 재원으로 보험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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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보험부채가 부족하면 2차 재원으로 자본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급여력이란 전체 보험금 지급 재원중 2차

재원인 자본이 충분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1).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개별 보험소비자가 보

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 및 지급여력을 파악(monitoring)하기는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소비자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

한 대표적인 규제인 지급여력규제(solvency margin regulation)를 실시

하고 있다.

1)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권과 비교해서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예금으로 구성된 부채(liability) 규모는 비교적 명확

하므로, 대출자산 등이 부실화 되었을 때 위험버퍼(risk Buffer)인 자본이 충

분한지가 건전성감독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통상 자본적정성규제

(capital adequacy regulation)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국내 은행법(§34)

에서도 “①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

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

정성에 관한 사항...(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부채 규모가 추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궁극의 목표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급능력(solvency)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지급여력(solvency margin)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법(§123①)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

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은 100

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본규제를 은행업에서는 자본적정성규제, 보험업에서는 지급

여력규제 등으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제는 실질적으

로 건전성 확보 목적의 자본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규제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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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가 금융회사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고, 오히려 규제로 인한 효익(benefit)

보다 비용(cost)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2)

한편, 2007년 금융위기 전후 국제적으로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근

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

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는 보험회

사 지급여력에 대해 최초로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European Union)는 새로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회계기준 개정에 맞춰 2021

년 시행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내외적으로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진행중인 상태

에서 효율적 지급여력규제 설계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험회사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문 1.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가 필요한가?’

질문 2.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보호도 강화되는가?’

본 연구는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소

비자 후생 관점에서 규제수준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제도설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Goodhart(2010)는 감독당국이 자본적정성 규제 등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경영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

어 잘못된(misguided) 규제이며,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집중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orson et al.(2012)에 따르면 유럽의 새로운 건전

성 규제제도인 Solvency II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관점에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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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 개요

지급여력제도란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위해 유지해야하는

지급여력을 규제하는 감독제도이다. 여기에 더하여 “리스크기반” 지급여

력제도란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기준으로 지급여력 기준금액을 측

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절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도입 배경, 산출 방식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2.1. 도입 배경

과거에는 지급여력 기준금액으로 고정 금액방식(fixed amount)을 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회사는 영업을 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의 자본을 보유해야 했다3).

한편, 금융기법 및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100억을 운용시 과거에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금융기법이 발

달함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

게 되었다.

변화된 금융환경과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

는 과거의 고정액 지급여력규제 체계에서 보험회사에게 더 큰 위험을 추

3)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법규상 일률적으로

모든 보험회사는 100억 이상의 지급여력(자본)을 보유해야 했다. 1996년, 보험

회사별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1%를 추가 정립하도록 변경하였

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에

따라 1999년 EU방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현행과 같

은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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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환경 및 유인을 제공하였다4).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100억의

자본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기 보다는 수익추구를 위해 투기등급의 회

사채나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가 국제적으로 도입

되었다5).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보험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최소 보유자본(이를 “요구자본”이라고 한다)이

결정된다. 즉, 보유위험이 커지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고위험 투자에 대해 자본비용을 상승시켜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100억 원

의 투자라도 국채에 투자한 경우는 요구자본이 1억 원이지만, B- 투기등급

4) 통상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배분 구조는 경영성과중 계약자(principal)에게

일정한 몫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경영진 및 주주(agent)가 나누어가지는 구조

이다. 리스크 확대로 인한 추가수익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및 주주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손실은 대부분 계약자에게 전가된다.

주주의 경우 투자액 범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금융업의 경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은 계약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

융회사 경영진 및 주주는 자신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 및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보험금에 대한 보험제도(미국의 경우

guaranty fund)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경영진이 리스크 확대를 추구하더

라도 일정부분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경영진의 이러한 유인 확대 소지가 있다. Lee et al.(1997)에 의하면

미국의 guaranty fund 제도는 위험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에게 오히려 투자활동에 있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유인을 제고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5) 국제적 도입동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최초로 본격적인 리스크기반 지급여력
제도인 RBC (Risk-Based Capital)제도를 1990년대 초중반에 도입하였다. 이
후 미국 제도를 토대로 일본이 1996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초중
반부터 도입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시행하였다. 유럽도 기존 Solvency 제도
를 개선하여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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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투자한 경우는 요구자본이 10억 원으로 산출될 수 있다. 동일한

건전성비율(=보유자본/요구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투기등급 회사채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하므로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2.2. 산출 방식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금융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에 기반하고 있

다. 그런데 통상 리스크는 현재의 보험회사 포트폴리오에 대해 미래에 발

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로 정의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크기

를 확정적(deterministic)으로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리스크기반 지급여력

제도는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통계적 추정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 Solvency II, 미국 RBC, 일본 RBC, 한국 RBC, 은행권 Basel기

준 등 대부분의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혹은 자본적정성제도)는 통계

적 측정기법으로 VaR(Value-at-Risk)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Jorion(2007)에 따르면 측정 대상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에 대한 Va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여기서, 는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는 포트폴리오 손익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는 변수 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이다.

이에 따라 VaR 값은 포트폴리오 분포 및 신뢰수준 등의 요소에 의

해 결정이 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트폴리오 분포는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 분류 및 정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은행권 기준인 Basel 2기준은 리스크 분류를 신

용, 시장, 운용리스크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리스크를 측정하여 합산하고

있다6). 국내 보험권 RBC 방식은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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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리스크를 정의하고 측정하여 합산하고 있다.

각 리스크에 대한 측정방법도 다양하다.

둘째, 신뢰수준은 리스크 분포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리스크 노출 금

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신뢰수준 99% VaR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리

스크 분포에서 99%의 신뢰수준이 되는 지점을 해당 리스크 크기로 측정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리스크요인의 1년간 손실분포가

[그림 1-1]과 같다고 하자. 손실분포의 평균(50%)은 50억이고, 95%수준은

80억, 99%수준이 100억이다. 이러한 경우 99% 신뢰수준 VaR는 100억 원

이다. 이는 향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

을 확률이 99%라는 의미이다. 동일하게 95% 신뢰수준 VaR는 80억 원이

고, 이는 향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8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95%라는 의미이다.

[그림 1-1] 신뢰수준에 따른 VaR 측정

평균

95%신뢰수준

VaR

신뢰수준 95% 99%

99%신뢰수준

VaR

(금액예시) 50억 80억 100억

Jorion(2007)에 따르면 VaR값을 자본기준(equity capital)으로 사용한

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목표 부도확률을 신뢰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목표 부도확률이 c%라면, 해당 기간중 VaR의 신뢰수준은

(100-c)%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간 투자신용등급 Baa를 유지하

6) 구체적으로는 각 리스크 분포에 대해 VaR 방법론을 적용하여, 리스크량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전체 리스크 분포를 사용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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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표부도확률이 0.31%라면, 투자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원하는 회사

는 신뢰수준 99.69%(=100-0.31) VaR보다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가 규제로서 가지는 의미를 분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VaR를 이용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

사의 부도확률에 대한 통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100-c)% VaR를

이용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리스크를 감안한

보험회사 부도확률이 c%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VaR방법론에 기반을 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리스

크 분포 측정방식과 신뢰수준이라는 두 가지 특징중 신뢰수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신뢰수준은 부도확률로 변환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게 부도확률에 대한 규제를 부과했을 경우와 부

도확률(신뢰수준) 규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비자잉여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에서 신뢰수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다

양한 의미를 가진다. 신뢰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더 보수적인 리스크 측정

치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보험회사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이고, 선제적 조치의 기준을 상향 혹은 감

독당국의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 99% VaR는 100억 원으로 95% VaR인 80억 원보다 크다. 지급

여력비율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유해야할 자본은 신

뢰수준 99%일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이고, 95%일 경우는 80억 원 이상

이 된다. 자본이 이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뢰수준 95%보다 99%일 때 감독당국의 선제조치는 빨라진

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

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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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도 특징

Cummins et al.(1993)에 따르면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의 위험추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자본

비용을 부과하여 보험회사의 무리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금융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일

정 수준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회사가 높은 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가 높은 행위(혹은 투자)를 하면, 이는 리스크 측정시

반영되어 기준자본량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동일한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기

반 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게 비

용을 내부화(internalize)하여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방지하도록 설계

된 제도이다.

둘째,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VaR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

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특정기간(통상 1년)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스크기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당장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특정기간 이내에

지급여력이 목표한 신뢰수준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7). 감독당국

은 통상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지면 추가적인 지

급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내의 예를 살펴보자. 국내의 경우 지급여력 비율이 100%에 미달

하는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추가하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8)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

우는 경영개선권고(보험업감독규정 §7-17), 0%이상 50%미만인 경우는

7) 


  ⇔    ⇔   ( :가용자본,  :1년 99% VaR)

: 99% 신뢰수준으로 1년 이내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작다는 것이다.

8) 이렇게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수준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차별화하는 것을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on Action; PC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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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동 규정 §7-18), 0%미만인 경우는 경영개선명령(동 규정

§7-19)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의 조치가, 경영개선요

구는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경영개선명령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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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지급여력규제와 관련한 연구와 보험회사 의사결정 과정

을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모형화한 연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

구를 살펴볼 예정이다.

3.1. 지급여력규제 이론 관련

해외 연구중 지급여력규제를 포함한 보험회사 규제에 대한 일반 이론

을 먼저 살펴보자. Klein(1995), Nektarios(2010), Lorson(2012) 등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이론은 크게 공공

경제적 손실이론(Public Interest Theory), 경제이론(Economic Theory)

과 이념적동기이론(Ideological Motivations Theory) 등 3가지로 분류된

다. 공공경제적 손실이론은 Munch and Smallwood(1982) 등에 의해 제

시되었으며 정보비용 문제(costly information)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 등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규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이론은 Stigler(1971)와 Peltzman(1976) 등

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감독자는 경제적 공공 손실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율성 개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이념적 동기(Ideological Motivations)이론은 Meier(1991) 등에 의해 제시

되었으며, 경제이론에서 제시한 정치적 목적이외에도 자신의 신념 등에

따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연구중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Munch and Smallwood(1982)의 연구인데, 동 연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costly information),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 부도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급여력규

제를 통해 보험회사의 부도확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가 아니라 과거 고정금액방식 지급여

력규제를 토대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지급여력규제 수준별 효과에 대한



- 12 -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Cummins et al.(1993)은 미국의 RBC제도 도입시점에서 손해보험

회사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기자본 제도(risk-based capital requirement)

에 대해 도입 필요성 및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입 필요성

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장점으로

는 감독기관이 지급여력규제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

지 못하도록 하고, 부실가능 회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험회사 부실

화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단점으로는 비효율

적으로 설계될 경우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고, 보험회사뿐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구체적인 경제적 모형을 통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으

며, 또한 지급여력규제 수준별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Lorson et al.(2012)은 EU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에

대해 실증적으로 비용·효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익이 비용보다 큰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는

특정 제도인 유럽 Solvency II에 기반을 두고 규제의 비용을 측정하였으

나,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

였으며, 역시 지급여력규제 수준별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Schlütter(2014)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는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편의(bias)를 가질 경우 자본규제(capital

regulation)와 가격규제(price regulation)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

히, 후자의 연구는 자본규제와 가격규제 모두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킨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자본규제보다 가격규제시 소비자잉여의 증가가 크

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는 본 연구와 동

일한 경제학 모형을 사용하였지만,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관점에

서 규제 효과 분석은 부족하였고, 역시 지급여력규제 수준별 효과에 대

한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보험회사 지급여력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자. 오형태(20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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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국내에서 보험회사 지급여력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9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시 다수의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지급여력제도 개선 추진 등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이다.

류근옥(2001)은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RBC제도에 대한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황선영 외(2001)

은 EU식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비율의 통계학적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 및 일부 특정보험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화재보험 및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정중영(2004)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EU식 지급여력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RBC제도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신동(2013)은 유럽의 Solvency II와 국내 RBC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

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국내 연

구는 지급여력제도 자체를 연구하였다기 보다 미국 RBC제도 및 유럽

Solvency II 등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국내 도입방안

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급여력제도의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순

구, 정홍주(2000)는 보험회사 M&A에 따른 재무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A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홍주(2001)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지급여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사업포트폴리오는 지급여력과 무관하지만 자산운용전략은 지급여

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재, 김재현(2003)은 해약률 및

부채구조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 보험

회사의 파산원인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부채구성의 안전성과 효력

상실해약률이 파산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일본의 경우 보험금지급률

과 자산규모가 파산설명변수로 나타났다. 김범(2007)은 Altman 파산예측

모형과 옵션모형에 기초한 파산예측모형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박경국과 최종범(2013)은 RBC비율제도의 도입이 국내 생

명보험회사의 자기자본, 자산리스크, 영업성과 및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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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는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RBC비율제도의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큰 회사는 RBC비율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자산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

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희(2016)는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과 경영효율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본적정성과 경영효율

성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 지급여력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지급여력제도

에 따른 재무효과 및 재무비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3.2. 분석 모형 관련

이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옵션가격결

정 이론을 이용하여 모형화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국내 연구중에서

는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워 해외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Doherty and Garven (1986)은 옵션가격결정 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이용해서 지급여력이 부실해질 위험을 모형화하는 방법론을

최초로 보험회사에 적용하였다. 동 모형은 기존 CAPM 모형보다 세금

(tax)에 의한 비선형 효과를 더 잘 설명하여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ustic(1994)은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보험계약자 손실 예측치의 현재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

다. Cummins and Danzon(1997)은 옵션가격결정 모형에 기반을 둔 주주

가치 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화하여

자본, 보험가격 및 손해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Zanani(2002)는 옵션가

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자본할당과 보험가격 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대재해보험의 자본비용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제시하였다. Yow and Sherris(2008)는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 행동을 모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설계사 비

용 등 마찰비용(frictional costs)이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Schlütter(2014)와 Stoyanova and



- 15 -

Schlütter(2015)도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Zanani(2002), Schlütter(2014) 및 Stoyanova and

Schlütter(2015)의 경제학적 모형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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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향, 논문 구성 및 예상 기여

4.1.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나,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 관

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리스크 기반 지급여력제도에서 신뢰수준은 보험회사 및 감독당

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중 신뢰수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권역별, 국가

별로 신뢰수준 설정이 매우 상이하다. IAIS에서 마련중인 보험자본에 대한

국제기준인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99.5% 신뢰수준을 사용할

예정이다.9) 유럽의 Solvency II도 99.5%의 신뢰수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일본 RBC는 90% 신뢰수준을 사용하다 2012년부터 95%로 상향하였

다10). 국내의 경우도 VaR방식으로 9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다가, 2017년

부터는 신뢰수준을 9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11) 미국 RBC는 특정한

신뢰수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95% 이상 신뢰수준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2)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 규제기준인 Basel II도

99.9%의 신뢰수준을 사용하고 있다.13) 이와 같이 금융권역별 국가별로 다

양한 신뢰수준을 사용하고 있어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시 예정인 신뢰수준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비교·연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9) Sullivan & Comwell LLP(2016)

10) Milliman(2011)
11) 금융감독원(2017)

12) NAIC(2008)

13) Basel Committe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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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개

선시킬 수 있는지와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가지

는지에 대해 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4.2. 논문 구성

이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논문의 개요 소

개, 제2장은 경제학 모형 및 이론 설명, 제3장은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

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은 신뢰수준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모형의 참가자인 소비자,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을 소개할 예정이다. 동 모형은 Zanani(2002), Schlütter

(2014)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에서 소개된 옵션가격모형에 기

반을 둔 보험회사 의사결정 모형 및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편의(bias)를

가진 소비자 수요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모형을 이용해서 보

험회사 부도율,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① 소비자의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편의가 증가하면 경제적 손

실이 증가한다.

②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보험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부도율을 상승시키

고, 이 경우 경제적 손실은 더욱 확대된다.

③ 부도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통제하는 지급여력규제를 통해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경제적 비효율을 악화시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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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모형에 대해 계수들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수치 분석

(numerical analysis)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2장에서 제시된 이론에 대해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손실, 소비자

잉여 및 보험회사 주주가치 등에 대한 기준결과(baseline result)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도확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가 존재할 경우 동일한 변수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여 기준결과와 비교분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급여력규제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 규제 수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 규제 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뢰수준 95%, 97.5%, 99%, 99.5%, 99.9% 등

5가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소비자 부도율 편의 수준별 신뢰수준의 상

승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부

도율 편의 수준별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비자 후

생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제5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내용과 제3, 4장의 수치적 분석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4.3. 예상 기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와 대비되는 본 연구의 예상

기여는 2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교한 경제학

적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

론 및 수치적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

급여력제도의 규제 수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대해 경제적 모형을 이

용하여 이론 및 수치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보험회사

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연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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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ch and Smallwood(1982) 및 Stoyanova and Schlütter(2015) 연구

등 2개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는 리스크기반 제도가 아니라

과거 고정금액방식 제도에 대한 연구였고, 후자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

제도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와 대비하여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도입 필

요성에 대해 기존 소비자 후생과 차별화되는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연

구하였다. 즉,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

게 되는데,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보험회사 부도율을 일정수

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리스크기반 지

급여력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 신뢰수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실

무적으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신뢰수준은 감독당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규제를 받는 보험업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통상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

을 선호하는 반면,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중 리스크중심 지급여력제

도 규제 수준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경우는 찾기 어려워 이러한

논란에 대한 학문적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규제 수준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를 상향하는 경우, 일정수준까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급여력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찾기 어려웠던 이론 및 분석을 제공하였다. 리스크기반 지

급여력규제는 소비자 부도율 편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통제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라는 규제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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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력규제 수준이 시장 상황에 비해 지나칠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

호라는 규제목적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급여력규제 수준에 대해 획일적 수준을 단정

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하여 정부규제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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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모형 및 이론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Zanjani(2002), Yow와 Sherris(2008), Schlütter(2014)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가 제시한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

모형은 1기간 모형이며, 보험시장은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험회사 및 감독자 등의 시장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다.

1.1. 소비자

소비자는 시장에서 보험상품을 수요하는 주체이다. 시장에는 이질적

(heterogeneous) 보험소비자가 다수 존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 보

험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정(1-1) 소비자는 보험상품 구매시 가격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

성도 고려한다.

가정(1-2)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대해 편의(bias)를 가진다.

가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가정(1-1)에 대해 살펴보자. 소비

자는 보험상품 구매시 현재 보험료를 지불하고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받

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 결정요인인 가격이외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보험상품 수요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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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가정(1-1)은 합리적인 가정이다.

가정(1-2)에 대해 살펴보자. Klein(2012)에 의하면 소비자가 보험회

사 건전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Morgan(2002) 및 Pottier and Sommer(2006)의 연구에 의하면 S&P 및

Moody's 등 신용평가회사도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일치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소비자는 보험

회사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14).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여 일반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인 부

도확률에 대해 편의(bias)를 가진다는 가정(1-2)도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각각의 가정을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1-1)에 따라 개별 소

비자는 보험회사의 부도율(default rate)과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상품

의 가격(price)을 감안하여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시장의 수요곡선

은 보험회사 부도율 및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보험시장에 첨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이질적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수요량을

집계(aggregation)한 곡선이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보험상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는 증가하고, 부도율이 낮을수록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은

보험상품을 수요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상품 수요곡선을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 (정의1)과 같다.15)

14) Morgan(2002) 및 Pottier and Sommer(2006)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부도율

은 전문가 집단인 신용평가회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연구되었다.

Morgan(2002)은 산업별로 S&P와 Moody's 등 신용평가사간 신용등급차이

(split ratings)가 발생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산업별 불투명도(opaqueness)

를 추정하였는데, 보험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회사별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장 불투명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Pottier and Sommer(2006)는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불투명도를 증가시

키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일수록 불투명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15) Zimmer(2014)는 소비자 181명을 상대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가격과 부도율

에 대해 지수함수형태의 보험수요곡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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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 : 보험상품 수요곡선)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가격, 은 부도율, 는 가격 계수(>0), 는 부도율 계수

(>0), 은 시장규모조정계수(>0)이다.

보험상품 부도율(아래 상자의 수치, %)별 보험상품 수요곡선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와 같이 부도율이 하락할수록 수요곡선이 우측으

로 이동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모양이 된다.

[그림 1-2] 부도율별 보험상품 수요곡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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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2)을 수식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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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2 : 소비자 부도율 편의부도율)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편의(bias)를 가지는 경우, 실제부

도율과 소비자의 편의부도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편의(bias) 정도( )를, 는 편의가 반영된 편의부도율

을, 는 실제부도율을 의미한다.

가 0보다 크면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부도율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의 부도율을 부정적(pessimistic)으로 평가하여, 편의부

도율()이 실제부도율()보다 크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에서 

가 0보다 큰 경우를 ‘부정편의’라고 정의하겠다.

반면, 가 0보다 작다면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부도율에 대해 과소평

가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의 부도율을 긍정적(optimistic)으로 평가하여,

편의부도율이 실제부도율보다 작게 된다. 그러므로 가 0보다 작은 경

우를 ‘긍정편의’라고 정의하겠다16)17).

편의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실제부도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

부도율에 근거하여 보험상품을 수요하게 된다. [그림 1-3]은 편의가 발

생할 경우 보험상품의 수요곡선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다.

실선은 편의가 없을 때의 수요곡선이다. 엑스(x) 표시가 있는 점선

은 긍정편의가 발생한 경우의 수요곡선이다. 긍정편의가 발생하면 소비

자는 실제부도율보다 낮은 편의부도율에 근거하여 소비하므로 수요곡선

16) Stoyanova and Schlütter(2015)에 따르면 통상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경우

긍정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부정

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17) 보험금에 대한 예금보험제도(미국의 경우 Guaranty fund)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을 돌려받을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편의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부도율은 실제부도율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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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엑스(x) 표시가 없는 점선은 부정편의가 발생한

경우의 수요곡선이다. 부정편의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실제부도율보다 높

은 편의부도율에 근거하여 소비하므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림 1-3] 소비자 부도율 편의와 보험상품 수요곡선

주) Ppb, Qpb : 부정편의시 가격 및 수요, Pob, Qob : 긍정편의시 가격 및 수요

편의 발생이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자.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 P *에서 만약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부정편의를 가지면,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바라보는 수요곡선

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실제 수요는 (Q*-Qpb)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부정편의를 가지는 경우, 소비를

했어야 하는 사람들도 소비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①영역

만큼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긍정편의를 가지고 있다

면,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바라보는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

여 실제 수요는 (Qob-Q*)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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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율에 대해 긍정편의를 가지는 경우, 소비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높은 가격(P *)으로 소비를 함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②영역만큼 감소하게

된다.

즉,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편의를 가짐에 따라 ①영역

또는 ②영역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아래와 같

이 정의가 가능하다.

(정의3 : 소비자 부도율 편의에 의한 경제적 손실)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편의를 가지는 경우 발생하는 경

제적 손실(DL; Deadweight Loss)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



 (3)

여기서, 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은 편의에 의한 수요량에 대

한 실제수요 곡선상의 가격을 의미한다.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그림 1-3]에서

소비자가 부정편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소비자가 바라보는 수요곡선상

의 균형가격 에 대응되는 지점([그림 1-3]의 a)에서  만큼 소비하게

된다. 이때 ′는 실제 수요곡선에서  
만큼 소비하는 가격 이다.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편의를 가지는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소비자잉여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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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4 : 소비자 부도율 편의에 의한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편의를 가지는 경우 소비자잉여

(CS; Consumer Surplu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4)

참고로, 식(4)을 전개18)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간략한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 상기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잉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

기준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

용될 예정이다.

18) 


∞

  
   




  ∙ ∞
 

 ∙ 
  


. 보다 자

세한 사항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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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공급하며,

소비자에게 가격을 제시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

에서 출발한다.

가정(2-1) 보험회사는 0기에 의 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개시한다.

가정(2-2) 보험회사는 주주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행동한다.

(→ 가격() 및 실제부도율()을 결정한다.)

가정(2-3)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편의() 및 수요곡선 을 알고

있다.

가정(2-4) 소비자는 1기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며, 보험회사는 판매비 등

사업영위와 관련된 비용을 초기에 지출한다.

가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가정(2-1)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주주는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정(2-2)의 의미는 보험회사는 계약자보다 주주를 위해 행동한다

는 것이다. 가정(2-3)의 의미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보다 더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2-4)은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다.

상기 가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 의사결정을 옵션가

격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모형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0기에 의 자본을 투자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1기 뒤의 자본

(capital)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ma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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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기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한다.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max

 max

(7)

이때 max는 1기에서 보험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을 때

의 가치를 의미하며, 기존 문헌에서는 이를 19)(Default Put Option)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7)에 대해 위험중립 측도(risk neutral measure) 

을 사용한 현재 가치  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max

⇒     

⇒   

(8)

여기서 ,  및 는 ,  및 에 대한 0기에서의 현재가치

로 정의한다.

는 부채()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므로, 부채 단위

당 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부도율(default ratio) 로 정의하자.

   (9)

19) 자산가치가 부채가치를 초과했을 때에는 초과 가치만큼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반대로 부채가치가 자산 가치를 초과했을 때,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는 더 이

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주는 자산(일반 주가지수 옵션에

서 개념적으로 주식가격에 해당)이 부채(개념적으로 행사가격)에 미달하는 가치

에 대한 put 옵션을 매입한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분석은

Bustic(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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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두 확률변수이기 때문에 는  에 대한 교

환 옵션(exchange option)으로 볼 수 있다. 은 아래 식(10)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참고로, 교환옵션인  대한 가치평가는 Margabe(1978)의 공

식에 따라 평가된다.

 





max


  

  

(10)

여기서,  ,    
  ,  

ln






,

 은 누적표준정규분포, 는 자산의 표준편차, 은 부채의 표준편차,

는 부채 부담이율, 는 자산 수익률, 는 자산과 부채의 상관관계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부도율 은 엄밀히 얘기하면 부도비율(default

ratio)이지 부도확률(default probability)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은 부채

중 계약자(policyholder)가 손실을 보게 될 비율에 대한 위험중립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한편, Davis(2003)에 따르면 1기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동 교환옵

션이 실행될 부도확률은 다음과 같다.

  



ln 



 

 

(11)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회사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초기(0

기)에 가격과 부도율을 결정하는 모형을 살펴보자. 가정 및 정의에 따라 0



- 31 -

기 자산()은 보험계약 판매에 따른 수익과 초기자본()중 비용으로 지

출하고 남은 부분으로 구성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12)

여기서, 는 보험상품의 가격, 는 보험상품 수요곡선에 의한 수량, 가정

(2-4)에 따라 는 초기에 에서 판매비용(up-front cost) 및 세금 등 사업

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불된 비율이다.

한편, Schlütter(2014)에 따르면 는 연속함수이고 단조감소함수이

기 때문에 역함수 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도율과 가격

에 대해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주

주가치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20).

(정의5 : 보험회사 주주가치)

보험회사 주주가치는 다음과 같다.

  


 (13)

여기서,   이며, 이는 보험계약당 보험부채를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정의5에서 정의된 주주가치가 최대화되는 부도율과 가격

을 선택하게 된다.

Schlütter(2014) 및 Stoyanova and Schlütter(2015)에 따르면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산자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닫힌 해(closed

solution)가 존재한다.

20) 이에 대한 도출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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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14)

참고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 계산되면, 이를 식(10)에

대입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도율 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규

제가 적용된다면 닫힌 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적 최적화 방법

(numerical optimization)21)을 통해 최대치를 구해야 한다.

1.3. 보험 감독당국

보험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한다.

가정(3-1) 보험 감독당국은 지급여력규제를 위해 부도확률 기준을 제시

한다.

가정(3-2) 보험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 부도율이 감독당국 기준 부도

확률보다 높은 경우는 감독당국 부도확률을 사용한다.

보험 감독당국에서 지급여력규제를 통해 보험회사를 규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지급여력규제가 있을 경우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권 제한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규제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이 규제기준에 근접한

21) 본 연구는 MATLAB의 fminbnd 함수를 이용해서 최댓값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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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동 규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실증분

석되고 있다. 서정화, 이정호(2012)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의

권고기준에 근접한 회사는 권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회사

보다 이익조정 등 별도의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박경

국, 최종범(2013)의 연구결과도 RBC비율제도의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큰 회사는 자산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는 시장 상황(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보험상품 가격과 부도율(부도확률)을

선택하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도율이 규제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도율

에 대해 규제조건이 적용(binding)된다는 가정(2-5)는 합리적이다22). 이 경

우 보험회사는 부도율은 규제기준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는 가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Lorson et al.(2012)과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도 이와 같은

규제적용 조건을 사용하였다. 다만,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는 규

제기준으로는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하는 부도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소비

자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준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감독당

국이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하는 부도율 수준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신뢰수준 99% VaR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부도확률23)을 적용하였다.

한편, 규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규제 전후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손실을 비교 분석하였다.

22) 리스크기반이 아닌 과거의 고정금액(fixed amount)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이

러한 규제 설계가 불가능하다.

23) 부도확률 함수 는 1-1 대응함수이고, 부도율 함수 도 1-1 대응함

수 이므로, 부도율()과 부도확률()도 1-1 관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부도확률을 규제기준으로 사용하나 부도율을 규제기준으로 사용하나 동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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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도율 편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

이 절에서는 제2장 제1절의 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부도율 편의24),

경제적 손실과 부도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편의와 경제적 효

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편의가 클수록 [그림 1-3]의 영역 ① 또

는 ②로 표시된 영역이 커지고, 이는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직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리 1: 부도율 편의와 경제적 손실의 관계)25)

소비자의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편의()가 클수록 경제적 손실(DL)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편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부도율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자. 긍정편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계약자는 실제부도율보다 부도율을 낮게 인식하므로, 보험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부도율 편의가 없을 때 보다 적극적인 위험 추구

로 부도율을 높게 설정할 유인이 있다. 반대로 부정편의가 존재하는 경우

는 계약자는 실제부도율 보다 높게 부도율을 인식하므로, 보험회사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보다 소극적인 위험 추구로 부도율을 낮게 설정할 유

인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리2: 부도율 편의와 실제부도율의 관계)
25)

① 긍정편의가 존재할 경우, 편의가 커질수록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

를 위한 실제부도율도 커진다.

② 부정편의가 존재할 경우, 편의가 커질수록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

를 위한 실제부도율은 작아진다.

24) 여기서 부도율 편의(bias)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을 파악할 때 발생하

는 편의(bias)를 의미하며,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다.

25)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첨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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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에서 편의의 정도는 실제부도율과 편의부도율의 차이를 의미하

며, 편의계수 의 절댓값 크기로 측정된다. 즉, 긍정편의의 경우 가 -1에

가까워질수록 편의가 큰 것이고, 부정편의의 경우 가 0에서 멀어질 수로

편의가 큰 것이다.

다음으로 부도율과 경제적 손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직관적으

로는 경제적 손실은 편의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이다. 이는

[그림 1-3]의 영역 ① 또는 ②로 표시된다. 그런데 만약 부도율이 감소한

다면 실제부도율과 편의부도율의 차이도 감소하고, 편의수요곡선과 실제수

요곡선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영역 ① 또는 ②의 면적

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정리로 표

현할 수 있다.

(정리3: 실제부도율과 경제적 손실의 관계)
25)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해 편의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부도율과

경제적 손실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① 실제부도율이 영(0)이면 경제적 손실도 영(0)이고, 반대로 경제적 손

실이 영(0)이면 실제부도율도 영(0)이다.

② 보험회사의 실제부도율이 감소하여 영(0)에 근접할수록 경제적 손실

(DL)도 감소하여 영(0)에 근접하게 된다.

정리3①은 역설적이게도 편의가 존재한다면 실제부도율이 영(0)이 아

닌 이상 경제적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편의가 존재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부도율이

영(0)이 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 부도율이 영(0)이

되도록 규제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과도한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리3의②에 따라 부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할 경우 경제적 손실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지급여력규제의 목표를 경제적 손실을 완전

하게 제거하는 것보다는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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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정리2와 정리3은 건전성에 대한 편의, 특히 시장에 긍정편의가 존재

할 경우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를 어떤 수준으로 설

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리2①에 따

르면 시장에 긍정편의가 존재하면 보험회사는 부도율을 실제보다 높게

할 유인이 존재하고, 정리3에 따르면 부도율이 영(0)에 근접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도 영(0)에 근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경제적 손

실을 통제하기 위해 보험회사 부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고정금액 방식 지급여력제도는 부도율 수준을 통제하

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부도율 혹은 부도확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VaR모형에 기반을 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 부정편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보험회사는 부도율을 실

제보다 낮게 할 유인이 존재하고, 자동적으로 경제적 손실도 작아지게

된다. 부정편의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혹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보험회

사에 규제를 부과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에 부정편의가 존재하는 경

우는 지급여력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정리3에 따라 시장에 편의가 존재한다면 지급여력규제를 하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긍정편의

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급여력규제가 필요

하다. 그러나 부정편의가 존재하는 시장은 자율적인 규제 메커니즘이 작

동되어 경제적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동가능

하다는 점과 긍정편의에서 부정편의로 편의가 변동 될수록(의 값이 증

가할수록) 부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급여력규제가 긍정

편의 시장에서만 작동(binding)하고 부정편의 시장에서는 적용26)되지 않

도록 지급여력규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편의가 없는 상태의 부도율을 알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

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27). 참고로,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제3

26) 지급여력규제는 규제기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회사에게는 규제가 적

용되지 않으며, 건전성이 규제기준 이하로 떨어진 회사만 적용된다.

27)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시 보험시장은 긍정편의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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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건전성을 직접 규제하는 지급여력규제이외 다른 간접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직관적으로 [그림 1-3]의 영역 ① 또는 ②의 크기를 줄이

는 방법은 부도율을 감소하게 할 수도 있지만, 편의() 자체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리1에 의하면 편의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편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편

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공시(disclosure)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부실한 보험회사에 가입하지는 않

을 것이므로 보험시장에 남아 있는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건전하다고 생각

할 개연성이 높다.

② 편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은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회사가 건

실한 회사임을 강조하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③ 보험회사도 긍정편의를 가진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

으므로, 이들을 집중 공략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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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존재할 경우 소비자 및

보험회사 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부도율

편의, 부도율, 경제적 손실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부도율 편

의가 존재할 경우 보험시장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론이외에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 부도율 편의와 경제적 비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편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

대화 자체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는 없다. 즉, 편의가 경제적 비

효율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이다.

둘째, 경영공시라는 간접규제도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라는 직접

규제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험회사 부도율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축소할 수 있지

만, 경영공시라는 간접규제를 통해 편의를 축소하여서도 경제적 손실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리스크기반 지급여력

규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모형 계수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규제 효과 및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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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급여력규제 영향 분석

이 장에서는 제2장의 모형에 대해 구체적인 모수(parameter) 값을

대입하여 편의 및 지급여력규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지급여력규제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다.

1. 모형 계수 설정

모형의 계수의 값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에서 사용된 값

을 사용하였다.28) 편의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행동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부도율 편의()는 1, 0.6, 0, -0.3, 및 -0.6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수별 최종 사용 값은 [표 1-1]과 같다.

[표 1-1]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형 계수

계

수

보험회사 모형 소비자 모형

          

값 5% 20% 0 5% 200 0 0.015 14 10,000
1, 0.6, 0,

-0.3, -0.6

[표 1-1]의 모형계수를 적용한 보험회사 모형과 소비자 모형은 다음

과 같다. 보험회사 모형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실제부도율과 가격을

선택하기위한 모형이다. 소비자 모형은 보험회사로부터 부도율과 가격이

28)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는 기존 논문에서 시장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계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와 은 단순화를 위해 영(0)으로 가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Stoyanova and Schlütter(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계수 설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3절에서

주요 계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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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면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보험회사)  


 




(14)

(소비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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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예측에 대한 분석

이 절에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제시된 정리1, 정리2 및 정리3에 대해

제3장 제1절의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리1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1은

편의와 경제적 손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모형에 따라 편의와 경제

적 손실과의 관계를 부도율별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에서 박스는 부도율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1-4] 소비자 부도율 편의와 경제적 손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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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박스안의 값 : 부도율 수준

2) 편의가 -.62보다 작다면 초기자본이 음의 값이 나옴에 따라,

편의는 -.62이상만 적용.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의의 정도(의 절댓값)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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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도율에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 편의가 영(0) 일 때는 경제

적 손실이 영(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편의 수준에

서 부도율이 영(0)에 근접할수록 경제적 손실도 영(0)에 근접한다는 정

리3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실제부도율이 클수록 소비자 부도율 편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도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 부도율

이 클수록 편의에 따른 실제부도율과 편의부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관적으로 매우 타당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급여

력규제를 통해서 부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면, 편

의 수준이 변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2는 편의()와 주주가치 극대화시 실제부도율의 관계에 대한 내

용이다. 제1절의 모형에 따라 편의와 부도율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

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부도율과 편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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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 따르면 긍정편의( )가 있을 때는 편의 정도가(의

절댓값이) 클수록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도율이 증가하고, 부정편의

(  )가 있을 때는 편의 정도가(값이) 클수록 부도율이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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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리2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긍정편의가 커질수록 주주가치를 극대화하

기 위해 보험회사가 선택하는 부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긍정편의가 크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급여력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부도율과 경제적 손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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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박스안의 값 : 편의() 수준

다음으로 부도율과 경제적 손실의 관계에 대한 정리3에 대해 살펴보

자. 모형에 따라 부도율과 경제적 손실의 관계를 편의별로 그래프로 표

현하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에서 박스는 편의() 수준을 나타낸다.

편의가 없는 경우(동그라미가 있는 점선)는 부도율과 상관없이 경제

적 손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의가 존재할 때는 부도율이 감

소하여 영(0)에 근접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도 감소하고, 부도율이 영(0)일

때는 경제적 손실도 영(0)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리3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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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1-5]에서 편의 정도가 클수록 부도율 증가에 따른 경제

적 손실 증가폭도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부도율이 일정

할 경우 편의가 증가한다면 경제적 손실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

리1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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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여력규제 영향 분석

이 절에서는 지급여력규제시 영향에 대해 수치적 예제(numerical

example)를 통해 분석해보자. 먼저 지급여력규제가 없을 경우의 결과를 기

초결과(Baseline Result)로 산출해보겠다. 이후 지급여력규제를 적용한 경

우 결과와 기초결과를 비교하겠다.

3.1. 지급여력규제가 없는 경우(Baseline Result)

자본 규제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식(15)와 같이 주주가치가 극대

화되는 가격() 및 부도율()을 선택하게 된다. 편의수준별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지급여력규제가 없을 경우 결과29)

소비자 부도율

편의()주)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가격(p) 272.97 272.63 271.81 271.02 268.95

실제부도율() 0.0692% 0.0897% 0.1606% 0.2632% 0.7037%

편의부도율() 0.1384% 0.1436% 0.1606% 0.1843% 0.2815%

편의부도율판매량
()

163.42 164.14 165.79 167.21 170.15

실제부도율판매량
()

165.01 165.39 165.79 165.37 160.38

매출[×] 44,609 44,749 45,063 45,317 45,762

주주가치() 11,468 11,519 11,634 11,734 11,940

소비자잉여 11,000 11,025 11,052 11,024 10,673

경제적 손실() 0.51 0.31 - 0.68 19.43

부도확률() 0.62% 0.79% 1.39% 2.22% 5.59%

주) 편의가 60%라는 것은 편의부도율이 실제부도율 대비 160(=100+60)%이고,
-60%라는 것은 40(=100-60)%라는 것임

29) 동일한 모형과 계수를 사용한 Stoyanova and Schlütter(2015)의 결과와 동

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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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대해 분석해보자. 첫째, 긍정편의가 커지면(-30%→

-60%), 실제부도율이 증가(0.2632%→0.7037%)하였다. 부정편의가 커지면

(60%→100%), 실제부도율이 감소(0.0897%→0.0692%)하였다. 이는 정리2

의 내용과 일치한다.

둘째, 편의가 없을 때 경제적 손실도 없고, 소비자잉여도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리1의 내용과 일치한다.

셋째, 긍정편의가 커질수록 주주가치는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는 감소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표 1-3]에 정리되었다. 긍정편의가 -60% 발생

함에 따라 편의가 없을 때 대비 주주가치는 2.6%(11,634→11,940; 306)증가

하였고, 소비자잉여는 3.43%(11,052→10,673; -379)감소하였다.

또한 긍정편의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부도율은 증가하고, 동 실제부도

율에 근거한 판매량은 3.3%감소했다. 그러나 편의부도율에 따른 판매량은

오히려 2.6%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0%의 긍정편의가 존재

하는 경우 실제부도율에 근거한 판매량은 160.38단위이나, 편의부도율에

근거한 판매량은 170.15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도 편의가 없을 때

대비하여 1.6%(45,063→45,762; 699↑) 증가하게 된다. 즉, 긍정편의가 존재

함에 따라 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는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 것이다.

[표 1-3] 긍정편의 발생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동

편의정도 가격
판매량

매출 주주가치
소비자

잉여편의
부도율

실제
부도율

없음(A) 271.81 165.79 165.79 45,063 11,634 11,052

-60%(B) 268.95 170.15 160.38 45,762 11,940 10,673

증감(B-A) -2.86 4.36 -5.4 699 306 -379

증감률
(B/A-1) -1.05% 2.63% -3.26% 1.55% 2.63% -3.43%

넷째, 부정편의가 커질수록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주주가치도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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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소비가 실제보다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잉여도 감소하고, 주주가치

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긍정편의는 주주에게는 긍정적으로, 소

비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부정편의는 주주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는 폭보

다 주주가치가 감소하는 폭이 더 커서, 주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이론적으로 편의만 존재해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험

회사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심화시킬 수 있

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해 보면 [표 1-4]와 같다. 편의만 고려할 경우

(표의 ②) 경제적 손실이 1.02가 발생한다. 편의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부도율 및 가격을 조정하면(표의 ③) 경제적 손

실은 19.43으로 증가한다30). 즉, 편의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로 경제적 손실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선택한 부도율3은 부도

율2보다 매우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경제적 손실의 분해

상황

①주) ②주) ③주)

편의 없음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전

편의( ) 발생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전

편의( ) 발생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후

부도율1 가격1 부도율2 가격2 부도율3 가격3

0.1606% 271.81 0.0643% 271.81 0.7037% 268.95

경제적

손실
0 1.02 19.43

주) ① 부도율1, 가격1 : 편의가 없는 경우 부도율 및 가격

② 부도율2 = 부도율1x(100-60%), 가격2 : 편의가 없는 경우 가격

③ 부도율3,가격3 : 편의 하에서 주주가치가 극대화된 부도율 및 가격

30) ①과 ③의 경우 실제 부도율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수요곡선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의 비교는 ①의 상태 대비 ③의

상태에서 시장에서 존재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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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급여력규제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감독당국이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에 대해 부도확률 기준을 1%

로 규제할 경우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통상 Value-at-Risk 모형 기반

자본규제에서 99% 수준이 많이 사용되는 점31) 및 [표 1-2]에서 규제가 없

으면서 편의가 없는 부도확률이 1.39%인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

험회사의 부도확률에 대해 1%의 규제기준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1-5]는 보험회사에게 부도확률을 1%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

는 규제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이하 본 절에서 지급여력규제는

동 수준을 의미한다.) [표 1-5]에서 살펴보면 부정편의가 있는 경우만 부도

확률이 1% 미만으로 지급여력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편의가

없거나, 긍정편의가 있는 경우는 부도율이 모두 1%를 초과하여 지급여력

규제의 대상이 된다. 편의가 없거나 긍정편의가 있는 경우는 모두 부도확

률이 1%(부도율은 이에 상응하는 0.1142%)로 고정되었다.

[표 1-5] 지급여력비율 규제가 있을 경우 결과

소비자 부도율

편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가격(p) 272.97 272.63 272.30 272.30 272.30

실제부도율() 0.0692% 0.0897% 0.1142% 0.1142% 0.1142%

편의부도율() 0.1384% 0.1436% 0.1142% 0.0799% 0.0457%

편의부도율판매량
()

163.42 164.14 165.64 166.43 167.23

주주가치() 11,468 11,519 11,624 11,680 11,736

소비자잉여 11,000 11,025 11,043 11,042 11,042

경제적 손실() 0.51 0.31 - 0.13 0.51

부도확률() 0.62% 0.79% 1.00%주) 1.00% 1.00%

주) 굵은 글씨체 : 부도율이 규제기준인 부도확률 1%에 적용(binding)된 경우

31) Lorson et al.(2012)은 Solvency II를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이에 맞춰서

99.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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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확률이 1%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급여력규제가 존재할 때 결

과인 [표 1-5]와 규제가 없을 때 결과인 [표 1-2]에 대해, 감독목적 달성여

부에 대한 주요 측정 지표인 소비자잉여와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비교하

면 [표 1-6]과 같다. 부정편의는 규제 적용에 따라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편의가 없는 경우와 긍정편의가 있는 경우는 규제 적

용에 따라 주주가치, 소비자잉여 및 경제적 손실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규제에 따른 영향분석

소비자 부도율

편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가
격

규제전(A) 272.97 272.63 271.81 271.02 268.95

규제후(B) 272.97 272.63 272.30 272.30 272.30

증감(B-A) 0.00 0.00 0.49 1.28 3.35

증감률(B/A-1) (0.00%) (0.00%) (0.18%) (0.47%) (1.25%)

판
매
량

규제전(A) 163.42 164.14 165.79 167.21 170.15

규제후(B) 163.42 164.14 165.64 166.43 167.23

증감(B-A) 0.00 0.00 -0.15 -0.78 -2.92

증감률(B/A-1) (0.00%) (0.00%) (-0.09%) (-0.47%) (-1.72%)

주
주
가
치

규제전(A) 11,468 11,519 11,634 11,734 11,940

규제후(B) 11,468 11,519 11,624 11,680 11,736

증감(B-A) 0 0 -10 -54 -204

증감률(B/A-1) (0.00%) (0.00%) (-0.09%) (-0.46%) (-1.71%)

소
비
자
잉
여

규제전(A) 11,000 11,025 11,052 11,024 10,673

규제후(B) 11,000 11,025 11,043 11,042 11,042

증감(B-A) 0 0 -9 18 369

증감률(B/A-1) (0.00%) (0.00%) (-0.08%) (0.16%) (3.46%)

경
제
적
손
실

규제전(A) 0.51 0.31 - 0.68 19.43

규제후(B) 0.51 0.31 - 0.13 0.51

증감(B-A) 0 0 - -0.55 -18.92

증감률(B/A-1) (0.00%) (0.00%) - (-80.9%)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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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규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상당부분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편

의가 -30%인 경우, 0.68에서 0.13으로 감소하여 감소율이 80.9%이고,

-60%인 경우는 19.43에서 0.51로 감소하여 감소율이 무려 -97.92%에 달한

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규제가 부도율을 직접 규제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

주가치 극대화 추구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 부도율 편의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잉여 감소분(=편의하

의 소비자잉여 - 편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잉여)이 다시 회복되었다. 긍정

편의가 -30%일 때 감소분은 28인데, 지급여력규제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18이 증가하였다. 긍정편의가 -60%일 때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379인데, 지

급여력규제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369만큼 증가하였다.

셋째, 소비자 부도율 편의에 따라 발생한 보험회사 주주가치 증가분

(=편의하의 주주가치 - 편의가 없는 경우 주주가치)도 감소한다. 긍정편의

가 -30%일 때 가치증가분은 100인데, 지급여력규제에 따라 주주가치는 54

가 감소하였다. 긍정편의가 -60%일 때 가치증가분은 306인데, 지급여력규

제에 따라 주주가치는 204만큼 감소하였다.

넷째,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

우, 지급여력규제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면 보험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소비자잉여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가 없는 경우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없는 상태(  )

의 부도확률은 1.39%이다. 그런데 부도확률을 1%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가함에 따라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없는 상태도 건전성비율 규제

가 적용(binding)되었다. 이에 따라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이 보험상품 단위당 271.81에서 272.30에서 .49(0.18%)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량도 감소(165.78→165.64)하고, 주주가치도 감소(11,634→

11,624)하게 된다.32)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잉여도 11,052에서 11,043

32)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성은 높아지지만 주주가치가 감소하

는 것은 조석희(2016)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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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9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표 1-7] 편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에 따른 주요 변수 증감

규제유무 가격 판매량 주주가치 소비자잉여

없음 271.81 165.79 11,634 11,052

있음 272.30 165.64 11,624 11,043

증감(B-A) 0.49 -0.15 -10 -9

증감률
(B/A-1) 0.18% -0.09% -0.09%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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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

이 절에서는 모수 값이 변동함에 따라 제3절의 지급여력규제의 효과

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겠다.

이 절에서는 제1절에서 설정한 ,  , , , , , , ,  등 9

개 변수에 대해 [표 1-8]에서와 같이 값을 -20%, -10%, 10%, 20%씩 변

동시켰을 경우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살펴보겠

다. 경제적 손실 변동 분석방식은 [표 1-6]과 동일하다.

[표 1-8] 민감도 분석 대상 변수 및 변수별 변동 수치

변수 의미 초기값
민감도 대입 값

-20% -10% 10% 20%


자본대비 초기비용(up-front

cost) 비율
5% 4.0% 4.5% 5.5% 6.0%

 자산의 변동성 5% 4.0% 4.5% 5.5% 6.0%

 부채의 변동성 20% 16% 18% 22% 24%

 자산과 부채의 상관계수1) 0 -20% -10% 10% 20%

 소비함수의 가격계수 0.015 0.012 0.0135 0.0165 0.018

 소비함수의 부도율계수 14 11.2 12.6 15.4 16.8

 보험계약당 보험부채액 200 160 180 220 240

 자산 수익률2) 0 2 3 4 4

 부채 부담이율2) 0 4 4 3 2

주1) 는 초기 값이 양(0)이므로 변동치를 적용하지 않고 절댓값을 설정함

2) 수익률과 부담이율간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가 하나의

쌍인 것으로 적용하였음, 즉, ( )=(0,0), (2,4)... 등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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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변수는 주주가 투여한 자본중 초기에 지출하는 비용(up-front cost)

을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직관적으로 가 클수록 초기에 보험회사 입장에

서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는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의 초기 값인 5.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5.83% ∼

98.19%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9]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4.0%
(0.00) (0.00)* -* (0.31) (12.01)

0.00% 0.00% - -70.28% -95.85%

4.5%
0.00 0.00 - (0.42) (15.29)

0.00% 0.00% - -76.69% -96.74%

5.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5.5%
(0.00) (0.00) - (0.69) (22.90)

0.00% 0.00% - -84.59% -97.84%

6.0%
(0.00) (0.00) - (0.85) (27.21)

0.00% 0.00% - -87.13% -98.19%

* ‘-’으로 표시된 것은 경제적 손실이 영(0)인 경우이고, (0.00)인 경우는 경제적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작은 값이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경

우 (0.00)로 표시됨(이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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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자산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 가 클수록 보험회사

가 자산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부도 리스크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가

클수록 부도율이 증가하고, 편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증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0]은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

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5.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7.32%∼

97.44%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0]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4.0%
(0.00) (0.00)* -* (0.53) (18.39)

0.00% 0.00% - -80.81% -97.32%

4.5%
(0.00) (0.00) - (0.54) (18.64)

0.00% 0.00% - -81.02% -97.34%

5.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5.5%
(0.00) (0.00) - (0.56) (19.24)

0.00% 0.00% - -81.48% -97.40%

6.0%
0.00 0.00 - (0.57) (19.58)

0.00% 0.00% - -81.74% -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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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자산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 가 클수록 보험회사의

자산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부도 리스크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가 클수

록 부도율이 증가하고, 편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표 1-11]은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

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2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7.20%

∼97.54%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1]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16%
0.00 0.00 - (0.32) (11.12)

0.00% 0.00% - -81.93% -97.54%

18%
(0.00) 0.00 - (0.42) (14.65)

0.00% 0.00% - -81.57% -97.45%

2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22%
0.00 0.00 - (0.71) (24.02)

0.00% 0.00% - -80.93% -97.29%

24%
(0.00) (0.00) - (0.90) (30.03)

0.00% 0.00% - -80.63% -97.20%



- 56 -

4.4.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보험회사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의 상관계수이다. 직관적으로 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부채의 변동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

으로, 보험회사의 부도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 증

가하면 보험회사의 부담 및 비용도 감소하므로 경제적 손실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1-12]는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

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로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7.26% ∼

97.46%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2]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20.0%
(0.00) 0.00 - (0.63) (21.33)

0.00% 0.00% - -82.04% -97.46%

-10.0%
(0.00) 0.00 - (0.59) (20.11)

0.00% 0.00% - -81.65% -97.42%

0.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10.0%
0.00 0.00 - (0.51) (17.75)

0.00% 0.00% - -80.80% -97.32%

20.0%
0.00 (0.00) - (0.48) (16.61)

0.00% 0.00% - -80.32%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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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보험료가 1단위 증가할 때 수요가 몇% 감소하는지를 의미한

다.33) 직관적으로 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보험가격에 민감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3]은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

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로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3.66%∼98.93%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3]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0.0120
0.00 (0.02) - (0.54) (17.48)

0.00% -10.97% - -64.64% -93.66%

0.0135
(0.00) 0.00 - (0.56) (18.20)

0.00% 0.00% - -74.52% -95.93%

0.015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0.0165
0.00 (0.00) - (0.52) (19.85)

0.00% 0.00% - -85.96% -98.31%

0.0180
0.00 (0.00) - (0.48) (21.23)

0.00% 0.00% - -89.36% -98.93%

33)   
   을 로 편미분하면 


 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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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부도율이 1단위 증가할 때 수요가 몇% 감소하는지를 의미한

다.34) 직관적으로 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4]는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

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로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4.54%∼98.93%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4]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11.20
(0.00) 0.00 - (0.48) (21.23)

0.00% 0.00% - -89.36% -98.93%

12.60
0.00 0.00 - (0.66) (25.35)

0.00% 0.00% - -86.39% -98.39%

14.0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15.40
(0.00) 0.00 - (0.47) (15.16)

0.00% 0.00% - -75.24% -96.09%

16.80
0.00 (0.02) - (0.40) (12.70)

0.00% -10.97% - -68.39% -94.54%

34)   
   을 로 편미분하면 


 을 도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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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보험계약당 보험부채를 의미한다. 직관적으로 의 값이 증가한다

는 것은 보험계약당 보험부채가 크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도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15]는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

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0%,

-10%, 10%, 20%로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4.54%∼

98.93%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5]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160.00
0.00 (0.00) - (0.40) (12.70)

0.00% 0.00% - -68.39% -94.54%

180.00
0.00 0.00 - (0.51) (16.38)

0.00% 0.00% - -74.52% -95.93%

200.0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220.00
(0.00) 0.00 - (0.57) (21.84)

0.00% 0.00% - -85.96% -98.31%

240.00
0.00 (0.02) - (0.58) (25.48)

0.00% -10.97% - -89.36% -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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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는 자산 수익률을, 은 부채 부담이율을 의미한다. 둘 간의 차이가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은  을 하나의 쌍(pair)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15]는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변동을 편의 수준에 따

라 보여주고 있다. 편의가 -60%일 때 초기 값인 0%에 대해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97.37%(18.92단위)감소하였다.  값이

-2%, -1%, 1%, 2%로 증감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폭은 -96.10%∼

98.30%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편의의 경우도 기준 값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1-16]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변 수

( )

부정편의 없음 긍정편의

+100% +60% 0 -30% -60%

(0,2)
0.00 0.00 - (0.27) (11.61)

0.00% 0.00% - -69.62% -96.10%

(0,1)
0.00 (0.00) - (0.40) (15.06)

0.00% 0.00% - -76.11% -96.78%

(0,0)
(0.00) (0.00) - (0.55) (18.92)

0.00% 0.00% - -81.24% -97.37%

(1,0)
(0.00) (0.00) - (0.73) (23.18)

0.00% 0.00% - -85.31% -97.88%

(2,0)
0.00 (0.03) - (0.92) (27.81)

0.00% -6.13% - -88.53% -98.30%



- 61 -

5. 소 결

이장에서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편의를 가지는 경우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지급여력규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학적 모형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통해 제2장에서 제시된

편의, 부도율 및 경제적 손실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도식화하여 살펴보

았으며,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편의가

존재함에 따라 경제학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는데, 편의가 클 경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도율 및 경제학적 손실도 커졌다.

다음으로 지급여력규제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긍정편의가 존재

하는 경우 지급여력규제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

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지

급여력규제가 없는 경우 편의 수준별 경제적 손실, 소비자잉여 등을 산

출하였으며, 이를 분석결과 편의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급여력규제를 부과한 경우 경제적 손실, 소비자잉여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급여력규제를 부과할 경우 전

반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고, 소비자잉여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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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지급여력규제 수준별 효과

1. 규제수준별 효과 분석

1.1. 분석 방법론

이 장에서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수준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모형 설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경제적 효과 측정 지

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교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지급여력규제수준별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2장 및 제3장에서 사용된 모형 및 계수를 사용 하

기로 한다. 다만, 3장에서는 신뢰수준을 99%를 사용하였지만, 이장에서

는 비교를 위해 다양한 신뢰수준을 사용할 것이다. 신뢰수준으로는 통상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95%, 97.5%, 99%, 99.5%, 99.9% 수준을 사용할

예정이다. 결과 비교를 위해 제3장 제3절에서 분석한 규제가 없을 때(No

Regulation, 이하 “No Reg")와 극단적인 경우인 99.99%도 분석하였다.

신뢰수준 이외 소비자 모형 및 보험회사 모형, 모형 계수 값은 제2장의

모형 및 제3장의 값을 각각 사용하였다.

[표 1-17] 규제수준별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요

소비자 모형 보험회사 모형
감독자 모형

(VaR 신뢰수준)
모형 계수

2장 모형 2장 모형

95%, 97.5%,

99%, 99.5%,

99.9%, 99.99%

제3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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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측정 지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인 금융소비자보호 달성도를 계량화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것의 달성도를 계량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지급여력규제

효과의 계량적 분석을 위해 소비자보호의 정도는 소비자 후생 정도로 측

정된다고 가정하겠다. 즉, 지급여력규제가 소비자보호라는 금융규제 목표

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는 규제가 없을 때의 소비자잉여와 해당

정책을 실시했을 때의 소비자잉여의 증감을 주지표로 판단하겠다.35) 이

와 함께 경제적 손실도 보조 지표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변동원인 분

석을 위해 소비자잉여 및 경제적 손실에 큰 영향을 주는 보험상품 가격

및 부도확률 변화도 분석할 예정이다.

1.2. 소비자잉여 변화

지급여력비율 측정시 사용되는 VaR모형에 다양한 신뢰수준을 적용

했을 때 규제의 효과 측정을 위해 주요 지표인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살

펴보겠다. 신뢰수준별, 편의별 소비자잉여 수준 및 증감률은 [표 1-18]

및 [그림 1-7]과 같다.

전반적인 결과는 규제를 일정 수준까지 강화하여 소비자잉여를 편의

가 없는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를 지나치

게 강화하면 오히려 소비자잉여가 감소하여 규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

었다. 특히, 편의가 크지 않을 경우는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오히려 규제

역효과가 나타났다.

35) 앞에서는 규제효율성 측정을 위해 경제적 손실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

나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잉여가 경제적 손실보다 더욱 적합한 지표라 하겠다. 또한, 정리3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수록 경제적 손실은 감소하기 때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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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신뢰수준별 소비자잉여

구분

소비자잉여 규제가 없는 경우 대비 증감률(%)

100
%

60
%

0
-30
%

-60
%

100
%

60
%

0
-30
%

-60
%

규제없음 11,000 11,025 11,052 11,024 10,673 　- 　- 　- -　 -　

95.0 11,000 11,025 11,052 11,024 10,747* 0.00 0.00 0.00 0.00 0.70

97.5% 11,000 11,025 11,052 11,024 11,004 0.00 0.00 0.00 0.00 3.10

99.0% 11,000 11,025 11,043 11,042 11,042 0.00 0.00 -0.09 0.17 3.46

99.5% 10,976 10,976 10,976 10,976 10,976 -0.22 -0.45 -0.69 -0.44 2.84

99.9% 10,727 10,727 10,727 10,727 10,727 -2.49 -2.71 -2.95 -2.70 0.51

99.99% 10,332 10,332 10,332 10,332 10,332 -6.07 -6.29 -6.52 -6.28 -3.19

* 굶은 글씨 : 지급여력규제가 적용(binding)되는 경우

[그림 1-7] 신뢰수준별 소비자잉여

No Reg 95 97.5 99 99.5 99.9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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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

1.08

1.09

1.1

1.11
x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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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sumber Surplus(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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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과에 대해 [그림 1-7]을 통해 편의별, 규제수준별 기준으로 세

부적으로 분석해보자. [그림 1-7] 패널 (a)는 편의별 신뢰수준별 소비자

잉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편의가 큰 경우( )는 동그라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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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선이다. 규제가 없는(No Reg) 상태에서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10,673단위이고 편의가 없는 경우(  )는 11,052단위이므로, 편

의 발생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3.4%(379단위)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신

뢰수준 95%로 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잉여가 10,747로 증가하여 규제가

없을 경우 대비 0.70% 증가하게 되고, [그림 1-7] 패널(a)에서도 동그라

미가 있는 점선이 상향하게 된다. 신뢰수준을 97.5%, 99%로 증가할 때

까지 동그라미가 있는 점선은 상향하게 되어, 99% 수준에서는 소비자잉

여가 11,042로 거의 편의가 없는 수준까지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신뢰수준을 상향할수록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신뢰수준이 99.5%

이면 10,976단위, 99.9%면 10,727단위가 된다. 심지어 신뢰수준을 99.99%

까지 상향하면 소비자잉여는 규제가 없었던 수준보다 하락하여 10,332단

위가 된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1-7]의 패널 (b)의 규제가 없는 수준대

비 증감률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긍정편의가 크지 않거나, 없거나, 부정편의가 있는 경우는 규

제가 없더라도 소비자잉여의 감소가 크지 않은 상태인데, 강한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1-7] 패널 (a)에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점선( ), 실선(  ),

엑스표가 있는 점선(  ) 및 플러스표시 실선(  )은 규제가 없

더라도 매우 유사한 소비자잉여를 표시하는 위치에 있어서, 해당 편의

발생에 따라 소비자잉여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규제를 도입하고 신뢰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신뢰수준 99%까지는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36). 그러나 신뢰수준이 99%를 초과하는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잉여가 감소하여, 신뢰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1-7]의 패널 (b)의

규제가 없는 수준대비 증감률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6) 다만, 세부적으로는 [표 1-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뢰수준 99%

에서 편의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잉여가 0.09%(9단위) 감소하고, 편의가

 인 경우는 0.17%(18단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이미 제3장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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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규제에 따른 효과는 편의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긍정편의가 큰 경

우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제가 시장 상황에 비해 과도한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잉여

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7).

1.3. 경제적 손실 변화

지급여력비율 측정시 사용되는 VaR모형에 다양한 신뢰수준을 적용

했을 때 규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보조 지표인 경제적 손실의 변화

를 살펴보겠다.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경제적 손실의 변화는 아래 [표

1-19] 및 [그림 1-8]과 같다.

[표 1-19] 신뢰수준별 경제적 손실

구분
경제적 손실 규제가 없는 경우 대비증감률(%)

100
%

60
%

0
-30
%

-60
%

100
%

60
%

0
-30
%

-60
%

규제없음 0.5 0.3 0.0 0.7 19.4 　- 　- 　- 　- 　-

95.0 0.5 0.3 0.0 0.7 15.3 0 0 0 0 -21.2

97.5% 0.5 0.3 0.0 0.7 3.5 0 0 0 0 -81.9

99.0% 0.5 0.3 0.0 0.1 0.5 0 0 0 -81.2 -97.4

99.5% 0.3* 0.1 0.0 0.0 0.1 -35.3 -61.6 0 -95.6 -99.4

99.9% 0.0 0.0 0.0 0.0 0.0 -97.7 -98.6 0 -99.8 -100

99.99% 0.0 0.0 0.0 0.0 0.0 -100 -100 0 -100 -100

* 굵은 글씨체 : 지급여력규제가 적용(binding)되는 경우

37)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Cummins et al.(1993)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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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신뢰수준별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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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여력규제가 없는 경우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지급여력규제가 적용되면 경제적 손실이 감소

하게 된다. 편의가 -60%일 때, 지급여력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손

실은 19.4이지만, 지급여력규제를 신뢰수준 99% 수준으로 적용하면 경제

적 손실은 1이하로 감소한다. 다만, 신뢰도 수준이 99%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 수준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실질적인 감소폭은 매우 미미하

다.

둘째,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되면 보험회사의 부도확률이 감소하고, 이

에 따라 정리3과 같이 경제적 손실은 감소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19] 및 [그림 1-8]에서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될수록 모든 경우에 경

제적 손실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정리3의 내용과 부합

한다.

셋째, 긍정평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 신뢰수준을 높일수록 규제적용

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폭은 크지만, 신뢰수준이 99%를 초과하는 구

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절대적 감소폭은 크지 않다.38)

38) 세 번째 분석 결과는 지급여력규제 효과 분석시 정책별 변별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손실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경제적 손실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개선되는 지표이고, 부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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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할수록 경제적 손실은 감소한다. 특

히, 지급여력규제의 신뢰도 수준이 99%를 초과하는 경우는 편의 정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매우 작은 값이 된다.

1.4. 부도확률 변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신뢰수준 변화에 따른 부도확률의 변화를

살펴보자.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부도확률의 변화는 [표 1-20] 및 [그

림 1-9]와 같다.

보험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부도확률과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부도확률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부도확률은 건전성기준에 따라 주어지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

한 가격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긍정편의가 클수록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기준 부도율이 적

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2장의 정리2에 따라 긍정편의가 증가할수

록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실제부도확률도 증가하는데, 이

에 따라 규제기준 부도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

림 1-9]의 패널 (a)를 보면 동그라미 점선의 경우 부도확률이 5.59%에서

신뢰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binding)되어 규제기준 부도율

(100%-신뢰수준)로 부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 긍정편의가 큰 경우에는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도율 감소

폭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확률 감소폭이 미미하다. [그림

1-9] (b)에서 보면 긍정편의가 큰 경우는 부도확률 감소폭이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등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잉여가 경제적 손실보다는 전체적인

지급여력규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데 좀 더 적합한 지표임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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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 신뢰수준별 부도확률

구분

부도확률 규제가 없는 경우 대비증감(%p)

100
%

60
%

0
-30
%

-60
%

100
%

60
%

0
-30
%

-60
%

규제
없음

0.62 0.79 1.39 2.22 5.59 　- -　 -　 -　 -　

95 0.62 0.79 1.39 2.22 5.00* 0.00 0.00 0.00 0.00 -0.59

97.5 0.62 0.79 1.39 2.22 2.50 0.00 0.00 0.00 0.00 -3.09

99.0 0.62 0.79 1.00 1.00 1.00 0.00 0.00 -0.39 -1.22 -4.59

99.5 0.50 0.50 0.50 0.50 0.50 -0.12 -0.29 -0.89 -1.72 -5.09

99.9 0.10 0.10 0.10 0.10 0.10 -0.52 -0.69 -1.29 -2.12 -5.49

99.99 0.01 0.01 0.01 0.01 0.01 -0.61 -0.78 -1.38 -2.21 -5.58

* 굵은 글씨체 : 지급여력규제가 적용(binding)되는 경우

[그림 1-9] 신뢰수준별 부도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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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뢰수준 증가에 따라 부도확률은 감소하지만, 감소폭은 줄어

든다. [그림 1-9] (b)에서 보면 신뢰수준 증가에 따라 부도확률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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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감소폭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뢰수준이 증

가할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도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수준을 100%에

가깝게 증가시킬수록 부도확률은 0%에 점근적(asymptotically)으로 근접

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9)

한편, 소비자잉여 계산시 사용되는 수치는 부도확률이 아니라 부도

율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도율과 부도확률은 일대일 대응관계

이다. 이에 따라 [그림 1-10]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둘의 그래프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1-10] 신뢰수준별 부도확률 및 부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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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신뢰수준이 상향될수록 부도확률 및 부도율은 감소하지

만, 그 감소폭은 신뢰수준이 상향될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9) lim
→

   , 여기서, 은 신뢰수준, 은 부도확률이다. 한

편, 부도확률은 규제가 적용되면     이고, 정의상 영(0)

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 100%에 근접하면 은 0%에 근접하게

(asymptotically)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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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상품 가격 변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신뢰수준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자.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보험상품 가격의 변화는 아래

[표 1-21] 및 [그림 1-11]과 같다.

[표 1-21] 신뢰수준별 보험상품 가격

구분

보험상품 가격
규제가 없는 경우

대비증감률(%)

+100

%

-60

%
0

-30

%

-60

%

+100

%

-60

%
0

-30

%

-60

%

규제
없음

273 273 272 271 269 - - - - -

95.0 273 273 272 271 269 0.0 0.0 0.0 0.0 0.1

97.5 273 273 272 271 271 0.0 0.0 0.0 0.0 0.7

99.0 273 273 272 272 272 0.0 0.0 0.2 0.5 1.3

99.5 273* 273 273 273 273 0.1 0.2 0.5 0.8 1.6

99.9 275 275 275 275 275 0.8 0.9 1.3 1.5 2.3

99.99 278 278 278 278 278 1.8 1.9 2.2 2.5 3.3

* 굵은 글씨체 : 지급여력규제가 적용(binding)되는 경우

[그림 1-11] 신뢰수준별 보험상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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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수준이 상향될수록 보험

상품 가격은 상승한다. [그림 1-11]에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가 적

용(binding)되는 모든 구간에서 편의 정도와 무관하게 보험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신뢰수준이 상향될수록 보험상품 가격의 상승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 경우 신뢰 수준 상향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

상승률의 변화는 아래 [표 1-22]와 같다. [표 1-22]의 ‘증감률 증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율도 신뢰수준이 상향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경우도 대략적으로   와 같은 추세를 보인다.

[표 1-22] 편의가 -60%인 경우 보험상품 가격 증감

구분 규제없음 95 97.5 99 99.5 99.9 99.99

가격 269.0 269.3 270.8 272.3 273.3 275.2 277.8

증가율 - 0.1 0.7 1.3 1.6 2.3 3.3

증가율
증감

- - 0.56 0.56 0.37 0.71 0.97

지급여력규제 수준이 증가할수록 보험상품 가격은 편의 정도와 무관

하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보험회사의 부도율이

감소할수록 주주가 매입하는 풋옵션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부채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험상

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때문이다.40)

결론적으로 신뢰수준이 상향되면 상품가격은 상승하며, 특히 신뢰수

준이 99%이상 상향되는 경우 상승률이 증가한다. 이는 신뢰수준이 상향

할수록 부도율은 감소하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

40) 식(8)에 따라 주주 지분   이므로, 아래 대차대조표상의 항등
관계가 성립한다.

자산 부채

A0
(계약자 몫) L0-DPO0
(주주 지분) A0-L0+DPO0

보험회사의 초기 대차대조표가 좌측과 같다면,

풋옵션의 가치가 감소할 경우, 주주지분의 가치

는 감소하고, 계약자 몫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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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회사 주주가치 변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신뢰수준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주주가치

의 변화를 살펴보자.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보험회사 주주의 변화는

아래 [표 1-23] 및 [그림 1-12]와 같다.

이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가 없는 경우 긍정편의가

클수록 보험회사 주주가치가 가장 크며, 부정편의가 커질수록 주주가치

는 감소한다. 긍정편의가 크면 보험회사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려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반대로 부정편의가 커지면 보

험회사는 부도율을 실제보다 낮춰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

는 위험이 감소하여 주주가치가 감소한다. [그림 1-12]에서 신뢰수준이

99.5%정도 수준이 되면 긍정편의에 의해서 발생한 초과 주주가치가 모

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3] 신뢰수준별 보험회사 주주가치

구분

소비자잉여 규제가 없는 경우 대비 증감률(%)

100
%

60
%

0
-30
%

-60
%

100
%

60
%

0
-30
%

-60
%

규제없음 11,468 11,519 11,634 11,734 11,940 　- - - -　 -

95.0 11,468 11,519 11,634 11,734 11,939* 0.00 0.00 0.00 0.00 -0.01

97.5% 11,468 11,519 11,634 11,734 11,880 0.00 0.00 0.00 0.00 -0.50

99.0% 11,468 11,519 11,624 11,680 11,736 0.00 0.00 -0.09 -0.46 -1.71

99.5% 11,464 11,500 11,554 11,581 11,608 -0.04 -0.17 -0.69 -1.31 -2.78

99.9% 11,274 11,281 11,291 11,296 11,301 -1.69 -2.07 -2.95 -3.73 -5.35

99.99% 10,875 10,875 10,876 10,877 10,877 -5.18 -5.59 -6.52 -7.31 -8.90

* 굵은 글씨체 : 지급여력규제가 적용(binding)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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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신뢰수준별 주주가치 변화

둘째, 지급여력규제가 도입되고 강화될수록 규제가 적용되면 보험

회사 주주 이익은 편의에 상관없이 감소한다. 규제가 적용되면 보험회사

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율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주

주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뢰수준이 상향되면 어떤 경우이든 보험회사 주주가치

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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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 분석

이 절에서는 모수 값이 변동함에 따라 제1절의 지급여력규제의 효과

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겠다.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3장의 민감도 분

석과 동일하다. [표 1-7]에서와 같이 ,  , , , , , ,   등 8

개 변수에 대해 기본설정 값을 -20%, -10%, 10%, 20%씩 변동시켰을

경우 규제에 따른 소비자잉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

만,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적인 긍정편의 -60%인 경우와, 부정편의

60%에 대해 소비자잉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각 변수가 변화시 변수 특성에 따라 소비자잉여도 변화한다. 다만, 전

반적인 추세는 기본 모형과 동일한 것을 [그림 1-1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수별 변화의 특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이장

에서는 변수별 개별적 특이사항이 없어 간략하게 도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대신하겠다.

[그림 1-13] 규제수준별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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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산 표준편차 변화시 소비자잉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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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산-부채 상관관계 변화시 소비자잉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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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소비함수의 부도율 계수 변화시 소비자잉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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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보험계약당 보험부채 변화시 소비자잉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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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이 장에서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학적 모형을 이

용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소비자보호라는 규제 목표

달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긍정편의가 존재할 경우 지급

여력규제를 일정수준까지 강화할 때는 소비자잉여 상승으로 소비자보호

라는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급여력규제가 지

나치게 강화될 경우는 오히려 전체적인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이에 따

라 소비자보호라는 규제 목적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장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여력규제

비율 모형의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소비자편의별 (1)소비자잉여, (2)

주주가치, (3)부도확률 및 (4)보험가격에 대해 규제가 없는 경우 대비한

변화율을 종합하면 [그림 1-14]와 같다.

신뢰수준을 상향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도율 및 보험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신뢰수준을 상향하는 경우 부도율이 하락하여 경

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

면, 보험가격도 동시에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뢰수준의 변동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은 부도

율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가격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Doherty and Schlesinger(199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편의가 큰 경우

(  ) 신뢰수준이 상향되면 99%까지는 소비자잉여가 상승추세로

증가한다. 그러나 신뢰수준이 99%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잉여 증가추

세가 감소하여 신뢰수준을 99.99%까지 극단적으로 상승시키면 결국 소

비자잉여가 감소한다. 이것은 신뢰수준 99%이전까지는 부도율 감소효과

가 가격 상승효과를 압도하지만, 이후 부도율 감소효과는 둔화되는 반면

가격 상승효과는 지속되어, 99.9%이후부터는 가격 상승효과가 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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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에 기인한다.

[그림 1-14] 신뢰수준별 규제 영향 종합분석

둘째, 긍정편의가 크지 않거나(  ), 편의가 없거나, 부정편의

가 있는 경우는 신뢰수준을 상향할 경우 부도율 감소가 미미하여 소비자

잉여의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 반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격 상승효과가 부

도율 감소 효과보다 커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셋째, 긍정편의가 큰 경우 보험회사 주주가치는 증가한다. 규제가 도

입되거나, 신뢰수준이 상향되면서 보험회사 주주가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주주가치는 편의가

없는 경우의 주주가치보다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긍정편의가 큰 경우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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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면 일

정 수준까지는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주주가치가 감소하여 편의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

화될 경우 주주가치뿐 아니라 소비자잉여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긍정편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 강화

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주주가치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VaR 신뢰수준 99.9%를 사용하고 있는 Solvency II에

대해 소비자관점에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실증분석한 Lorson

et al.(2012)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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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편의를 가질 경우 리스

크기반 지급여력규제 필요성 및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편의를 가정한 소비자 모형과 주주가치 극대화 추

구를 가정한 보험회사 모형 및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한 감독

자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해서 본 연구는 소비

자 부도율 편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지급여력제도의 경제적 효

과 등 지급여력규제와 소비자 후생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편의를 가지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대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

였다. 편의가 존재하면 소비자는 편의가 없을 때보다 보험상품을 더 많

이 소비거나 덜 소비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회사 부도율을 과소평가하는 긍정편의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추구하게 하여 부도율을 상

승시킨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부도율 편의가 경제적 비효

율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부도율 편의에 따

라 발생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부도율 편의에 따라 상승하게 된 보험회사 부도율을 감

독당국이 지정한 부도율 수준이하로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함에 따

라, 부도율 편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

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부도율

편의에 따라 경제적 손실 발생, 소비자잉여 감소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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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도율을 직접 통제하는 직접

규제 외에 부도율 편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간접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금융당국은 경영공시를 통해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소비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도율 편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도율 편의 수준이 감소하면 경제적 손실이 감소함을 이론적으로 제시

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크기반 지급여력제도는 효과가 큰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경영공시제도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수준을 강화할 경우 소비자보호도

강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규제 수준별 효과는 부도율 편의 정도에

따라 달랐다. 긍정편의가 큰 경우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주주가치가 증

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주주가치는 감소하여 부도율 편의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

우 주주가치뿐 아니라 소비자잉여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긍정편의가 어

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주주가치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소비자 부도율 편의가

존재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는 이

러한 비효율성을 심화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지급여력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가 시장상황

에 비해 지나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규제 수준에 대해

서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즉, 본 연구는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가 필요하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한 균형이 있는 규제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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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본 연구가 지속 발전 가능한 보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감독당

국,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 등 각각의 보험시장 참가자들에게 주는 시

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금융당국에 대한 시사점

보험감독당국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 수준의

적정성, 경영공시 활성화 및 국제 지급여력규제 제정시 고려할 사항 등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

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

급여력비율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지급여력규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여력산출시 시장상

황이나 보험회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부도율 편의 수준이 증가한다면

일정 수준까지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잉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둘째, 경영공시 관련 시사점이다. 부도율 편의 정도를 개선할 수 있

는 경영공시 강화를 통해 경제적 손실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4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9)에 따르면

Solvency II에서는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리스크 관리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재량에 따라 추

가자본(add-on capital)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artic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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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급여력규제와 같은 직접규제 이외에 경영공시 강화와 같은 간

접규제도 감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

비자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 자본규제에 대한 시사점이다. 이 논문의 주요결론은 지

급여력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수준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국제적 자본규제가 단순하게 국가별 지급여력수준의 비교 목적이 아

니라, 개별 국가에서 지급여력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

가별 시장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지 않고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준이 부도율 편의

정도가 큰 국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 부도율 편의 정도

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는 국제기준 실시에 따라 소비자잉여가 감소할 수

있다.

2.2.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이고 투명한 경영공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부도율 편의가 클수록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한다. 보험회사는 정리2에

따라 부도율을 높게 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는 다시 추가적 신뢰도 하락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고, 보험시장은 레몬시장이

되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 부도율 편

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을 투명

화, 효율화하여 보험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부도율 편의 정도가 감소할 경우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규

제비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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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험소비자에 대한 시사점

소비자도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

비효율성의 근원은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부도율 편의 정도가 클수록 보험회사

는 부도율을 높게 혹은 낮게 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

도 감소한다. 그러므로 부도율 편의 정도를 줄일 수만 있다면 경제적 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소

비자는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내용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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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방향

첫째, 부도율 편의 정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시장의 편의 정도에 따

라 규제 수준의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도율 편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논문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편의 정도를 추정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논문의 실효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계수를 Stoyanova and Schlütter(2015)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 계수는 해외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값으

로 국내 상황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료를 토대

로 계수를 추정하여 모형에 적용하면, 좀 더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수치

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모형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논문은 명시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비대칭 정보 모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부도율 편의를 가지는 소비자와 주주가치 극대

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를 가정하고 모형을 구축하

였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

자와 보험회사간 비대칭 정보 가정을 토대로 모형을 설계하여 연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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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1)

소비자의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편의 정도가 클수록(작을수록) 경

제적 손실(DL)은 증가(감소)한다.

(Appendix)

정리1,2,3의 수학적 증명

(증명) ① 정의에 의해 ′이다.

그러면, ′

⇒
 ′ 

  

자연지수(exponential) 함수는 단조 증가하는 1-1대응함수이기 때문에 다

음이 성립한다.

⇒ ′  

⇒′  

 ·· 

② 
′





  




 
 ′ 







′









③ 위의 ①, ②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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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의 부호는 의 부호와 동일하다.

case 1) >0이면, 편의 정도가 낮을수록 b가 감소하고, 


이므로

DL도 감소.

case 2) <0이면, 편의 정도가 낮을수록 b가 증가하고, 


이므로

DL은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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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 : 편의와 부도율의 관계)

① 긍정편의가 존재할 경우, 편의가 커질수록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도율은 커진다.

② 부정편의가 존재하는 경우, 편의가 커질수록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도율은 작아진다.

(증명) 가 커질수록, 이 커짐을 증명하면 된다.

schlütter(2014)에 의하면 ①이 성립하고, Stoyanova and Schlütter(2015)

에 의하면 ②가 성립한다.

① 


 


 




②   exp 









 






①에서 


 이므로, 은 에 대해 단조 감소함수이다. ②에서 가 증가

하면 는 단조 증가하고, 가 증가하며 가 단조 증가한다. 즉 는 에

대해 단조 증가함수이다.

종합하면, 가 감소하면 ②에 의해 가 단조 증가하고, 가 증가하면 ①에

의해 은 단조 감소한다. 즉, 은 에 대해 증가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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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3 ①) 편의()가 영(0)이 아니면,    ⇔   

(증명)

정리1에서






     
    임을 증명하였다.

DL = 0이라고 하면,

⇔




     
      

⇔
   

⇔   

⇔  ∆



- 91 -

(정리3 ②)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편의를 가지고 있을 때, 보험회사

의 부도율이 영(0)으로 감소할수록 경제적 손실()도 영(0)으로 감

소한다.

(증명)

   


 

     
   

와 가 연속함수 일 때, ±도 연속함수이다. 자연지수

(exponential) 함수도 연속함수이므로,  도 연속함수이다.

lim
→

  




 







 

첫번째등호는   연속함수이기때문에설립한다. 이후 등호는 을전개

한값이다. 즉, 보험회사의 부도율이 영(0)에 접근할수록 경제적 손실도 영(0) 접

근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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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서 론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국내 보험산업은 규모면에서 세계 7위 시장이며, 다음과 같이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42). 첫째, 2012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는 GDP 대비 13.1% 수준이다. 둘째, 2016년 보험회사 자산은 전체 금융

회사 자산중 20.4%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보험회사에 근

무하는 임직원 및 설계사는 전체 취업자 대비 1.6% 수준이다43). 참고로

세계 1위 규모 시장인 미국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GDP 대비 7% 수준이

고, 전체 취업자중 보험업 관련 취업자는 1.6%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국

내 보험시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보험회사에

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통화정책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긴축적 기조로 변경하고 있

다. 이러한 통화정책 변화는 장기채권 투자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에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요인인 동시에, 신규

42) 국내 통계 출처 :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Swiss Re

43) 2012년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115.0조원, 손해보험 65.0조원

2016년 6월 보험회사 자산 : 생명보험 760.9조원, 손해보험 232.3조원

2015년 기준 보험사 임직원 59.6천명, 설계사 343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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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게 어떠

한 리스크 요인 혹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특히, 통화정책에 대해 보험회사 주식이 다른 금융회사보

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Pelizzon and Sottocornola(2016)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동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통상 은행

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보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더욱이 기존 연구도 통화정책 영향에 대한 연

구보다는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운용자산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주가 등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

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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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기존 연구는 주로 저금리 지속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 및 재

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원돈(2003)은 미국 뉴욕주 보험감독청의 7개 금리시나리오(New

York 7)를 이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를 추정하였다. 7개

의 시나리오중 4개에서 지속적인 이자율 관련 손실이 예상되고, 2개의 시

나리오에서는 초기에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익 외

(2011)는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 이자손익 역

마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Kablau and Wedow(2011)는 금리시나리

오 분석을 통해 저금리가 독일의 생명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Berdin and Grund(2015)는 확률적 만기수익률곡선(stochastic term

structure) 및 다기간(multi-period) 투자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금

리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저금리가 지

속될 경우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변수와 보험회사의 관계를 연

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Browne, Carson and Hoyt(1999)는 경제변수

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불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이자율, 개인소득, 실업률, 주식시장, 보험회사 수와 양(+)

의 관계를 가지고, 부동산 수익률과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박태준, 정홍주(2006)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와 생명보험

회사 부도율간 관계를 다중회계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보험

회사 부도율은 회사채와 CD간 금리차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소

비자 물가상승률과 어음부도율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중에도 통화정책과 보험회사 건전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

한 논문은 드물었다.

통화정책과 주식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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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nke and Kuttner(2005)는 S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해서 통화정책과 특정 종목 주가지수의

수익률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예상하지 못한 0.25% 정책금리

하락이 주가지수를 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aeven and

Tong(2012)의 연구에서 따르면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방향과 각

국의 주가의 방향은 반대인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 통화정

책에 따른 금리와 주가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았다.

특히, 통화정책이 보험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다

음과 같다. Chodorow(2014)는 Event Study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미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이 보험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확장적 통화정

책이 발표되는 경우에 보험회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Pelizzon and Sottocornola(2016)는 200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유럽

의 통화정책 충격과 보험회사 주가수익률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관계가 있었다. 앞의 두 연구는 주가와 금리가 반대 방향으

로 움직였으나, 다음 연구는 반대의 경우이다. Berends et al.(2013)는

2002년부터 2012년간 주식시장에 상장된 생명보험회사 주식수익률의 이

자율 민감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 생명

보험회사의 주가는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과 부(-)의 관계가 발견되었

다. 즉, 이자율이 하락하면 보험회사 주가도 하락하였다. 이렇듯 보험회

사 주가와 금리간의 관계는 연구대상 및 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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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구성 및 예상 기여

3.1. 논문 구성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논문의 개요 및 선행연

구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론, 모형 및 자료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

다. 부호제약 SVAR 방법론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의 구성 및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통화충격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모형의 시차(time lag)를 변경하거나, 외

부변수 추가 등을 통해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분석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긴축 통화정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동시에 논의할 예정이다.

3.2. 예상 기여

보험회사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 통화정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통화정책이 확장

적 기조에서 긴축적 기조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

흡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최근과 같은 통화정책 변화 기조에서 긴축 통화정책이 보

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실증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보험회사

계약자, 투자자, 보험회사, 보험감독당국 및 통화당국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3 -

제 2 절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1. 방법론

본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생명보험회사 운용

자산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Uhlig(2005)에 의해 제안된 부호제약 SVAR (sign restrictions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SVAR모형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1)

는 ×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 벡터이고, 는 × 외생변

수(exogenous variables) 벡터이고, 는 × 잔차(residual) 벡터이다.

는 × 계수 매트리스(matrices of coefficients)이고, 은 × 매트

릭스 다항식(matrix polynomials)이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이

고, 은 시차연산자(lag operator)이다. 는   
′  의 성

질을 가지는 구조충격 벡터(structural shock vector)이다.

이러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은 직접 추정하기 곤란하기 때문

에 통상, (1)의 양변에  를 곱하여 축약형 VAR(reduced VAR) 모형

으로 변환하여 OLS 기법으로 추정후, 구조충격을 식별(identification)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축약형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 의 성질을 가지는 × 잔차 벡터이

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이고, 은 × 매트릭스 다항식이다.

또한,       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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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식(2)를 OLS로 추정후 동 결과에서 (1)의 구조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Uhlig(2005)에 의해서 제안된 순수 부호제약 접근

법(pure sign restriction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Uhlig(2005)를 따라  ′를 만족하는 매트릭스 가 존재

하고, 의 칼럼(column)인  ∈를 충격벡터(impulse vector)라고 정

의하자. 그러면 충격벡터 는 의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인 (즉,  ′ ) 및  단위길이 벡터(unit length

vector) 에 대해 로 표시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벡터충격반응(vector impulse response)은 다음과 같

이 표시 될 수 있다.

  
  



 (3)

여기서 ∈ 는 에 대한 촐레스키 분해에 대해 번째 변수(th

variable)에 대한  번째(horizon ) 충격반응이다.

Uhlig(2005)에 따르면 연구자는 충격반응벡터 에 대해 원하는

부호제약을 부가하여 통화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부호제약 식별법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구조충격의 조건을 부

호제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긴축적 통화충격을 “이자율이 상승한다”라는 조건으로 식

별하기를 원한다면, “이자율 충격반응이 영(0)보다 크다”라는 부호제약을

부가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물가가 하락한다” 및 “통화량이 감

소한다”라는 조건도 통화충격 식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화충

격 식별시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물가 퍼즐(price puzzle)44) 및 유동

성 퍼즐(liquidity puzzle)등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44) 긴축 통화충격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물가 퍼즐”이라고 하고, 통화량

이 증가하는 현상을 “유동성 퍼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은 Kim and Roubini(2000)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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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및 자료

본 연구의 모형은 기본모형(baseline model)과 기본모형에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를 추가한 확장모형(extended model)으로 구성된다.

기본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는 콜금리(Call Rate; 이하 “CR”), 본원

통화(Monetary Base; 이하 “MB”),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이하 “IP”), 생

명보험회사 기타포괄손익누계액(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하

“OCI”) 등 5개이다. CR, MB, CPI 및 IP는 Kim and Lim(2016, 2018)에

서도 국내 통화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통화충격이 발생

하면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채권평가손익이 발생하며,

이는 OCI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화충격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CI 변수를 포함하였다.

확장모형은 분석 대상이 되는 운용자산수익률(Asset Return; 이하

“AR”), 리스크기반 지급여력비율(Risk Based Capital; 이하 “RBC”)45),

자본비율(Capital Ratio; 이하 “CAR”), 보험회사 주가지수(Insurance

Stock Index; 이하 “IS”) 등을 기본모형에 추가하여 내생변수로 포함하

여 구성되었다.(이하 각각에 대해 “AR 분석모형”, “RBC 분석모형”,

“CAR 분석모형”, “IS 분석모형” 이라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시 통상 미국의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상황을 등을 감안한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통

화정책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를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하

였다. 외생변수는 미국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이하 “FFR”)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이하 “VIX”)를

45) 건전성 분석을 위해 RBC가 주요 분석대상이지만, RBC 자료는 분기별로만 산

출된다. 이에 따라 RBC 자료는 월별 보간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교지표로 월별 자료가 존재하면서 유사한

추세를 가지는 CAR도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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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FFR만을 고려하였으며, 모형의 강건성 분석

(robustness analysis)시 VIX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본 구조와 함께 모형 세부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호제약 VAR에서 통화충격 식별을 위해 Uhlig(2005),

Scholl and Uhlig(2008), Kim and Lim(2016, 2018) 등 기존 문헌과 동일

하게 “금리는 상승한다”, “통화량은 감소한다”, “물가는 하락한다” 등의 3

가지 조건을 사용하였다. 한편, 긴축적 통화충격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

하므로, 채권보유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세밀하게 식

별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은 감소한다”라는 부호

제약도 확장모형에서 추가로 분석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부호제약은

Uhlig와 같이 6개월간 적용되었다. 둘째, 모형 시차관련이다. 추정시 자

유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모형의 시차는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에 대해서

는 3개월의 시차를 사용하였다. 셋째,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에서는 상수

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Uhlig와 같이 베이지안 기법에 기반

한 확률밴드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4,000번의 몬테카를로 실험에 의해 계

산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다음 4가지의

강건성 분석(Robustness Test)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상수항이 없는

모형을 실험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상수항이 있는 모형을 사용하였지만,

상수항을 제거하여 자유도를 높인 모형에 대해 추정할 예정이다.(이하

“Test 1”) 둘째, 외생 변수의 시차(LAG)가 없는 모형을 실험하였다. 기

본모형에서는 외생변수에 대해서도 내생변수와 동일한 시차를 사용하였

으나, 모형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변수의 시차를 없앤 모형을 추

정할 예정이다.(이하 “Test 2”) 셋째, 외부 변수를 추가하였다. 기본모형

에서는 국내가 소규모 개방경제임을 감안하여 미국 연방정책금리(FFR)

를 외부 변수로 추가하였다. 이 절에서는 미국 연방정책금리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지수 변동성 지수

(VIX)도 포함할 예정이다.(이하 “Test 3”) 넷째, 부호제약이 적용되는 기

간을 확대해 보았다. Scholl and Uhlig(2008), Kim and Lim(20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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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에서는 12개월 시차를 사용하였으므로, 기본모형의 6개월 시차

를 12개월로 확대하여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이하 “Test 4”)

다음은 자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내 거시변수

인 CR, MB. CPI, IP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

다. 보험회사에 대한 변수인 OCI, CAR, AR 등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제

공되는 통계를 이용하였다. 보험회사에 대한 RBC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

료를 이용하였다. IS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FFR과

VIX는 미국 St. Louis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46). 변수의 값은

CR, OCI 제외하고는 로그( 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자율 변수인

CR은 기존 문헌에서도 통상 로그변환 없이 사용되었다. OCI는 금리가

급등했던 2008~2009년대 일부 구간에서 매도가능증권 누적손실이 발생

하여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로그변환 없어 원자료를 사용하

였다47).

자료는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다른 자료와 달리 RBC는 원

자료가 분기별 자료임에 따라 원자료를 보간(interpolation)48)하여 월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자료기간은 다음과 같다. AR 분석모형은 2002년 3월부터 2017년 6

월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IS 분석모형은 주식지수가 제공되는 최대한

기간인 2009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재무건

전성 분석을 위한 RBC 분석모형 및 CAR 분석모형은 주요 분석대상인

RBC 자료가 2009년 6월부터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2009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46) 자료 취합 및 산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을 참고하기 바란다.

47) 자료 크기를 맞추기 위해 추정시 조원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8) 보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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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1. 통화정책과 주요 변수간 관계

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금리 상승이 생명보험회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상태 현황 및 회계처리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을 주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만기는 매우 길다.

이를 감안하여 자산도 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표 2-1]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현황이다. 유가증권

은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단기매매, 매도가능 및 만기보유로 분류한다. 생

명보험회사는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후 중장기투자 목적인 매도가능이나

만기보유로 보유하는 비중이 97.1%이다. 특히 이중 채권의 비중이 67%

로 매우 높다. 매도가능 채권 비중은 44.1%로 가장 높다.

[표 2-1] 생명보험회사 유가증권 현황

(2017년 6월 현재, 단위:십억원)

구 분 금 액
총계 대비

비중

단기매매 수익증권, 주식 등 14,265.6 2.9%

매도가능

채권 213,662.3 44.1%

주식 31,679.3 6.5%

외화유가증권 42,548.6 8.8%

수익증권 26,757.9 5.5%

기타유가증권 2,520,107 0.5%

소계 317,168.2 65.5%

만기보유

채권 110,813.8 22.9%

외화유가증권 42,315.5 8.7%

소계 153,149.3 31.6%

총 계 484,583.1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일반계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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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 및 매도가능증권의 손익 회계처리 기준에 대

해 살펴보자. 국내의 경우 보험부채는 계약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하기 때

문에 시중 이자율 변동시에도 가치변동이 없다49). 그러나 매도가능 유가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치를 재평가하여 손익을 대차대

조표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율 하락시 매도가능 증권의 가치는 통상 상승하여 평

가이익 발생하지만, 부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자산-부채) 증가분이 OCI에 반영되게 된다. 반대로 이자율

하락시에는 매도가능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러한 평가 손실을 반영

하여 자본 및 OCI는 감소하게 된다.

참고로, 만기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시에도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단기매매 증

권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한편,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과거 고금리로 투자

한 채권에 대한 채권평가 이익이 발생하면서 OCI가 증가하였고, 재무건

전성 개선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기에는 반대로 OCI 감

소 및 자본감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표 2-2]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총자본중

가장 큰 항목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사내 유보한 이익잉여

금(43.6%)이다. 두 번째로 큰 항목이 채권 등의 매도가능 금융자산을 평

가한 평가이익으로 무려 34.8%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과거

고금리 채권에 투자했으나, 최근 저금리 지속에 따라 평가손익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긴축 통화충격이 발생할 경우 과거 저금리 지속에 따라

축척된 OCI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49) 최근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2021년부터 부채도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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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생명보험회사 재무제표상 자본 구성 현황

(2017년 6월 현재, 단위:십억원)

항목 금액 비중

자본총계 72,087.9 100.0%

자본금 10,268.2 14.2%

자본잉여금 7,475.0 10.4%

이익잉여금 31,429.2 43.6%

자본조정 -3,119.2 -4.3%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26,034.5 36.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 평가이익
25,065.3 34.8%

* 출처 : 금융감독원

1.2. 운용자산수익률(AR)

생명보험회사는 자산부채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

에 따라 만기가 매우 긴 부채의 특성에 맞춰 통상 장기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운용자산수익률이 상승하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만기 도래후, 상승된 수익률로 재투자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시중 금리 상승시 운용자산수익률

이 상승은 하되, 신규 혹은 재투자 자산 증가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CR과 AR의 시계열 추세 그래프는 [그림 2-1]과 같다. 데이터 기간

중 CR과 AR의 상관계수(correlation)는 0.6154 수준이다. CR과 AR은 유

사한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재무건전성(RBC 및 CAR)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시중 금리 상승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OCI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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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RBC 및 CAR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금리상승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용자산수익률이 개선되고

이익잉여금이 상승하면, 재무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CR과 RBC의 시계열 추세 그래프는 [그림 2-2]와 같다. 데이터 기

간중 CR과 RBC의 상관계수(correlation)는 0.4538 수준이다. CR과 RBC

는 비교적 유사한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CR과 AR 시계열 그래프

* (단위) X축 : 연월, Y축 : %

[그림 2-2] CR과 RBC 시계열 그래프

* (단위) X축 : 연월, Y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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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가(IS)

통화정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

이며, 관련 이론도 다양하다.

Mishkin(1996)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주식가격경로(Equity Price

Channels)를 통해 국민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식가격경로는 두

가지 세부 경로가 있다. 하나는 토빈의 q(Tobin's q)에 의한 경로와 부

의 효과(wealth effects) 경로이다. 확장 통화정책에 대해 두 경로 모두

주식수요 증가 및 주가 상승을 유발하여 전자는 투자가 증가하고, 후자

는 소비가 증가하여 결국 국민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50). 이에 따라

동 이론에 따르면 확장(긴축) 통화정책은 주가를 상승(하락)하게 한다.

즉,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와 주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한편, 증권업계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형인 Gordon and

Shapiro(1956)의 성장모형(Gordon Growth Model)을 통해 통화정책과 주

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동 이론에 따르면 현재 주식가격()은 아

래 식(4)와 같이 미래 배당에 대한 현재가치이다.

 
  

∞







(4)

여기서 는 기의 배당이고, 는 주주요구수익률(rate of profit on a

share of stock or cost of equity), 는 회사 이익성장률이다.

주주요구수익률은 통상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50) 토빈 q : 확장 통화정책 → 주가 ↑ → 토빈 q ↑ → 투자 ↑ → GDP ↑

부의 효과 : 확장 통화정책 → 주가 ↑ → 소비자 재산 ↑ → 소비 ↑ →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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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무위험 이자율이고, 는 주식의 시장위험(market risk)에

대한 민감도이고, 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이다.

동 모형에 따르면 통화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

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긴축 통화충격이 있는 경우 통상 “ 상

승 → 식(5)에 따라  상승 → 식(4)에 따라 주가 하락”이라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때, 주주요구수익률인 가 상승하였음에도, 실제 주식투

자에 따른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팔고 채권

으로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

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로는 Mishkin(1996)의 주

식가격경로와 유사한 경로이다.

둘째,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운용자산 수익 상승으로 보

험회사 이익이 상승함에 따라 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Gordon 성장모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시중금리가 상

승할 경우 어떠한 요소가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론에 따르면 통상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와 주가는 반

대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장기

운용자산수익률 상승이라는 고려 요소가 있고, 이 요소가 보험회사 미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현재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금리 상승시 반드시 보험회사 주가가 하락한다고 단언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51).

CR과 IS의 시계열 추세 그래프는 [그림 2-3]과 같다. 데이터 기간

중 CR과 IS의 상관계수(correlation)는 -0.3379 수준이다. CR과 IS는 다

소 반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실제로 한국보험신문은 2017년 10월 30일자에 “생보사 주가 ‘금리인상’ 훈풍

타고 상승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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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R과 IS 시계열 그래프

* (단위) X축 : 연월, Y축 : CR은 %, IS는 주가 지수로 별도 단위 없음

1.5. 콜금리와 주요 변수간 회귀분석

통화정책과 생명보험회사 주요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정책금리 변수인 콜금리(CR)를 독립변수로, 다른 변수를 종속변

수52)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해보자.

① 운용자산수익률(AR)

금리(변수)와 운용자산수익률(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의 계

수는 0.85이고 t-통계량은 10.52로 99% 신뢰수준에서도 유의한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단위 비교를 위해 종속변수는 로그변환 이전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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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CR과 AR 회귀분석 결과

　 계수 t 통계량 P-값

Y 절편 3.34 12.63 0.0000

X 0.85 10.53 0.0000

* Y : AR(%), X : CR(%)

[그림 2-4] CR과 AR 산포도 및 추세선

* (단위) X축(CR) : %, Y축(AR) : %

② RBC비율

금리(변수)와 RBC비율(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의 계수는

22.81이고 t-통계량은 4.96으로 99% 신뢰수준에서도 유의한 양(+)의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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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CR과 RBC 회귀분석 결과

　 계수 t 통계량 P-값

Y 절편 236.10 22.13 0.0000

X 22.81 4.96 0.0000

* Y : RBC(%), X : CR(%)

[그림 2-5] CR과 RBC 산포도 및 추세선

* (단위) X축(CR) : %, Y축(RBC) : %

③ 자본비율(CAR)

금리(변수)와 CAR비율(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의 계수는

25.77이고 t-통계량은 9.03으로 99% 신뢰수준에서도 유의한 양(+)의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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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CR과 CAR 회귀분석 결과

　 계수 t 통계량 P-값

Y 절편 824.01 39.29 0.0000

X 25.77 2.85 0.0053

* Y : CAR(%), X : CR(%)

[그림 2-6] CR과 CAR 산포도 및 추세선

* (단위) X축(CR) : %, Y축(CAR) : %

④ 보험주가지수(IS) 충격반응

금리(변수)와 보험주가지수(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의 계수

는 -100.23이고 t-통계량은 -3.59로 99% 신뢰수준에서도 유의한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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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CR과 IS 회귀분석 결과

　 계수 t 통계량 P-값

Y 절편 1765.18 27.40 0.0000

X -100.23 -3.59 0.0005

* Y : IS, X : CR(%)

[그림 2-7] CR과 IS 산포도 및 추세선

* (단위) X축(CR) : %, Y축(IS) : 주가 지수로 별도 단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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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모형 실증분석 결과

2.1. 실증분석 결과

통화충격에 대한 기본모형 충격반응은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은 긴축 통화충격에 대해 CR, MB, CPI, IP 및 OCI 등 내생변수의 60개

월간 충격반응을 표시하고 있다53). 통화충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R에는 양(+)의, MB와 CPI에는 음(-)의 부호제약을 6개월 동안 부가하

였다. 가운데 실선은 중간(median) 추정치이며, 신뢰수준 68%의 확률밴

드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54). 영(0)이 확률밴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시점의 충격반응은 신뢰수준 68%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통계적 유의성은 모두 동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림 2-8] 기본모형 충격반응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CR은 %, OCI: 조원, 나머지 % 변화율

53) 통화충격이 발생한 시점은 1개월 시점이다.(t=1)

54) Kim(2013)은 자료 관측수에 비해 추정해야 하는 변수의 수가 많아 68% 신

뢰수준을 사용하였고, Uhlig(2005) 및 Uhlig and scholl(2008) 등 부호제약

SVAR를 사용한 선행연구들도 68% 신뢰수준을 사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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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해보면, 긴축 통화충격 이후 일정기간 동안 물가(CP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통화량(MB)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물가 퍼즐(price puzzle) 및 유동성 퍼즐(liquidity puzzle)이

나타나지 않았다55). 한편, OCI는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긴축 통화정책에 대해 OCI의 단기적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7년 6월말 기준 생명보험

회사가 보유한 전체 유가증권중 매도가능 채권 비중이 44.1%이고, 매도

가능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전체 자본중 34.8%이라는 점을 감안시 긴축

통화정책에 대해 OCI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분석을 위해 CR과 자본중 OCI 비중에 대해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CR과 OCI 비중의 움직임은 정

(+)의 관계에 가깝고, 2014년 이후에는 역(-)의 관계에 가깝다. 전체 기

간중 둘의 상관계수는 전체는 -0.46이지만, 2014년 이전에는 0.61이고,

2014년 이후는 -0.80이다56).

한편, 최근 역(-)의 관계가 강해졌으므로, 이를 감안하기 위해 OCI에

대해 부호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따라 이후 확장모형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림 2-9] 자료 기간중 CR과 OCI 추이

55) 부호제약 조건 설계상 이러한 퍼즐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도표 제시 및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56) 2014년을 전후하여 다수의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채권분류를 기보유에서 매

도가능으로 재분류한 한 것이 2014년을 전후로 CR과 자본중 OCI 비중의

상관관계가 변화된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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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건성 분석(Robustness Analysis)

[그림 2-10]은 기본모형 핵심변수인 OCI에 대한 강건성 실험(Test)

결과이다. Test 2~4까지는 초기에는 하락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없다가,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충격반응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기본모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충격반응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Test 1도 초기뿐 아니라 이후 장기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변화는 없는 형태이다. 그러나 충격반응의 전반적인 형태는 기본모

형 충격반응과 매우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Test 1 ~ 4에서 초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하락을 보

이고 있지 않아, 1장의 분석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인 충격

반응의 형태도 유사하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본모형의 설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 기본모형 OCI 충격반응 강건성 실험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OCI: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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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모형 실증분석 결과

3.1. 실증분석 결과

① 운용자산수익률(AR) 충격반응

긴축적 통화충격 대한 AR 충격반응은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에서 패널 a, b는 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AR 충격반응이

며, c, d는 부호제약을 가한 경우이다.

[그림 2-11] AR 충격반응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OCI는 조원, AR는 % 변화율

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경우 AR 충격반응을 살펴보면(패널

b), 금리 증가에도 초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지 못하다 6개

월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게 0.50% 상승하게 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통계적 유의한 상승을 보이게 된다. 즉, 긴축적 통화충격으로

인해 6개월 후부터 지속적으로 운용자산수익률이 상승을 유지하는 것이

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높아진 수익률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

기 때문으로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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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에 통화충격이후 6개월간 음(-)의 부호제약을 부가한 경우인 패

널 c, d를 살펴보자. 먼저 패널 c에서 부호제약에 따라 초기에 OCI가 유

의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d를 살펴보면 AR이 초기에

는 유의적으로 상승하지 못하지만 7개월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0.30%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OCI 부호제약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앞의 이론에

서 예측한 바와 같이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

적으로는 AR이 변화하지 않지만, 6~7개월 이후부터는 상승하였다. 한편,

AR은 OCI와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도 OCI 부호제약과는

상관없이 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RBC비율 충격반응

긴축적 통화충격 대한 RBC 충격반응은 [그림 2-12]와 같다. [그림

2-12]에서 a, b는 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RBC 충격반응이며, c,

d는 부호제약을 가한 경우이다.

[그림 2-12] RBC 충격반응함수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OCI는 조원, RBC %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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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경우 RBC의 충격반응을 살펴보면

(패널 b), 4개월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74%로 하락하게 된다.

이후 통계적 유의한 변화가 없다가 34개월 시점에서 RBC비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게 된다. 다만, 상승폭은 35개월 시점에 0.078%이

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개월 시점에는 0.161%까지 증가하게 된

다. 즉, 긴축적 통화충격이 발생하면 초기에 RBC비율이 감소하지만, 장

기적으로는 증가하게 된다.

OCI에 통화충격이후 6개월간 음(-)의 부호제약을 부가한 경우인 패

널 c, d를 살펴보자. 먼저 패널 c에서 부호제약에 따라 초기에 OCI가 유

의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d를 살펴보면 RBC 초기 5

개월간 유의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락치는 다음과 같다.

1개월 시점에 -1.96%, 2개월 시점에 -1.58%, 3개월 시점에 -1.55%, 4개

월 시점에 -1.17%, 그리고 5개월 시점에 -0.53%이다. OCI 부호제약이

없는 경우보다 하락 기간이 길고 폭이 크다. 이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가 33개월 시점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로 전환된다.

결론적으로, OCI 부호제약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앞의 이론에

서 예측한 바와 같이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

적으로는 RBC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상승하였다. 개선되는

시점은 통상 통화충격이후 약 3년(33개월) 정도 시점이었다. 다만, OCI

부호제약이 있는 경우 초기 RBC비율 하락이 컸다.

③ 자본비율(CAR) 충격반응

긴축적 통화충격에 대한 CAR 충격반응은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에서 a, b는 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본비율 충격반응이

며, c, d는 부호제약을 가한 경우이다.

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경우 CAR의 충격반응을 살펴보면

(패널 b), 3개월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95%까지 하락하게 된

다. 4개월 시점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69%까지 하락한다. 이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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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의한 변화가 없다가 34개월 시점에서 CA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상승하게 된다. 다만, 상승폭은 34개월 시점에 0.021%이고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60개월 시점에는 0.032%까지 증가하게 된다. 즉, 긴축

적 통화충격이 발생하면 초기에 CAR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

하게 된다.

[그림 2-13] CAR 충격반응함수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OCI는 조원, CAR % 변화율

OCI에 6개월간 음(-)의 부호제약을 부가한 경우인 패널 c, d를 살펴

보자. 먼저 패널 c에서 부호제약에 따라 초기에 OCI가 유의적으로 하락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d를 살펴보면 CAR 초기 4개월간 유의적

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락치는 다음과 같다. 충격 직후인 1

개월 시점 -1.77%, 2개월 시점에 -1.21%, 3개월 시점에 -1.25%, 그리고

4개월 시점에 -0.86%이다. OCI 부호제약이 없는 경우보다 기간이 길고

폭이 크다. 이후 일부 등락하다 35개월 시점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로 전환된다.

결론적으로, OCI 부호제약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앞의 이론에

서 예측한 바와 같이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

적으로는 CAR이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상승하였다. 개선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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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상 통화충격이후 약 3년(34개월) 이후 시점이었다. 다만, OCI 부호

제약이 있는 경우 초기 CAR 하락이 컸다. 한편, 이러한 원자료가 월별

자료인 CAR비율의 충격반응은 분기별 원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RBC와

유사한 것도 알 수 있다.

④ 보험주가지수(IS) 충격반응

긴축적 통화충격에 대한 IS 충격반응은 [그림 2-14]와 같다. [그림

2-14]에서 a, b는 OCI에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은 IS 충격반응이며, c, d

는 부호제약을 가한 경우이다.

IS 충격반응을 살펴보면 OCI에 부호제약이 있는 경우(패널 b) 및

없는 경우(패널 d) 모두 긴축적 통화충격 이후 3개월 시점에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다가 5개월 시점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IS 충격반응은 Mishkin(1996)의 주가에 의한 통화전달

경로 이론과 일치하였다. 한편 이러한 실증결과는 국내시장에서 장기적

으로 운용자산수익률 상승, 보험회사 이익증가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IS도 OCI 부호제약과는

무관하게 결과는 유사하였다.

[그림 2-14] IS 충격반응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OCI는 조원, IS %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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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건성 분석(Robustness Analysis)

AR 분석모형, CAR 분석모형, RBC 분석모형, IS 분석모형에 대한

분석 강건성 분석을 위한 Test 1 ~ 4 충격반응은 [그림 2-15]이다. 전반

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결과는 유사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차이

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Test 2 ~ 4는 AR, CAP, RBC, IS모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해지

는 시점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기본모형과 유사한 충격반응을 보

였다.

한편, Test 1은 충격반응 그래프의 형태는 기본모형과 동일하였으

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모형

과 유사한 충격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R, CAP 및 RBC의 장기적 충격

반응은 기본모형과 달랐다. CAP에 대해서는 OCI제약이 없는 경우는 감

소하였고, OCI 제약이 있는 경우는 통계적 유의한 변동이 없었다(기본모

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RBC 및 AR에 대해서는 OCI 제약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유의적 변동이 없었다(기본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결론적으로 강건성 분석결과, 모형 변경시 부분적으로는 결과에 변

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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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확장모형에 강건성 실험 충격반응

a. OCI 제약이 없는 경우

Test 1 Test 2 Test 3 Test 4
AR

CAR

RBC

IS

b. OCI 제약이 있 경우

Test 1 Test 2 Test 3 Test 4
AR

CAR

RBC

IS

* (단위) X축 : 충격반응 이후 월, Y축 : %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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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본 연구는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익성, 재

무건전성 및 주가 등의 측면에서 이론적 예측과 실증적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결과는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

변수별 세부적인 이론적 예측과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용자

산수익률은 이론적으로는 상승은 하되, 통화충격이후 일부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보험회사는 통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

하는 경향이 있어, 긴축적 통화충격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재투

자시 동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 통상 긴축적 통화

충격이후 6~7개월 이후부터 운용자산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이론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재무건전성 비율인 자본비율(CAR) 및 RBC비율은 이론적으로는 채

권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비율이 하락하나,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운용자산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비율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

었다. 실증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충격후 3-4개월 내에서 비율이 일시적

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33개월 지난 시점에서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이론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주가는 이론적으로는 통상 금리 상승시 금리 전달경로 및 시점에 따

라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주주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운용자산수익률

상승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 3개월 시점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운용자산수익률 상승에

따른 이익개선 효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이 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긴축적 통화충격이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경로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의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2017년 6월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의 약 35%가 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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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고, 현재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충격 발생시 금리 상승에 따라 채

권평가 손실발생으로 OCI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긴축적 통화충격 분석시 OCI에 대해 음(-)의 부호제약을 부가한 경우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본비율 및 RBC 분석시 통화충격 초기에 OCI가 유의하

게 감소하여 현재 상황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자본비율(CAR)과 RBC 비율의 초기 하락은 OCI 부호제약이 없는 경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보험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상황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문헌은 대부분 저금리 상황 지속이 보

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현재와 같은 긴축 통화정

책 시점에서 통화충격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

려웠다. 이에 따라 긴축 통화정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보험회사 계약자, 투자자, 보험회사, 보험감독당국 및 통화

당국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지급여력규제 기준이

RBC 제도에서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 결과의 유효성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동 연구는 통화정책이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RBC 비율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

사 감독에 사용되는 지급여력기준도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K-ICS

로 변경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급

여력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맞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ICS 도입전까지는 현행 RBC 비율이 보험감독의 기준으로 사용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당분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용된 자료의 기간이 다소 짧다는 것이다. RBC비율이 산출

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 6월부터이고, 한국거래소는 보험지수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의 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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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내생변수가 6개이고 외생변수도 2개인 점을 감안시 추정해야

할 변수 대비 자료기간이 다소 짧았고, 이에 따라 모형의 시차를 3개월

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57). 다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000번의

모테카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셋째, RBC비율에 대해 보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RBC비

율은 분기별로 산출되는 자료이다. 이에 따라 RBC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보유자본과 요구자본에 대해 92%이상 설명력을 가지고 월별로 산출되는

재무제표상 자본과 총자산 자료를 이용해서 보간하였다. 또한, RBC비율

은 제도개선에 따라 수치가 변동할 수 있는데, 분석시 제도변동에 따른

기초통계 보정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별 자료인 자본비율(CAR) 충격반응도 산출하였는데, 결과는 RBC비율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7) AIC 분석결과 통상 적정 시차는 4개월로 분석되었는데, 시차를 4개월로 할

경우 일부의 경우 OLS 추정이 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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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자료 출처

한글 변수명
영어

약자

제공

주기
출처 비고

콜금리 CR 월 한국은행

본원통화 MB 월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CPI 월 한국은행

산업생산 IP 월 한국은행

美 연방금리 FFR 월
美 St. Louis

연방은행

美 변동성지수 VIX 월
美 St. Louis

연방은행

생명보험회사

기타포괄손익
OCI 월 생명보험협회

운용자산수익률 분석모형

에서는 “자본조정+기타포

괄손익” 자료를 사용함*

생명보험회사

자본조정
CA 월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자본비율
CAR 월 생명보험협회

대차대조표(전체)상 총자

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수익률
AR 월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RBC 분기 금융감독원

월자료로 보간하여 사용.

첨부2 참고

보험종목

주가지수
IS 월 증권거래소 KRX 보험지수**

* 2007년 8월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자본조정을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로 세분화

하고,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변동분은 별도의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으로 표시하도록 의결하였다. 동 규정이 2007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년 9월

이전자료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조정 항목에 같이 표시되었다. 한편 2017년 6

월 기준 자본조정 항목 크기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 KRX 보험지수 구성종목(2017.6월 현재) :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동양생명, 롯데손해

보험, 메리츠화재,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코리안리, 한화생명, 한화손해보

험, 현대해상. 총 12개중 생보사 4개, 손보사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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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RBC 보간 방식

RBC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보유자본과 BS상 자본의 관계를 먼저 살

펴보자. RBC 산출을 위한 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본 및 자산/부채 항목

에 대해 손실흡수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산출58)하면,

58) 보험업감독규정 제7-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7-1조 (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

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자본

가.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나.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

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

립되지 않은 금액,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

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바. ~ 아. (생략)

2. 보완자본

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

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나. 제1호마목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 및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등 감독

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 <개정 2016.4.1>

다. ~ 사. (생략)

3.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

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 <개정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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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보다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후순위채권의 경

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 항목이지만, RBC 산출시에는 일정부분 자

본으로 인정해준다.

2017년 6월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계 72.1조원이고 RBC상

보유자본은 87.4조원이다. 대차대조표상 자본 규모는 RBC 보유자본 대

비 82.5% 수준이다. 즉, 대차대조표상 총자본이 RBC 보유자본과 일치하

지는 않지만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사 RBC 보유자본과 대차대조표 자본 비교

(단위:조원,%)

항목 금액 비중

RBC 보유자본 87.4 100.0%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자본금 10.3 11.8%

자본잉여금 7.5 8.6%

이익잉여금 31.4 36.3%

자본조정 -3.1 -3.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0 29.8%

소 계 72.1 82.5%

* 기준 : 2017년 6월 현재

한편, 2009.3분기~2017.2분기 기간중 대차대조표상 자본, 자산과 RBC

보유자본, 요구자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본은 0.9931, 자산은

0.9246으로 타나났다. 즉, 대차대조표상 자본, 자산과 RBC 보유자본, 요

4. 출자회사 관련 항목 : 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 출자액(장부가액)

에서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차

감방식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개정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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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본은 세부 구성 항목은 상이하지만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차대조표상 자본, 자산과 RBC 보유자본, 요구자본 상관관계

대차대조표상 총자본-RBC 보유자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RBC 요구자본

0.9931 0.9246

* 기간 : 2009.3분기~2017.2분기

한편 국내에서 RBC 비율은 분기별로 산출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의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기별 RBC 보유자본과 요구자본 자료를 직선보간 값을 월

별대차대조표상의 자본 및 자산의 월간 변동률을 이용 보정*하였으며,

동 값을 이용하여 월별 RBC 비율을 산출하였다.

* 예) 보유자본 = RBC 보유자자본 월별 직선보간치 x

(1+대차대조표 자본의 월별 실제 값의 대차대조표 자본의 월

별 직선보간치 대비 과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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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ny Solvency

Lee, Sa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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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researches. One is a research

on the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ny solvency regulation with

respect to economic efficiency. The other is a research on the effect

of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on the solven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first study examines the risk-based solvency regulation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tudy, if consumer

does not know the financial soundness of insurance companies

accurately, economic inefficiency occurs and consumer welfare

decreases. This study found that the risk-based solvency regulation

allows the financial authority to control the occurrence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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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fficiency and welfare decline. However,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excessive regulation that does not consider market conditions can

reduce consumer welfare.

The second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on life insurance companies in terms

of asset return, financial soundness, and stock price.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on the life insurance company's return on assets, solvency

ratio and stock price index of insurance company with Sign

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model.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n the study is that the return on assets

and solvency ratio rise but stock price index of insurance company

drops with a certain time lag after contractionary monetary shock.

keywords : Risk-based Solvency Regulation, Economic

Efficiency, Monetary Policy, SVAR, RBC Ratio,

Stock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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