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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시장은 생명보험 증권의 유통 시장인 2차 시장을 일컫는다. 매 거래의 도입은 기존 생명

보험 계약의 디자인, 보험회사의 이익,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에 향을 미치며, 이는 생명보험 

시장의 경쟁 여부, 보험료의 책정에 필요한 제반 가정  계약자에 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본 연구는 매 거래의 도입이 생명보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살펴본 기존의 이론 연구

들을 정리하고 있다. 한 각 연구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매 시장에 한 이해를 높이는 동

시에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매 거래, 생명보험,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

I. 서  론

보험 계약의 매 거래(life settlement, 는 정산 거래)란 보험 계약자가 제3자에게 

보험 증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보험 증권

이 거래되는 일종의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유통시장이라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은 일반 유가증권(securities)과는 달리 자유로운 매매

가 불가능하다. 보험 증권의 거래를 지하는 요한 근거는 소  피보험 이익

(insurable interest)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사 인 계

약으로, 피보험자가 당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때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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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보험 을 수령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 피보험 이

익의 원리다. 피보험 이익 원리의 바탕이 되는 주된 논거는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함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이 양도되면 피해와 상 없는 제3자가 보험 을 수령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는 피보험 이익 원리에 배되며, 도덕  해이에 한 우

려가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명보험 매 거래가 그 이

다.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보험 계약자는 종종 도에 사정이 바 어 보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직면한다. 이때 매 거래

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계약자는 해약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 거래의 

허용은 해약 외에  하나의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

는 측면이 있기에 도덕  해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허용되어 왔다.   

Gatzert(2010)에 따르면, 국과 독일에서는 오래 부터 매 거래가 시행되어 왔으

며, 미국 역시 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랑스와 일본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여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 시장

이 가장 큰 미국의 경우, 말기 에이즈 환자와 같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상으로 매제도가 도입되었는데, Conning Research & Consulting의 발표(2008)에 의

하면 이러한 매 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  120억 달러에 이르 으며 2016년에는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일반 으로 매제도는 도 해약 시 보험 계약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에서 옹호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간에는 도 해지 시 수령하게 되는 해약환 의 수 이 계약

자 후생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

서는 보험 증권의 매 가격이 해약환  수 에 비해 높다는  때문에 매 거래의 

도입이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매제도의 도입에 해 찬반 양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계약자 편익의 증 라는 측면을 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후 비가 부족한 계층의 경우 매제도를 통해 필요 자 의 유동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역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반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보험 계약의 근

본 성격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매 거래의 도입이 도덕 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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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매 거래의 도입으

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계약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이 매제도 도입의 반  

논거가 된다. 한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출을 받을 수 있고, 재도 보험사의 동의

하에 타인에게 계약을 넘길 수 있다는  등을 들어 매제도 도입이 의미가 없다는 주

장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매제도의 도입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 그러나 

매제도의 도입이 실제 계약자 후생  보험 시장에 어떠한 향을 가져오는지에 한 

엄 한 경제학  분석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져 있는 매제도에 한 이론 인 연구들에 을 맞추어, 각 연구의 

특징과 장단 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살펴 으로써 미래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엄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축 되어 

매 시장의 유용성에 한 보다 정확한 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보험 시장을 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한 

연구를 심으로 매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향에 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독  보험 시장 가정 하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IV장에서는 기타 논문들

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안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

다. 마지막 V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비교 정리함으로써 미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II. 보험 시장이 완 경쟁인 경우 

본 장에서 다루어질 연구들은 보험 시장을 완 경쟁 인 시장으로 가정하고 있다. 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제  이익은 0이며, 장기 보험 계약의 특성을 

나타내기 해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계약자의 험은 사망 확률로 나타내며 1

기와 2기의 험은 달라진다. 1기의 험률(사망 확률)은 p1으로 표시한다. 2기의 험

은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태 i가 될 확률은 로 나타내며, 상태 i일 

 1) 로서 권 수․이형철, 2006; 김형기, 2008; 김석 ․김해식, 2010; 김해식, 2010; Kim & Kim, 
2009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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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험은 
로 나타낸다. 계약자의 2기 험은 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1기에는 알지 못

하지만, 2기가 되면 알게 되는 칭  학습(symmetric learning)을 가정하고 있다. 그 결

과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정보 비 칭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갱신형(renewal) 계

약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2기 보험료에 험 정보가 반 될 수 있다. 한편 계약자는 

도 해약이 가능하나 보험회사는 자의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일방확약 계약

(one-sided commitment contract)을 가정한다.

논의의 통일성을 해 각 연구에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 보험료; : 각각 1기와 2기의 보험료

·   사망보험 ;   각각 1기와 2기의 사망보험

·    각각 1기와 2기의 험률

·   보험 계약자의 효용함수;   계약자 후손(보험  수익자)의 효용함수

·   소득 변동

·   해약환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의 효용함수는 모두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강오목한(strictly 

concave) 함수다. 한 분석의 편의를 해 1기의 험률인 보다 
가 모든 i에 해 

더 크며,         이라고 가정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한편 q는 상속 동기

(bequest motive)가 유지될 확률을 나타낸다. 상속 동기가 유지될 경우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상속 동기를 상실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 

1. Daily, Hendel & Lizzeri(2008)

1) 매 시장 도입 허용  보험 계약의 특성

Hendel & Lizzeri(2003, 이하 HL)를 확장하여 매 거래가 보험 계약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Daily, Hendel & Lizzeri(2008, 이하 DHL)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분석

의 편의를 해 할인율은 0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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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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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은 보험 시장이 완 경쟁 시장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목 함수 (1-1)은 소비자

의 효용을 극 화하도록 설계되고, 제약식 (1-2)와 같이 보험회사의 이윤은 0과 같다. 

DHL은 해약환 은 0으로 가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자. 한편 제약식 (1-3)은 2기가 시

작될 때 계약자에게 더 나은 보험 계약을 제안하는 보험회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

다. 즉, 비이  조건(no switching condition)이 된다. 이제 이러한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1]

(DHL) 보험 시장이 완 경쟁 인 경우 균형에서 보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

는다.

(가) 계약자는 상태별 부 보험(full event insurance)을 구매한다. 

(나) 모든   에 해 다음을 만족하는 상태 s가 존재한다. 

       for    
        for    .

     이때 
는 2기 상태 i에서의 공정보험료(fair premium),    . 

(다) 임의의   에 해 런트 로딩(front-loading)이 존재한다. g가 클수록 런트 

로딩은 낮아진다.

(라) 상속 동기 q가 작아지면 같은 보험 수 을 얻기 해 런트 로딩으로 배분되는 

자원은 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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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에서 언 된 상태별 부 보험(full event insurance)이란 DHL의 정의에 따

른 것으로서 각 상태에서 사망의 경우와 사망하지 않은 경우의 한계효용이 동일한 경

우를 일컫는다. 일반 으로 보험수요모형에서의 부 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그 지 않을 경우의 효용이 동일해지는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피상

속인과 련된 효용함수가 삽입되어 있기에 한계효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술 으로

는 ′   ′   ′   ′  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리 1]의 직 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장기 보험 계약에서 계약자는 런트 로딩

을 지불하게 된다. 런트 로딩이란 1기에 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공정보험료를 

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런트 로딩이 존재한다는 것은 1기에 공정한 보험

료 이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뜻이다. 런트 로딩이 존재하는 이유는 2기

의 험이 1기보다 증가함으로써 1기와 2기 사이의 험에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2기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소  재분류 험(reclassification risk)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재분류 험 역시  하나의 험이므로 런트 로딩을 통해 이를 헤지(hedge)하고

자 하는 것이다. 한편 2기에 이르면 보험 계약은 더 이상 장기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

(spot contract)이 된다. 2기에는 험률이 상승하지만, 1기에 지불한 런트 로딩으로 

인해 보험료를 약할 수 있게 된다. 2기에 시 되는 험률은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험률에서는 공정보험료를 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험률에서는 

공정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계약자들은 런트 로딩의 효과를 볼 수 있

게 된다. 즉, 2기 보험료에는 일종의 상한(cap)이 정해지게 됨으로써 체 으로 재분류 

험을 최소화하게 된다.

한편 DHL의 논의는   를 상정하는데, 이는 1기에 비해 2기의 소득이 높다는 의

미다. 따라서 가 높으면 2기에 높은 소득이 있다는 것이므로 상 으로 런트 로딩

은 낮아진다. 이는 계약자가 가처분 소득의 균등화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상

속 동기를 잃을 확률인  가 증가할수록 계약자는 보험을 해약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때, 높은 런트 로딩을 지불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손실을 보게 될 가

능성이 증가하므로 계약자는 이러한 계약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런트 로딩으

로 배분되는 자원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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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 시장 도입 허용 후 보험 계약의 특성

매 시장 도입이 허용되어 보험 계약자가 매 거래를 통해 보험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2기의 상태 i에서 평가된 순계약가치(보험 계약의 순가치)  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즉, 순계약가치란 기 보험 에서 실제 보험료

를 뺀 값이다. 기 보험 이란 공정보험료와 같으므로 순계약가치란 결국 공정보험료

와 실제 보험료의 차이를 일컫는다. 한편으로 순계약가치는 매회사가 얻을 수 있는 

최 의 이익이므로 매 가격의 상한선이기도 하다. 이제 DHL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 프로그램 2

 






  

      (2-1)

subject to

 








                            (2-2)





 ≤  for                                       (2-3)

 ≡



  for                                     (2-4)

[ 로그램 2]에서는 매 거래 허용 시 보험회사의 이윤 제약식인 (2-2)에서 상속 동

기를 나타내는 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DHL에서는 매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보

험회사가 항상 2기 말 시 에서 보험 을 지 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분석하고 있

다. 계약자는 매 시장에서 매 가격  를 받고 계약을 팔 수 있다. 여기서 는 

매 시장의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매 시장이 완 경쟁일 경우에는   이 

된다.

한편 DHL은 암묵 으로 해약환 을 0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

과 매가 허용될 경우, 매 가격이 0보다 크므로 매 시장이 존재하게 된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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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 이 매 가격보다 작기만 하면 계약자는 해약 신 매를 선택할 것이므로 

해약환 이 0보다 좀 크더라도 0인 경우와 비교해서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DHL에서 해약환 을 매 가격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 로그램 2]를 풀면, 매 거래의 도입은 계약자의 효용을 낮추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  보험 이 상승하여 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 2기의 

보험료 역시 상한을 잃고 험률에 따라 상승하게 되므로 계약자는 재분류 험을 헤지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잃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정리 2]를 얻을 수 있다.

[정리 2] (DHL) 매 거래의 도입 허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가) 매 거래를 허용할 경우 매 시장이 존재한다.

(나) 매 거래의 허용은 소비자 후생(사회 후생)을 낮춘다.

2. Fang & Kung(2009)

1) 매 시장 도입 허용  보험 계약의 특성

Fang and Kung(2009, 이하 FK)은 DHL 모형을 연속 모형으로 확장하여 논의를 개

하고 있다. 한 DHL은 해약환 을 0으로 가정하고 있는 반면 FK는 모형에 해약환

이 2기의 험률에 따라 내생 으로 결정되는 경우  외생 으로 결정되는 경우

를 포함시키고 있다. 

해약환 이 에 따라 내생 으로 결정되는 FK의 모형은 아래 [ 로그램 3]과 같

다. 이때 는 의 도함수를 나타낸다.  

□ 프로그램 3

 


  (3-1)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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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3-3)

 ≥  ∀                                            (3-4)

DHL의 [ 로그램 1]과 FK의 [ 로그램 3]은 해약환 의 존재 유무를 제외하면 근

본 으로 같은 모형이다. 이때, 제약식 (3-2)는 (1-2)와 마찬가지로 완 경쟁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이윤이 0임을 나타내는 제약식이며, (3-3)은 2기 시작 시 에서 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로 이 하지 않게 하는 비이  조건이다. (3-4)는 사망확률 에 따라 내

생 으로 결정되는 해약환 이 음수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약환 이 음수

라는 것은 해약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비 실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약환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이제 [ 로그램 3]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3] (FK）보험 시장이 완 경쟁 인 경우 균형에서 보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성

질을 갖는다.

(가) 계약자는 상태별 부 보험(full event insurance)을 구매한다.

(나) 모든   에 해 다음을 만족하는 상태 s가 존재한다. 

       for  ≤ 
        for    .
     이때 

는 2기 상태 i에서의 공정보험료(fair premium),    .

(다) 임의의   에 해 런트 로딩이 존재한다. g가 클수록 런트 로딩은 낮아

진다. 

(라) 상속 동기 q가 작아지면, 같은 보험수 을 얻기 해 런트 로딩으로 배분되는 

자원이 어든다.

(마) 해약환 은 0이다.

FK의 결과는 DHL의 결과와 동소이하다. [정리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리 1]에

서 언 한 DHL의 결과와 사실상 다르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K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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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 이 0임을 가정했던 DHL과는 달리 해약환 이 내생 으로 결정되는 것임

을 상기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 로그램 3]을 통해 얻은 최  해약환  는 균

형에서 모든 에 해 언제나 0이 되어 DHL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

다. 이는 계약자가 험회피형이기 때문에 기간별 소비의 균등화를 지향하여 나타나는 

결과다. 2기의 소득은 1기의 소득에 비해 의 비율만큼 상승한 상황에서 해약환 의 

지 은 1기와 2기의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약환 을 낮

추고 더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소득격차를 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효용

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매 시장 도입 허용 후 보험 계약의 특성

매 시장이 허용될 경우의 FK 모형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4

 


  (4-1)

subject to

   (4-2)

 ≤  ∀                        (4-3)

 ≤  ∀                                           (4-4)

≡ ∀                                 (4-5)

[ 로그램 4]는 내생 으로 결정되는 해약환    존재를 제외하면 [ 로그램 

3]과 내용상 동일하다. 이제 [ 로그램 4]를 심으로 제약식들을 살펴보자.

매 시장이 완 경쟁임을 가정할 경우 제약식 (4-4)에서   이 성립한다. (4-4)는 

보험회사가 해약환 을 매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수 으로 설정하는 것을 나타낸

다. 즉, 보험회사는 매제도가 허용될 경우 해약환 의 수 을 매 가격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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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함으로써 매회사의 진입을 막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제도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균형에서 매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은 해약환 이 

0임을 가정하여 매 시장이 존재하는 DHL 모형과의 차이 을 나타낸다. 한편, FK의 

경우, [ 로그램 4]를 풀면 균형에서는 (4-4)에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매 거

래의 허용으로 인해 기존의 0이었던 해약환 이 매 가격 수 으로 높아지게 됨을 

나타낸다. 

매 거래의 도입 허용은 계약자의 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매 시장  

허용 의 최  해약환 이 0인 이유와 같다. 해약환 이 0인 것은 매 시장이 없

다는 제 하에서 계약자의 효용을 극 로 하기 해서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매 

시장의 허용은 추가 인 제약식으로 작용하므로, 계약자의 효용이 상 으로 어들

게 된다. 한편, 매 시장의 도입은 해약환 을 증가시켜 보험료도 상승하게 한다. 

(DHL에서처럼 매 시장이 존재한다는 제 하에서는 지 되는 보험 이 증가함으로

써 역시 보험료가 상승한다.) 그 결과 계약자의 1기의 효용은 높아진 보험료로 인해 

에 비해 더 낮아지고, 반면 2기의 효용은 해약환 의 상승으로 인해 더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1기와 2기의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 하여 소비균등화가 어려워지게 되므

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정리 4] (FK) 매 거래의 도입 허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가) 매 거래를 허용할 경우 해약환 은 매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매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매 거래의 허용은 소비자 후생(사회 후생)을 낮춘다.

3. 홍지민․석승훈(2012)

1) 매 시장 도입 허용  보험 계약의 특성

지 까지는 1기의 소득에 비해 2기의 소득이 높은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

나 실 으로 소득 수 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해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에이즈 환자가 치료비 마련을 해 계약을 해약하면서 당하는 

불이익을 감소시켜 주기 해 매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찰은 해약이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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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시기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더 실 일 수 있다는 을 암시한다. 이 을 

반 하여 홍지민․석승훈(2012)은 2기의 소득이 1기에 비해 낮은 경우를 고찰한다. 모

형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5

 






  

(5-1) 

subject to

 







                               (5-2)




 ≤  for                                         (5-3)

 ≥                                                          (5-4)

[ 로그램 5]가 [ 로그램 1]이나 [ 로그램 2]와 다른 은 소득 흐름이 역 되었다

는 것이다. 즉, 2기의 소득이 1기의 소득보다 낮다고 가정한다는 이다. 런트 로딩이 

1기의 소득을 2기로 이 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소득의 흐름이 역 될 때, 런트 로딩

의 크기도 역 된다. 한편 [ 로그램 1]과  하나의 요한 차이 은 해약환 이 [

로그램 2]에서와 같이 내생 으로 정해진다는 이다. 

 

[정리 5] (홍지민․석승훈) 보험 시장이 완 경쟁 인 경우 균형에서 보험 계약은 다

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가) 계약자는 상태별 부 보험(full event insurance)을 구매한다. 

(나) 모든   에 해 다음을 만족하는 상태 s가 존재한다. 

       for    
        for    .

     이때 
는 2기 상태 i에서의 공정보험료(fair premium),    . 

(다) 임의의   에 해 런트 로딩이 존재하며, g가 클수록 런트 로딩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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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라) 상속 동기 q가 작아지면 같은 보험 수 을 얻기 해 런트 로딩으로 배분되는 

자원이 어든다.

(마) 해약환 은 0이다.

소득흐름의 역 은 g와 런트 로딩 크기 사이의 계 외에는 보험 계약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2기의 소득이 1기에 비해 낮을지라도 DHL  FK와 마찬가지로 

런트 로딩으로 인해 1기의 보험료는 공정보험료보다 높고, 계약자는 이러한 런트 로

딩을 통해 2기  보험 계약 갱신 시 에 자신의 험 수 보다 낮은 수 에서 보험료

를 책정하는 것이 최  계약 구조가 된다. 다만, 1기와 2기의 효용을 균등화함으로써 

재분류 험을 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 흐름과 깊은 연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1기의 소득이 2기보다 높은 홍지민․석승훈 모형에서는 1기의 보험료 역시 DHL이나 

FK에서보다 더 높은 수 에서 결정된다. 어느 경우이든 결과 으로는 2기의 재분류 

험을 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가 설정된다. 한편 소득 흐름이 역 되어도 양의 해약

환 은 1기의 보험료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여 히 최  해약환 은 0과 

같다.

2) 매 시장 도입 허용 후 보험 계약의 특성

1기에 비해 2기의 소득이 낮은 소득 흐름을 가정한 홍지민‧석승훈의 연구에서 매 

거래 허용 시 모형은 다음 [ 로그램 6]과 같이 변화한다.

□ 프로그램 6

 






 

(6-1) 

subject to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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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6-3)  

 
≤   ≡


                            (6-4)

홍지민․석승훈의 모형에서도 매 시장이 허용되기  최  해약환 은 0이었음

을 상기하자. 홍지민․석승훈의 연구에서도 FK와 마찬가지로 매 시장의 허용은 제약

식 (6-4)와 같이 해약환 을 매 가격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

서 FK의 모형과 같이 매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한 FK와 같이 매 거래의 허용은 1기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2기에는 계약자로 

하여  재분류 험을 헤지할 기회를 잃게 하므로 여 히 계약자의 후생을 낮춤을 알 

수 있다. 홍지민․석승훈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리 6]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리 6] (홍지민․석승훈) 매 거래의 도입 허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가) 매 거래를 허용할 경우, 해약환 은 매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매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매 거래의 허용은 소비자 후생(사회 후생)을 낮춘다.

4. 논의

이상의 경제학  분석의 결과는 체로 매 시장의 허용에 부정 이다. 매 시장의 

허용으로 인해 해약환 은 증가하나 소비자 후생과 사회 후생은 감소한다. 이러한 이

론 인 결과는 실증 연구에 의해 부분 으로 지지된다. 를 들면, Januario & Narayan 

(2013)은 매 거래의 도입이 해약환 에 실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7,164명의 개별 계약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매 거래로 

인해 해약환 은 최  4배까지 높아졌음을 근거로 매 거래의 도입이 기존 계약자

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김석 ․김해식(2010)은 종신보험에 해 20년간의 경험 사망률을 기 로 하여 국내

에서 매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그 결과 정산 거래가 노년층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병 후 2~3년 내에만 가능할 것임을 지 하고 있다. 

즉, 원래 정산 거래의 도입 목 에 부합하는 계약자들이 정산 거래를 통해 효용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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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미 국내 보험사들이 선지  특약 등을 제공

하고 있어 매회사가 보험회사와 경쟁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실증 연구들은 미래 계약자  보험 계약에 미칠 향 등을 고려한 균형 

모형을 바탕으로 이 진 것이 아니며 후생을 직  측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를 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더욱 엄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해약환 의 측면에서 FK와 홍지민․석승훈은 모두 최  해약환 이 0임을 증명

하고 있다. 즉, 해약환 이 소득 흐름과 무 하게 0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2기가 되면 계약자는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는 보험회사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이를 막기 해 보험회사는 비이  조건에 따라 2기의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므로, 어떠한 건강 상태 하에서도 2기 계약자의 효용은 언제나 1기 계약자의 효용보

다 크거나 같게 된다. 따라서 재분류 험을 헤지하기 한 1기의 보험료는 2기 계약자

의 건강 상태가 특정 상태 s일 경우의 보험료에 1기와 2기의 소득차(FK는 —2g, 홍지

민․석승훈은 2g)를 더한 것과 같게 된다. 이러한 보험료 구조 하에서 계약자의 2기 효

용은 건강상태가 s보다 나쁠 경우에는 1기와 같고, s보다 좋을 경우에는 1기보다 더 높

게 된다. 즉, 이러한 보험료 구조 자체는 소득 흐름과 무 하게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만약 해약환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제약식이 없다면, 2기 계약자에게 음

의 해약환 을 부과하여 1기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므로 2기의 기 효용은 낮추고 

1기의 효용을 높여 효용의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 으로 음의 해약환

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약환 이 0일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 화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론 인 측면에서 보면, 홍지민․석승훈의 결과는 DHL의 추론을 부정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DHL은 소득의 흐름이 역 되면 매 거래의 도입이 소비자 후생

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그러나 홍지민․석승훈은 소득의 흐름이 

역 되어도 소비자 후생은 여 히 감소한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의 흐름이 소비

자 후생의 방향성에 향을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경제학  모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보험 시장을 경쟁 시장으로 가정

하 기에, 이미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극 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구체

으로  연구 내용에서는 2기의 재분류 험을 헤지하도록 보험 계약이 맺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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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매 시장의 허용은 보험회사의 행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보

험회사들은 재분류 험을 충분히 헤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상 으

로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소비자 후생의 감소는 경쟁 시장이라는 경제학  근

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간과하고 의 분석 결과를 맹목

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을 제 로 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방법은 완 경쟁의 가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제 아래

에서는 완 경쟁 시장이 아닌 독  시장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보험 시장이 독 인 경우

1. 석승훈․홍지민(2012)

1) 매 시장 도입 허용  보험 계약의 특성

보험 시장이 독 시장인 경우를 살펴본 석승훈․홍지민(2012)을 고찰해 보자. 독  

하에서 보험회사는 이익을 극 화하는 보험 계약을 디자인하게 된다. 이때 계약자는 보

험 계약을 구매했을 경우의 효용이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용인 유보효용

(reservation utility)과 같아지는 수 까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구매할 의향을 가

지고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효용함수는 별도로 상정하지 않고 계약자의 효용함수 내의 

인자로서 취 하 다. 이를 해 보험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이라고 가정하

다. 기타 기호는 앞서 기술한 기호와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한다. 

석승훈․홍지민은 할인율을 0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계약자 효용함수는 험회

피도가 일정한 CARA(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형태를 띤다고 가정한다. 앞 

에서 살펴본 모형과의  하나의 주요 차이 은 보험 (D)이 외생 으로 정해지지 

않고 내생 으로 정해진다는 이다.

□ 프로그램 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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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




          (7-2)




 

    (7-3)

    ≥                                                        (7-4)

이때 유보효용 

은 보험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의 기 효용을 의미한다. 독 시장을 

가정했으므로 목 함수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 화하도록 결정된다. 모형은 1기와 2

기의 소득이 같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제약식 (7-2)는 균형에서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효용 증가분을 최 한 트로서 획득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

을 디자인하며, 이때 보험 계약자의 효용은 유보효용인 

이 된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7] (석승훈․홍지민) 독  보험 시장에서 보험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

는다. 

(가) 최  보험료는 평  보험료가 된다. 즉, 매 기 보험료는 동일하다.

(나) 보험 은 손실을 액 보상할 수 있는 부 보험이 된다  .

(다) 해약환 은 순계약 가치와 같다.

[정리 6]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최  보험료가 평  보험료이며 부 보험이

므로 계약자는 앞선 완 경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분류 험을 헤지할 수 있다. 평

 보험료는 1기와 2기의 공정보험료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런트 로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분류 험의 헤지 이유는 완 경쟁의 경우와는 다르다. 완 경쟁

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효용 증 를 해서 헤지하게 되지만, 독 의 경우에는 헤지를 

통해 증가된 소비자 효용을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환시키고자 한다. 어느 경우이든 계

약자는 재분류 험을 헤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해약환 은 순계약 가치, 즉 공정보험료에서 실제 보험료를 뺀 액으로 정해

진다. 흥미로운 은 완 경쟁의 경우와 달리 해약환 이 0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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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해약 이후에 계약자가 2기에 만큼의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해약환

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계약자의 효용 증

가분을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으므로 양의 해약환 을 책정하게 된다. 

2) 매 시장 도입 허용 후 보험 계약의 특성

매 거래가 허용되어도 매 시장이 실제로 존재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

유는 해약환 에 있다. 해약환 은 [정리 7]에 따라 순계약 가치와 같다. 그런데 순

계약 가치란 매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매 가격의 상한선이므로, 매회사가 진입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론 으로 매 거래의 허용은 기존의 보험 계약에 아무

런 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결과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다.

[정리 8] (석승훈․홍지민) 독  보험 시장에서 매 거래의 허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

를 가져온다.

(가) 매 거래가 허용되어도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은 변화하지 않는다.

(나) 매 거래가 허용되어도 매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2. Seog(2011)

지 까지의 연구들은 보험 계약자들이 모두 동질 임을 가정하고, 단일 계약을 상

으로 매 거래가 계약자 는 사회 후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험이 모두 동일한 계약자라 할지라도 실제 해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각기 다를 수 있다. Seog(2011)은 이처럼 각 계약자가 해약을 해야 할 험, 즉 유동성 

험(liquidity risk)에 처하게 될 확률이 모두 다르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 유동성 

험에 따라 계약자의 보험료나 보험 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으로 지되어 있으므로, 

독 인 보험회사를 가정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보험 구매로 인한 효용 증가

분을 모두 보험회사로 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즉, 이  불가능한 트(non- 

extractable rent)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Seog에서는 매 거래의 허용이 소

비자 후생  사회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Seog의 모형을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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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의 특성

Seog 모형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 시장은 독  시장이다. 계약자에 해서는 다

음을 가정한다. 유동성 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험은 모두 동일한 계약자가 존재하고, 

계약자의 타입은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H와 L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자. 
와 은 각 타입의 유동성 리스크를 나타내며,   을 가정한다. 시장에서 H타입 계

약자(계약자 후보)의 수는 , L타입 계약자(계약자 후보)의 수는 이라고 하자. 

 이고, 은 체 계약자(계약자 후보) 수를 나타낸다.

계약자가 유동성 리스크에 처했을 경우 필요한 자 의 크기는 이고, 보험회사는 이

미 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 라고 가정한다. 만약 해약환  의 크기

가 보다 작으면 계약자는 의 비용을 들여 추가 인 자 을 조달해야 한다. 여

기서 는 계약자의 유동성 비용으로 부르기로 하며, 긴  자 을 조달하기 한 단  

당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해약 요구 시 해약환  를 

지 하기 해서는 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으로 보험회사는 해약 요구에 

비하기 해 보험료 액을 투자하지 않고 보험회사 내부에 비 을 갖고 있으므로, 

를 비  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 당 기회비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제 는 

회사의 유동성 비용으로 부르기로 하자. 이러한  는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을 갖는다고 하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통해 리는 최  효용 증가분(보험료가 0이라고 가정할 

때의 효용 증가분)의 화폐 가치는 으로, 독  보험회사가 얻는 트는 로 나타낸다. 

할인율은 이며 할인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한편,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시 은   (1기 )이며 해약이 일어나는 시기는   (2기

)이다. 기호의 복잡성을 피하기 해 모든 가치의 평가는   의 시 에서 이루어

진다.

만약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다른 수 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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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자의 총편익(gross benefit)과 순편익(net benefit)은 다음 식과 같다.

   
   



(8-2)

총편익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나타내며, 순편익은 총편

익에서 보험료를 뺀 값이다. 계약자는   이 되는 수 까지 보험료를 지불할 의향

이 있을 것이며, 독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효용을 최 한 보험회사의 트로 가져가기 

해 를 극 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해서 유동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해약환 의 수 은   이상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 경우 계약자의 최  효용 증가분 

과 보험회사의 트 은 같아진다. 즉, 보험회사는 해약환 을   이상으로 결정할 

때 계약자의 효용 증가분을 최 한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이 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으므로, 어떠

한 타입의 계약자의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타입의 

계약자만을 목표로 하고 보험료 수 을 결정할 경우,   이 되게끔 계약 조건이 정

해진다. 이때 타입의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약 가능성이 

은 경우 보험료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즉,   이 되게끔 책정된 계약을 타입이 

구매하면   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험회사가 타입의 계약을 인수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보험료는   이 되게끔 결정되나, 이때   이므로 타입도 보험

에 가입하게 된다. 즉, 타입에게 좋은 조건은 항상 타입에게도 좋지만, 그 역은 성

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목표 고객 선정은 타입만 목표로 하거나, 혹은 두 

타입을 모두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

이때 보험회사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타입 계약만을 인수할 경우의 이익은 , 두 

타입 모두를 인수할 경우는 로 표기하기로 한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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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의 크기에 따라 이익을 극 화할 수 있도록 인수할 계약 

타입을 결정하게 된다. 즉,   일 때는 타입만을 인수하고   인 경우에

는 두 타입 모두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자  조달 비용인 가 에 비해 작다고 추가 으로 가정하자. 이는 

일반 으로 기업의 자  조달 비용이 개인에 비해 더 낮은 실을 고려해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가정이라 볼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 화하는 해약환 은 

독  보험회사가 타입의 계약자만을 인수할 경우 가 되고,   두 타입 모두를 인

수할 경우 최  해약환 의 수 은 와  에 따라     사이에서 존재하게 

된다. 타입 계약자 수에 해 타입 계약자 수의 비율 


을 이라고 하자. 이제 해

약환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정리 9] (Seog) 균형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가) 보험회사는 계약자 타입 부 혹은 일부만을 목표로 보험을 매할 수 있다. 

(나) 해약환 은 일반 으로 필요 자 액이거나 공정보험료로 정해지며 다음의 조

건에 따라 결정된다.

          

             

          

2) 매 시장 도입 허용 후 보험 계약의 특성

완 경쟁 인 매 시장을 가정하자. 그러면 매 가격은 로 결정된다( 매 시 

보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제임). 앞에서 살펴본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매 시

장이 보험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 던 것을 상기하자. 그러나 Seog에서는 보험회사

가 극 으로 매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 비용 때문이다. 보험회

사가 해약에 비하기 해서는 유동성 비용 가 필요하다. 그에 비해 매 시장에서는 

유동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매 시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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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거기서 생기는 계약자 효용의 증가를 독 력을 이용해서 보험회사의 이익으

로 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 을 략 으로 보

다 낮게 책정하여 해약을 원하는 계약자로 하여  매 거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매 시장의 극  이용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목표로 하는 계약자 타입에 변

화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 시장의 허용으로 인한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지 하는 보험 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계약자 타입으로부터의 

상  이익을 변화시킨다. Seog에서는 매 시장의 도입으로 인해 목표 계약자층이 

증가할 수는 있되 감소하지는 않음을 보이고 있다. 구체 으로는 매 시장이 허용될 

때 목표 계약자 타입이 일 경우에는 매 시장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목표 계약

자 타입이 인 반면, 매 시장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목표 계약자 타입이 체일 경우

에는 매 시장이 허용되어도 목표 계약자 타입이 체가 된다. 따라서 매 시장이 허

용되지 않을 경우 목표 계약자 타입이 이지만, 매 시장이 허용될 경우 목표 계약자 

타입이 부인 경우가 가능하다. 그 결과 다음의 정리를 얻는다.   

[정리 9] (Seog) 매 거래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가) 매 거래를 허용할 경우 균형에서 매 시장이 존재한다.

(나) 매 거래의 허용으로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은 증가한다.

매 시장 허용이 야기하는 소비자 후생과 사회 후생의 증가는 유동성 비용의 감 

뿐 아니라 목표 계약자층의 증가에 기인한다. 목표 계약자층이 증가함으로써 일부 계약

자층(타입  )의 효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의 결과는 매 시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이를 해 Seog에서는 매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를 추가 으로 도입하여 분

석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계약자가 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액은 이제 이 아

니라  가 된다. 이제 결과는 보험회사의 유동성 비용인 와 매 시장 거래

비용인 의 상 인 값에 향을 받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 매 시장이 존재할 수 있

으며 소비자 후생과 사회 후생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게 요한 것은 단 당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총비용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어서 매 시장이 단 당 비효율 이라 하여도 조건에 따라서는 매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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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고 후생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생이 감소할 수

도 있다.

3. 논의

석승훈․홍지민과 Seog은 보험 시장이 독 인 경우를 고찰하고 있어 보험 시장이 

완 경쟁 임을 가정한 DS, DHL, FK, 홍지민․석승훈의 연구와는 보험 시장을 다르

게 고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독  모형이라도 석승훈․홍지민과 Seog은 요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석승훈․홍지민은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

자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 단 는 표 계약자(representative policy- 

holder)가 된다. 즉, 마치 보험회사가 계약자 한 명과 계약을 하는 형태의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모든 계약자에게 용된다. 그에 비해 Seog에서 보험회사는 시장에

서의 잠재  계약자를 상으로 그  목표 계약자를 선정하는 차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일부 계약자층만을 목표로 보험 계약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Seog의  다른 특징

은 유동성 비용을 주요 해약 원인으로 상정했다는 이다. 유동성 비용을 이기 해 

보험회사는 매 시장의 존재를 극 으로 활용하게 되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과 사

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다. 다

른 연구들의 경우 완 경쟁이든 독 이든 매 시장의 허용은 제약으로 작용하여 사회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    

Gazert, Hoermann & Schmeiser(2008, 이하 GHS)는 계리 모델을 통해 매 시장 도

입 시 보험회사의 이익이 악화될 수 있음을 분석하 다. GHS는 한 회사 내에서 사망률 

가정 등을 도입하고 계리 으로 타당한 해약환   보험료를 계산한 뒤 시뮬 이션

을 통해 UL(Universal Life) 상품에서 보험회사의 해약익이 매 거래의 도입으로 인해 

낮아지는 상을 보 으며, 이를 보 하기 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상승시킴에 따라 

더 높은 사망 험을 가진 계약자들이 보험의 풀에 남아 있는 일종의 역선택이 발생하

게 됨을 지 하 다. 한 이러한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사차익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GHS의 결과는 매 거래의 도입이 향이 없다는 석승훈‧홍

지민의 주장이나 후생이 증가한다는 Seog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는 이론  논문들이 

역선택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GHS의 분석 역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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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사회 후생을 측정하고 있지 않아 직 인 비교는 

어렵다.

Ⅳ. 기타

Doherty & Singer(2002, 이하 DS)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해 가지는 수요 독

력에 을 맞추어, 매 거래의 도입이 수요 독 력을 낮출 수 있어 보험 계약자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를 설명하기 해 1기간 모형을 사용하 으

며, 정보의 비 칭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한 해약이나 매 시 발생하

는 비용은 0으로 가정하고, 개별 계약을 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DS는 계약자가 매 시장을 통해 해약환 보다 높은 가치를 회수할 수 있어, 계약

자가 악화된 건강으로 인한 유동성 험(financial risk) 역시 헤지할 수 있게 되므로 계

약자의 후생이 증 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DS의 연구에서는 매 시장이 존재한

다. 그러나 DS의 연구 역시 매 거래 도입 후로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하

고 있어 균형을 분석한 모형이라 할 수 없다. 완 경쟁 인 보험 시장의 가정 하에서, 

매 거래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지  보험 이 높아져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

면 이익이 음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Zhu & Bauer(2011)는 매 거래가 계약자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음을 주장

하 다. Zhu & Bauer는 보험 시장이 완 경쟁임을 가정하되, 매 시장에 을 맞추

어 2기간 모형에서 매 가격을 계산하고 매 거래가 소비자의 효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들은 DS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 칭성  해약 는 매로 인한 비용 

발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때 매 시장 역시 완 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이들은 계리 모델을 사용하여 매 가격을 계산하며, 이차형태(quadratic)의 효용함수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개선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은 매 거래가 

도입되어도 보험회사의 해약환 이 변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어 역시 균형을 분석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보험회사의 해약환 이 고정되어 있다면 계약자들은 

해약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매 거래를 선택할 것이므로 매 시장이 

존재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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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시장 

매 시장 
완 경쟁 독 /과

완 경쟁

DHL, FK, 홍지민․석승훈

(CW↓, π-, SW↓) 
DS, ZB(CW↑, π-, SW↑)

?

독
석승훈․홍지민(CW-, π-, SW-),

Seog(CW↑, π↑, SW↑)
?

과 ? ?

<표 1>  보험 시장과 매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기존 연구 결과의 분류

V. 논의

본 장에서는 표를 통해 기존 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비교는 추가 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다. 먼  보험 시장과 매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 연구  결과를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때 CW는 소비자 후생, 는 보험회사의 이익, SW는 사회 후생을 나

타낸다.

<표 1>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험 시장을 과  시장으로 두고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함

을 나타낸다. 실제 보험 시장은 과 에 가까운 시장으로 보험회사 간의 략 인 담합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2) 따라서 과 인 보험 시장을 가정하는 연구를 통해 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향후 요한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외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매 거래 시장을 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 가격은 모두 매 시  당시 사망보험 의 재가치인 순계약가

치와 같게 된다. 그러나 매 시장 역시 독  는 과 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에 따라 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매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후

생  사회 후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 역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경우, 공시이율 는 변액보험의 수수료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들의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

원회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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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요인
해약 이유 소득 흐름

보험 

수요 

분석

해약/
매

비용

정보

칭성

매 허용

/후 

해약환

매

시장 

존재

DHL
사망

험 

상속

동기 

상실

↗
개별

계약
0/0 칭 0/0 존재

FK
사망

험

상속

동기

상실

↗
개별

계약
0/0 칭

0/순계약가치

( 매가격)
비존재

홍지민 

석승훈

사망

험

상속

동기

상실

↘
개별

계약
0/0 칭

0/순계약가치

( 매가격)
비존재

석승훈 

홍지민

사망

험

상속

동기

상실

-
개별

계약
0/0 칭

순계약가치/
순계약가치

비존재

Seog
사망 험,
유동성

험

유동성 

충격
-

목표 

계약자층 
c, k/e 칭

순계약가치

이하/
순계약가치

이하

존재

DS
사망 험

유동성 험
- -

개별

계약
0/0 칭 - 존재

ZB
사망

험
- -

개별

계약
0/0 칭 - 존재

<표 2> 모형의 가정  결론별 분류

<표 1>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Seog의 연구를 제외하면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

거나 변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로 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트가 존재했던 Seog의 연

구를 제외하면 완 경쟁 시장  독  시장에서는 이미 소비자 효용이나 보험회사의 이

익이 극 화되어 있으므로 매 시장의 도입이 기존의 비효율 인 요소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후생이 개선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에 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를 주요 가정에 따라 <표 2>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매 시장 허용  해약환 의 수 을 살펴보면 보험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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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경쟁임을 가정한 연구들의 최  해약환  수 은 모두 0과 같다. 그러나 독 인 

보험 시장을 가정한 연구들에서는 최  해약환 이 0보다 크다. 이때 매 시장이 허

용될 경우, 고정된 모형을 제외하고는 해약환 이 부분 매 가격 수 으로 증가하

게 되어 매 시장의 존재를 막는다. 외 으로 Seog의 모형에서는 매 시장이 존재

하는 결과이므로 해약환 이 매 가격보다 작게 책정된다.    

한편 <표 2>에서 매 시장의 존재 여부는 모형의 가정에 따라 다르다. 부분의 연

구에서는 험 요인으로 사망 험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Seog에서는 사망 험

과 더불어 유동성 험도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는 해약의 

이유와도 련이 있다. 사망 험만 고려한 연구에서는 해약 이유를 상속 동기의 상실

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 Seog에서는 긴 한 유동성의 필요를 해약의 이유로 상정한다. 

소득 흐름의 측면에서는 1기와 2기의 소득 흐름이 일정하거나(석승훈․홍지민, Seog), 

증가(DHL, FK) 혹은 감소(홍지민․석승훈)하는 등 다양한 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소득 흐름의 변화가 매 시장 존재 자체에 요한 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망 험 외 유동성 험을 고려한  다른 연구인 DS의 경우 이러한 요

소를 모형에 명확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FK와 홍지민․석승훈의 연구에서는 매 거래의 허용 시 보험회사가 매회사의 진

입에 비하여 매 가격 이상으로 해약환 을 설정하여, 매회사가 진입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석승훈․홍지민의 연구는 매 거래의 허용이 기존의 보험 계약

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역시 매회사가 진입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매회사가 유인이 없어도 진입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모두 

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 다. 그에 반해 DHL에서 매 시장의 존재는 

사실상 가정에서 해약환 을 0으로 고정시킨 데 기인한다. 이 가정은 비 실 일 뿐

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략  선택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가정은 DS나 

ZB에서도 발견된다. DS의 경우 보험료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ZB는 해약환

이 고정된 상황 하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 시장의 허용은 보험회사

의 행동과 략에 향을 으로써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들이 무시되

어 있다는 이 이들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Seog과 다른 연구의 요 차이 은 비용을 고려한다는 이다. Seog에서는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유동성 비용과 매 시장의 거래 비용에 이르기까지, 비효율  요소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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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매 시장의 존재에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해약환 이 내생 으로 결정되는 경우  Seog의 연구에서만 매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모든 연구에서 정보 비 칭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망 험에 해서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함께 알거나 혹은 모르더라도 함께 모른다(동시 학습). 그러나 보

험 시장에서의 요 문제 인 정보 비 칭을 고려한다면 매 시장이 좀 다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으로 각 모형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미래의 연구 방향에 한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들의 약  악이 도움이 될 것이다. DS는 매 시장의 연구

를 진한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그 근법은 경제학 으로는 문제가 있다. 보험

회사의 략  응이 무시되고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구매 독

(monopsony) 상실은 단기 인 효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ZB나 

DHL에서도 발견된다. ZB나 DHL에서 해약환 을 일정 수 으로 고정시킨 것은 

매 시장 허용의 향을 충분히 밝히기 어려운 가정으로 보인다.

한편, Seog과 다른 모형을 비교해 보면, 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후생에 악 향

을 끼치는 이유가 경제학  근법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완 경쟁이나 그 반 로 독 을 가정할 때, 완 경쟁에서는 소비자의 후생이 극 로 되

며 독 에서는 그 후생이 독  기업의 이익으로 흡수되어 극 화된다. 어느 경우이든 

매 시장의 도입은 이러한 행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후생은 감소하게 된

다. 소비자 후생만을 보아도 완 경쟁의 경우에는 감소하기 쉽고, 독 의 경우에는 0으

로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실에 직  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

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은 Seog에서도 확인된다. Seog에서는 독 을 가정하지만, 계

약자로부터 이 해 갈 수 없는 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 시장이 존재하면서 소비자 

후생과 사회 후생이 증가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한편, DHL에서 상정하 고 FK와 홍지민․석승훈도 따랐던 가정인 매 시장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를 고려해 보자. DHL에서는 매 시장의 경쟁 정도가 높을수

록 는 1에 가까워 간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매 시장이 완 경쟁이라면 =1이 되

어 계약자는 매 가격을 최 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법의 암묵 인 

제는 매 시장의 경쟁 정도가 보험회사와 무 하게 결정된다는 이다. 이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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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 시장의 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 시장에 있어서 경쟁은 비단 매회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역시 해

약환 을 통해 매회사와 간 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무 하게 매 시장의 경쟁 정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래의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 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기존의 

연구에서 빠져 있는 분야( : 과  보험 시장)나 가정에 의미 있는 변화( : 정보 비

칭, 비용의 추가)를 으로써 매 시장의 향을 다각 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매 

시장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정책 제안  맺음말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매 시장 도입에 해 검토해야 할 들을 살

펴보고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거론된 바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매 시장 도입을 검

토하는 데 있어 먼  보험 시장의 경쟁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 회사와 소비자의 후생 증감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  상  3사(삼성, 한, 교보)의 수입 보험료 기  시장 유율은 50.3%에 이

르러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 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독   완

경쟁의 가정을 다룬 연구의 이해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감 여부를 추론하는 데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이익 증감 규모와 보험 수요의 탄력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 Seog과 같이 매 거래 도입에 따라 해약익이 감소하더라도 보험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고객층을 늘린다면 기존의 보

험을 구입하지 못하던 소비자층이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해 이러한 요인들을 신 히 검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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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ettlement market is a secondary market for insurance policies. The introduction 

of the settlement market affects the desig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surers’ profits, 

and the consumer and social welfare. The effects also depend on the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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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yze the theoretical studies of the effects of settlement on the insurance market, 

and propose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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