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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기간 독  보험 시장 모형에서 생명보험 매제도 도입이 후생에 미치는 단기 인 

향을 살펴본다. 기존 계약자에 해 보험 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보험 계약자들은 

매 거래를 통해 해약환 에 비해 높은 매 가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보험회사는 지  보험 의 증가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게 되나, 계약자 후생의 증가분이 

이익의 감소분을 상쇄한다면 사회 후생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 거래의 허용이라는 

충격이 계약자  사회 후생에 가져올 수 있는 단기 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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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명보험 매 거래(Life Settlement, 정산 거래)란 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본

인의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생

명보험 매 거래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 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해약환 은 일반 으로 사망 보험 에 비해 매우 낮다. 한 해

약환 이 존재하지 않는 정기보험과 같은 상품도 존재하므로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해지를 통해 필요 자 을 회수하기란 쉽지가 않다. 생명보험 매 거래가 허용될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약환 에 비해 높은 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을 매수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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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시행 

시기
1989~1991 1992~1996 1997~2002 2002~2005

2006. 4~
2009. 9

2009.1 0~ 2012. 7~

남자 65.75세 67.16세 68.39세 72.32세 76.4세 78.5세 80.0세

여자 75.65세 76.78세 77.94세 80.90세 84.4세 85.3세 85.9세

출처: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표 1> 경험생명표 평균 수명의 변동 추이

자자는 보험료를 납하고 사망 보험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생명보험 매 거래는 기  여명이 통상 2년 이내의 보험 계약자를 상으로 

하는 말기 매(VA: Viatical Settlement)와 65세 이상의 계약자를 상으로 하는 정산 

거래(LS: Life Settlement)로 나뉜다. Conning & Co.(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 기술

의 발달로 인해 기  여명이 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부분의 거래는 정산 거래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매 거래로 통칭하기로 한다. 

매 거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9년 

기  매된 보험 액이 2,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9년

에 생명보험 매제도에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 으나 재 특별한 성과는 없는 실

정이며, 매제도의 도입에 한 찬반 양론이 여 히 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해약환 이 사망보험  는 매 가격에 비해 히 낮은

데다 계약자가 해약 외 매 거래라는 추가 인 옵션을 갖게 된다는 에서 보험 소비

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최근 의료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

명이 <표 1>의 경험생명표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라는 을 들어 보험 계약자

가 매 거래를 통해 생활 자   병원비 등을 확보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리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매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해 보험 계약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 은 외국에서도 보고된 이 없다는 을 들어 

매제도 도입 반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반면 반 하는 입장에서는 보험  지 이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손익이 악화되고, 이

에 따라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 소비자들의 후생을 악화시킬 것이

라는 을 지 하고 있다. 한 문 이고 복잡한 보험 상품의 속성으로 인해 보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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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공정한 가치를 매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게다가 매 

거래 투자자가 보험 계약자를 고의로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에 열린 생명보험 매제도에 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첫째, 미국에서 스톨

리(STOLI: Stranger-Owned Life Insurance, 수익 추구를 목 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

약)의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 인 세 이 부과되어 계약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 둘째, 스톨리로 인해 매회사가 노년층에게 고액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망하면 

보험 을 타내는 등의 문제 이 존재한다는 , 셋째, 보험 가입자의 사생활인 의료 기

록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 없이 매 거래 업체에 의해 유출되는 등 계약자의 인격권

을 침해한다는 , 마지막으로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매 거래가 보험 본질을 

훼손한다는  등으로 인해 매제도 국내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Deloitte(2005)의 보고서 역시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이러한 매제도의 도입이 소비자  사회에 가져

올 수 있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매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기 인 

향을 살펴보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매제도 도입 직후의 향 분석을 목 으로 

하고 있어 좀 더 단기 인 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Hong & Seog 

(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모형을 2기간으로 확장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는 보

험 계약의 재 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 거래의 도입은 기존 계약자들에게 하나의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그 옵션 가치만큼의 소비자 후생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론

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보험 계약자가 긴  자 을 필요로 하는 유동성 험의 크기

에 따라 후생 증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역시 함께 살펴보고 있다. Hong & Seog은 장

기 인 균형 모형을 고찰하 기에 매 시장 도입이 기존의 계약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서는 분석하지 못하 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을 고찰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매 거래 도입 후를 비교하여 후생 변화 등을 도출하기로 한다. IV장에서는 간단한 

제를 통해 후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고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린다.



116  經營論集, 第 47 卷 統合號

II. 선행 연구

Doherty & Singer(2002, 이하 DS)의 연구는 최 로 매제도의 도입이 계약자 후생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논문으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DS는 보험 계약자가 해약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 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에 

해 일종의 수요 독 력(monopsony power)을 가지게 됨을 지 하고, 매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한 경쟁을 증가시켜 계약자 후생을 증 시킬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보험 매회사인 코벤트리 퍼스트(Coventry Firs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2년 미국

에서 보험 계약 매를 통한 보험 계약자의 이익 증가( 매 가격과 해약환 의 차이)

분이 2억 4,000만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Daily, Hendel & Lizzeri(2008, 이하 DHL)은 완 경쟁 인 보험 시장을 가정하고, 2

기간 모형을 통해 매제도의 도입이 보험 시장  후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이론 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Fang & Kung(2008, 이하 FK)은 DHL의 이산형 모형

을 연속 모형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해약환 이 0임을 가정했던 DHL과는 달리 내생

으로 최  해약환 이 0임을 보인 후 매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다. 한 홍지민․석승훈(2012)의 연구는 DHL이 제시한 보험 계약자의 2기 소득이 

1기 소득에 비해 낮을 경우 매제도의 도입이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추론이 사실

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DHL과 FK, 홍지민․석승훈의 연구는 모두 매제도

의 도입이 보험료의 상승을 야기하여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

한편 석승훈․홍지민(2012)의 연구는 앞서의 연구와 달리 독 인 보험 시장을 가

정하고 있다. 완 경쟁 시장을 가정한 연구들은 소비자 후생을 극 화하기 해 보험 

계약이 디자인되는 반면, 이들의 연구에서는 매 시장 도입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해 보험 계약이 디자인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효용은 0이 된다. 이때 매 

시장이 도입되어도 여 히 계약자의 후생은 모두 보험회사로 이 되어 소비자 후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어 체 으로 사회 후생이 

어든다는 것이다.

Hong & Seog(2014)의 연구는 동질 인 소비자를 가정하여 표 계약을 분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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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개별 계약자들이 서로 다른 유동성 험에 직면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보험 수요 측면에서 근하고 있다. 이때 유동성 험이란 계약자가 

의 필요로 인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매하게 되는 험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는 보

험 계약자가 도 해약 시의 낮은 해약환 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보험 매를 통하여 보험 계약을 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됨으로

써 보험 계약에 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DS의 

추론처럼 경쟁의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의 독  이익  보험료당 독  트가 감소하

게 된다. 한 보험료가 실제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요가 증가한다면 소

비자 후생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Hong & Seog의 경우 독  보험 시장

을 가정하고 있어 매 거래의 도입이 보험회사의 이익 감소를 가져오나 이러한 가정을 

완화할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의 매출  이익 증가 역시 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이론 연구 외에 실증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Gazert, Hoermann 

& Schmeiser(2008, 이하 GHS)는 계리 인 가정을 도입하여 손익 모델을 통해 매 거

래의 허용이 보험회사의 이익 악화를 가져옴을 보이고 있다. GHS는 해약환 이 사

망 보험 에 비해 낮으므로 해약 시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해약익이 매 거래의 허용으

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UL(Universal Life) 상품의 시를 통해 보이고 있다. 한 보험

회사는 해약익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 하기 해 보험료를 상승시키게 되므로, 더 높

은 사망 험을 가진 계약자들만이 보험을 구입하여 보험회사의 보유 계약에는 더 높은 

험률을 가진 계약자들만 남아 있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됨을 지 하 다. 

Januario & Narayan(2013)에 따르면, 7,164명의 계약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 

거래의 허용이 최  4배까지 해약환 의 상승을 야기하 으며, 이러한 해약환 의 

상승이 기존 계약자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DS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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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도입될 경우의 실익에 해 분석하 다. 그 결과 실제 매 거래가 고령화에 

비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는 매제도 찬성 측의 입장과는 달리 노년층이 이익을 얻기

가 어렵고, 매 거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발병 후 2~3년이라는 비교  단기에만 매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한 이미 국내 보험사들이 선지  특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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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어 매 투자자가 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인 망을 내놓고 있다.

이 외에도 권 수․이형철(2006)은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국내에는 보험 계약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한 수단이 미비한 만큼 제도 도입  보호 수단에 한 충분한 논

의와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Hong & Seog(2014)에 바탕을 두고 모형을 2기간으로 확장한다. 그런 후 

매 거래의 허용이 가져오는 단기 인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III. 기본 모형

먼  본 연구에서는 Hong & Seog의 가정을 따라 보험 시장은 독  시장으로, 매 

시장은 완 경쟁 인 시장으로 가정한다. 1기간을 분석한 Hong & Seog의 모형을 2기

간 모형으로 확장하여 생명보험 매 거래 도입의 향을 살펴보되, 단기 인 향에 

을 두기로 한다.

보험 계약자는 t = 0 시 에서 보험료 Q를 내고 보험을 구입한다. t = 1 시 에서의 

사망률은 이며, 이때 살아남은 보험 계약자는 q의 확률로 유동성 험에 처하게 된

다. 이때 유동성 험이란 계약자들이 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자 이 필요하게 

되는 소득 험을 가리킨다. 이러한 q는 계약자들의  분포 함수 를 갖는 인구 

분포 함수 에 따라 [0,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하자.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를 q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실제 보험회사

는 계약자의 건강 상태, 즉 사망률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계약자를 차별하는 것이 법으

로 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이 실을 좀 더 잘 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q의 확률로 유동성 험에 처한 계약자는 해약 는 매 거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해약환 은 S로 나타내기로 한다. t = 2 시 에서 보험 계약자는 이제 의 확률로 사

망하게 되며 매기 할인율은 로 동일하다. 유동성 험 q 외 계약자의 사망 험은 모

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즉, 재의 모형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

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독  시장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Q는 순보험료에 트인 R을 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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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고 하자. 이때 트 R은 독  보험회사의 마크업(mark-up) 는 부가보험료 등

으로도 볼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유동성 험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계약자에게 용되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이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계약자는 상태의존 인 효용 함수(state-dependent utility)를 가지는데, 살아 있을 때 

c를 소비한다면 계약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u(c),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계약자의 후

손( 는 사망 보험 의 수령인)이 c를 소비할 때 계약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v(c)로 

나타내기로 한다. 각각의 효용함수는 모두 2회 이상 미분 가능하며, 강오목한(strictly 

concave) 함수임을 가정하기로 한다. 즉 ′    ″    ′    ″   이다.

매 시 (t = 0, 1, 2)에서의 계약자 소득을 로, t = 1시 에서 유동성 험을 

겪을 때의 소득은 로 나타낸다. 이때 계약자는 유동성 험으로 인해 y만큼의 소

득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q의 유동성 험을 가진 계약자가 보험을 구매했을 때의 효

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은 다음 식 (3)과 같이 표 된다.


    (3)

보험 계약자는 순효용(net benefit), 즉 보험을 구매했을 때의 효용과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보험을 구입하게 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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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험 계약자가 해약환 이 높을 때 략 으로 해약을 선택하는 경우를 배제하

기 해 보험을 유지했을 때의 기  효용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의 기  효용보다 높다

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계약자는 유동성 험으로 인해 낮아진 소득을 보 하기 

해 어쩔 수 없이 해약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이 성립

한다. 

1. 매 거래가 허용되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계약자를 차별할 수 없음을 가정하고 있

으므로, 독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 화할 수 있는 특정 수 의 유동성 리

스크를 목표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순효용을 최 한 보

험회사로 이 시켜야 이익을 극 화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의 순효용이 0이 되는 수

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의 보조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 

[보조정리 1] 보험회사의 목표 유동성 리스크에 비해 낮은 유동성 리스크를 가진 계약

자들이 보험을 구입한다.

[증명] 보험회사가 목표로 하는 유동성 리스크를 q라 하자. 이때 q'을 가진 계약자가 

보험을 산다면 ′≥ 가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q와 q'은 다음 식을 만족한

다.

′   ′′ 
      ′
≥  



       

⇔′′′ ≥ 
⇔′           ≥             (5)

  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을 만족해야 부등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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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한다. 즉, 보험을 구매하는 계약자들의 유동성 험은 보험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동성 험보다 작거나 같다.

[보조정리 1]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개별 유동성 험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여 보험

회사 내로 이 하지 못하는 순효용이 존재함을 보여 다. [보조정리 1]은 Hong & Seog

의 1기간 모형의 결과와 사실상 동일하다.

독  보험회사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목표 유동성 험  최  해약환 의 수 은 

보험회사의 이익 극 화 문제를 통해 결정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6)

보험회사의 이익극 화 식인 (6)에서, 해약환 이 t = 1 시 에서 사망 보험 의 

재 가치인 보다 작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보험회사는 목표로 한 유동성 험

에 비해 더 낮은 유동성 험을 가진 계약자들로 인해 라이싱한 것보다 더 많은 사망 

보험 을 지 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기 이익은 계약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트에서 이러한 지  보험 의 차이만큼을 차감한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면 최  계약이 다음과 같은 [정리 1]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정리 1] 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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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증명] 최 화 문제 (6)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 함수를 얻을 수 있다. 

  ′′ 


′
′ 

   ′ ′′ 
   ′     (9)

S와 q에 한 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                (10)

  ′ ′ 
    ′  ′     (11)

      

 ′ ′  ′                                               (12)

따라서 이들을 정리하면 [정리 1]을 얻을 수 있다.

[정리 1]의 (7)은 보험회사의 최  해약환 이 해약환 에 한 한계 수입이 한

계 비용과 동일한 수 에서 결정됨을 가리킨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유동성 험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므로 해약환  한 단 를 증가시킬 때 계약자들로부터 보험회

사로 이 해 올 수 있는 계약자들의 효용은 ′′ ′  과 같다. 한 이는 보

험회사가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이 된다. 반면, 해약환 의 상승에 따라 보험료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계약자들의 효용은 감소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감소분인 

′ 


′
만큼 계약자들의 효용을 보험회사로 이 시킬 수 없게 된다. 즉, 이

러한 감소분이 보험회사에게는 한계비용이 된다. 

식 (8) 역시 같은 방식으로 q를 한 단  변화시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한계 수입과 한

계 비용이 같아지는 에서 보험회사의 목표 유동성 험 수 이 결정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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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에 의해 결정된 최  을 으로 나타내고, 소비자 후생(con- 

sumer welfare)을 개별 계약자들의 순효용의 합으로 정의하도록 하자. 소비자 후생은 

다음 식 (13)과 같다.








     









  (13)

한편, 식 (3)은 식 (14)를 의미한다.




  ′     (14)

따라서 (14)에 의해 (13)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된다.






   (15)

식 (15)는 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때의 효용과 해약할 때의 효용 차이를 보험회

사가 모두 흡수하지 못함을 보여 다.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q에 

따라 계약자를 차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가 이로 인한 차이를 나

타낸다. 

한편, 사회 후생을 소비자 후생과 보험회사 이익의 합으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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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 거래가 허용될 때

이제 매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매 시장이 완  시장(perfect 

market)임을 가정하기로 하자. 이에 따라 매 거래에 추가 으로 드는 비용은 없다. 따

라서 t = 1 시 에 매 거래가 허용된다면 계약자는 본인의 보험 계약을 사망보험 의 

공정 가치인인 에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리 1]에 의해 결정된 해약환 의 

수 이 매 가격보다 높다면 매 거래의 허용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계

약자가 매 거래가 아닌 해약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매 시장이 존재하지 못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2]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경우 매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 




≤′      (17)

[증명] 식 (17)은 [정리 1]의 식 (7)을 S가 보다 큰 경우를 고려해 변형한 식이다.

[보조정리 2]는 매 가격이   수 에서 해약환 의 한 단  증가에 따른 보험

회사의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에 비해 여 히 높음을 나타낸다. 즉, 보험회사는 해약환

을 증가시켜 계약자로부터 더 많은 효용을 보험회사 내로 이 시켜 올 수 있다. 따

라서 [보조정리 2]와 같은 조건이 만족될 경우, 최  해약환 의 수 은 매 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매 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매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즉 해약환  S*가 매 가

격 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3. 후생의 비교

앞서 보인 [보조정리 1], [보조정리 2]와 [정리 1]은 Hong & Seog과 같은 의미를 나



홍지민․석승훈  125

타낸다. Hong & Seog이 1기간 모형에서 매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와 허용되었

을 때의 각 균형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2기간 모형에서 매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단기 인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 으로 보험 계약은 외부조건이 변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일방의 청구에 의해 

보험료 등에 한 재 상을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지되어 있다. 따라서 

매 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실 이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자는 증가하는 해약환  수 만큼 후생 증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리 2]로 요약된다.

[정리 2] 

(1) 매 거래가 허용되었을 때 재 상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

다. 이때 증가분은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18)

(2) 보험회사의 이익은 감소한다. 감소분은 다음 식과 같다.






   (19)

(3) 사회 후생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사회 후생이 증가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

[증명] 

(1) t = 1 시 에서 매 거래가 허용될 때의 소비자 후생을 로 나타내기로 하

자.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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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식 (21)을 식 (13)과 비교하면 소비자 후생의 변화분은 다음과 같다.  






   (22)

효용함수 가 증가함수이므로   이다. 따라서 소비

자 후생은 식 (22)만큼 증가하게 된다.

(2) 매 거래가 허용되면 보험회사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23)

따라서 이익의 변화분은 다음 식과 같다.

  






        

      




           (24) 

즉, 이익은 감소한다.

(3) (1)과 (2)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24) = 




   (25)

즉,   이면 사회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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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거래의 허용은 계약자로 하여  유동성 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매 거래라는 

 하나의 옵션을 갖게 해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단기 인 소비자 후생의 증가분은 옵

션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한 [정리 2]의 결과에 따라 사회 후생은 증가할 수도, 감소

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는 상 지  보험 인 S*에 비해 매 거래로 인하여 더 높은 

보험 을 지 하게 되므로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이익 감소분에 비

해 소비자 후생의 증가분이 더 크다면 사회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4. 유동성 험의 크기와 후생 변화

이제 유동성 험에 따른 소득 충격 y에 따라 단기 인 소비자 후생 변화의 증감에 

해 살펴보자. ′은 감소 함수이고,  ≥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  ′      (23)

즉, 작스러운 유동성 험으로 인한 소득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계약자는 매를 

통해 소득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단기

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리 3]으로 요약된

다.

[정리 3] 유동성 험에 따른 소득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매 거래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분의 크기는 증가한다.

IV. 시

간단한 시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해 

유동성 험 q가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한편, 계약자가 살아있을 때 

W를 소비한다면 효용 함수는  exp , 계약자가 사망하 을 때 후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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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소득 충격 y의 크기에 따른 사회 후생의 증가분

<그림 1> 매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소득 충격 y의 크기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증가분

W를 소비한다면 효용 함수는   exp라 가정하기로 한다. 2기의 사

망률이 1기에 비해 높다고 가정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단하여 기값은 

        를 주고 시뮬 이션을 시작한다. 할인율은 3%를 

사용하 으며, y=3을 기 으로 y값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결과는 <그림 1>, <그림 2>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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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CW △SW

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

4.1
4.2
4.3
4.4
4.5
4.6
4.7
4.8
4.9
5

1.3470 
1.3742 
1.4019 
1.4303 
1.4591 
1.4886 
1.5187 
1.5494 
1.5807 
1.6126 
1.6452 
1.6784 
1.7123 
1.7469 
1.7822 
1.8182 
1.8549 
1.8924 
1.9306 
1.9696 
2.0094 

0.2697 
0.2969 
0.3247 
0.3530 
0.3819 
0.4114 
0.4414 
0.4721 
0.5034 
0.5354 
0.5679 
0.6012 
0.6351 
0.6697 
0.7050 
0.7410 
0.7777 
0.8152 
0.8534 
0.8924 
0.9322 

<표 1> 매 시장이 도입될 때 소득 충격의 크기에 따른 소비자 후생  사회 후생의 변화

우리는 제를 통해 계약자가 유동성 험에 따라 겪게 되는 소득 충격의 크기에 따

라 매 거래의 허용이 단기 으로 계약자  사회 후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는 [정리 3]의 결과와 같이 소득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계약자 후생의 

증가분  사회 후생의 증가분이 커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균형 분석의 결과는 

Hong & Seog을 참고하길 바란다.

V. 결론

본 연구는 Hong & Seog(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매 거래의 도입이 단기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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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후생  사회 후생에 미칠 수 있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이를 좀 더 면 히 살펴

보기 해 Hong & Seog의 1기간 모형을 2기간 모형으로 확장하 다. 이러한 2기간 모

형은 좀 더 효과 으로 단기 인 효과를 분리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매제

도 도입에 따라 계약자는 해약이 아닌 매라는 추가 인 옵션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은 후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독  보험회사는 지  보험 의 

증가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게 되나, 소비자 후생의 증가분이 이익의 감소분보다 크면 

사회 후생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기 으로 매 거래의 도입이라는 충격 하에서 보험회사가 재

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 이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존 계약자의 경우 재 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옵션 가치가 더해지므로 

후생이 증가하게 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

자 등을 포함하여 계약자 후생을 분석하게 되면 논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Hong & Seog의 연구에 따르면 매 시장의 허용은 언제나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때 보험료의 상승은 기존 수요자들의 효용을 일부 감소시키는 신 해약의 험이 높

았던 계층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다는 에서 계약자들 간에 후생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후생의 재편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증가 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들을 잘 고려하여 미래에는 신규 계약자  기존 계약자 간의 후생을 비교

해 보는 모형을 고안하는 것 역시 좋은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들은 보험 시장이 완 경쟁 이거나 독 인 경우에 한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좀 더 실 인 분석을 해 보험 시장이 과 인 경우 등을 분

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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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hort Term Effect of Life Settleme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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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 the short term effect of an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market on the 

welfares in the two-period monopoly insurance market model. Given the commitment 

of the insurer, consumer welfare can be enhanced when policyholders can get a higher 

settlement value than the contracted surrender value.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s 

profit decreases because it has to pay the higher benefit than the surrender value. If 

the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is greater than the decrease in the insurer’s profit, 

then social welfare can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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