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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lvency II의 등장: 유럽연합과 저금리

1. 유럽보험시장의 등장

2. 저금리

3. 유럽보험시장의 규제혁신

4. Solvency II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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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보험시장의등장 (1994)

• Solvency II 적용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 EU 28개국 + EFTA 3개국) 31개국 보험시장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EEA 제외)로 구성

Ⅰ. Solvency II의 등장: 유럽보험시장과 저금리

자료: EU(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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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럽보험시장규모

• 유럽보험시장은 세계 3대 시장

- 북미, 아시아 보험시장이 유럽보험시장과 함께 세계시장을 1/3씩 분할

• 유럽보험시장 내 주요 4대 시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2017년 보험료 기준 4개국의 시장점유율(CR4)은 64.7%

* 한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2017년 유럽보험시장의 13% 수준

주: 1. 세계보험시장점유율(2017)의 유럽 점유율은동유럽 등 유럽지역보험시장을모두 포함한 수치임
2. 유럽보험시장점유율(2017)은 EU 기준임

자료: Swiss 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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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금리 (prolonged low interest rates)

• 유럽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금리 하락을 경험

자료: tradingseconomics.com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영국 (10년 만기 국채)

독일 (10년 만기 국채)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Ⅰ. Solvency II의 등장: 유럽보험시장과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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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금리이전과이후

• 1980년대 이후 시장환경을 특징 짓는 키워드 (Levy · Temin, 2007)

- 규제완화(De-regulation): 시장경쟁 촉진; 진입규제, 상품 및 가격규제

- 규제강화(Re-regulation): 건전성 보호; risk-based solvency test, 시가회계, 지급보장기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자료: tradingseconomics.com

Ⅰ. Solvency II의 등장: 유럽보험시장과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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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보험시장의규제혁신(regulatory reform)

• 제3차 보험지침(1994)과 금융시장통합플랜(1999~2005)

- 경쟁 촉진 위한 감독 개입 최소화: 단일면허, 상품 및 가격 규제 철폐

- 저금리 대응 공통 기준 마련: 시가회계(IFRS)프로젝트와 자본건전성기준(Solvency II)프로젝트

시가회계

+ 지급능력평가

상품 및 가격

개입 금지

자유로운

시장진입 허용

유럽연합 + 저금리

Ⅰ. Solvency II의 등장: 유럽보험시장과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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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lvency II Project

•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능력평가 (market-consistent and risk-based solvency test)

• Solvency II Project (2001~2009): 2차례 시행 연기(2012-2014-2016) 후 2016년 적용

• Insurance Contracts Project (1997~2017): 1차례 시행 연기(2021-2022)

• 1997 Solvency I Project (phase 1) 시작

건전성규제 (Solvency) 프로젝트 보험회계 (IFRS 4 / IFRS 17) 프로젝트

• 1997 Insurance Contracts  Project 시작

• 1999 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

• 2001 Solvency II Project (phase 2) 시작

• 2002 Solvency I Project (phase 1) 완료
KPMG 보고서, Sharma 보고서

• 2003 보험감독위원회(CEIOPS) 신설

• 2004 Solvency I (phase 1) 시행 • 2004 IFRS 4 (phase 1) 시행

• 2001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공표

• 2007 Solvency II 지침초안 마련 • 2007 Discussion Paper(phase 2): 공정가치

• 2009 Solvency II 지침(2009/138/EC) 제정

• 2010 제5차계량영향평가(QIS5) • 2010 Exposure Draft(phase 2): 이행가치

• 2005 (~2008) phase 2 계량영향평가(QIS1~4)

• 2011 장기보증영향평가(LTGA)
CEIOPS→EIOPA(거시건전성감독추가) 

• 2014 Solvency II 지침개정(Omnibus II)

• 2013 Revised Exposure Draft(phase 2)

• 2002 phase 1과 phase 2로프로젝트 분리

• 2003 Exposure Draft (phase 1) 

자료: EIOPA; IASB

Ⅰ. Solvency II의 등장: 유럽보험시장과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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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1. 유럽보험시장의 경쟁 촉진

2. 유럽보험시장의 저금리 대응

3. Solvency II  지급여력평가

4. 시장 안정과 Solvenc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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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보험시장의경쟁촉진

• “잘못된 정보와 불완전판매는 여전히 감독 현안,  그러나

과도한 보험료(overpricing)는 더 이상 감독 현안이 아니다.” (Pradier·Chneiweiss, 2016)

• 손해보험시장의 경쟁 심화 (Eling et al., 2009)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보험료 (1996-2014)

자료: Pradier·Chneiwei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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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럽보험시장수익성추이

• 67개 보험회사(유럽보험시장 전체 자산의 70% 차지) ROA 분석

- 평균 ROA는 전 기간에 걸쳐서 1%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 유럽보험시장 전체: 평균 ROA 0.5% 수준

67개 보험회사 ROA 분포(2004~2016)

주: 1. Box Plot의 상한과 하한은 90번째, 10번째 백분위수, 상자 상단과 하단은 75번째, 25번째 백분위수, 상자 내 실선은 중위값임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6;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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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럽장기보험의수익성

•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확연한 ROA 하락 추이를 보임

• 생명보험의 ROA 하락 추이는 시장경쟁보다는 지속적인 저금리 영향이 크게 작용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2). 원전은 Bloomberg Annual/Quarterly Data

산업 간 ROE 기간별 비교 보험산업 간 ROA 기간별 비교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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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럽생명보험시장의시장집중도상승

• 유럽 생명보험시장에서도 효율성이 높은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생명보험시장의 시장경쟁은 약화되는 추이를 보임

-10개 유럽 생명보험시장을 Boone 지수로 분석 (Cummins et al., 2017)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주: Boone지수는 한계비용이낮은 기업일수록높은 시장점유율을차지한다는가정에서측정하며, Boone 지수 값이 마이너스(-)이면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높다는 의미이고 절대값이클수록 경쟁 압력이 커짐을 의미함

자료: Cummins et al. (2017)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 생명보험시장 Boone 지수의 연도별 추이(199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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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보험시장의저금리대응

• 오래 전부터 준비된 저금리 대응: 크게 4가지 형태가 보편적 (CEIOPS, 2007) 

- 감독당국: (1) 신계약 최대보증이율 상한 하향 조정, (2) 위기상황분석

- 보험회사: (3) 장기국채 투자, (4) 투자형 또는 순수보장형 상품 판매 확대

유럽 각국 금융당국의 대응 보험회사의 대응

• 금리 관련모니터링및 보고 요건 강화

• 위기상황(stress testing) 및 민감도 분석

• 금리위험특별준비금적립 요구

• 책임준비금할인율조정 등 평가방식수정

• 신계약에 적용할 보증이율 상한 하향 조정

• 투자정책변화 요구

• 계약자배당축소

• 요구자본수준 조정

• 특정 상품판매금지

• 보유계약미래보험료에대한보증이율 축소

[신계약]

• 신계약 보증이율 조정

• Unit-linked, 순수보장 확대

• 특정 이율보증상품판매 중지

• 이율보증수정 조항약관 반영

• 신계약보장기간축소

• 신용보험등 대체시장모색

[보유계약]

• 이익배당축소

• 준비금추가적립

• 계약전환캠페인

• 보유계약조건변경

[ALM 전략 등]

• 비용절감

• 매칭, 헤지 등 ALM전략 수정

• 고수익투자 확대

자료: EIOPA (2016)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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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계약적용보증이율상한하향조정

• Solvency II 이후에도 보증이율 상한 조정제도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음

- 보증이율 상한은 일반적으로 국채수익률에 연동: 유럽보험시장 2015년 평균 1.66% 

• 그러나 신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저금리 대응에는 제한적임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5.12)

회원국 보증이율 상한 Solvency II 이후 지속 여부

오스트리아 1.50% 지속

벨기에 3.75% 지속

체코 1.30% 폐지

덴마크 1.00% 지속

프랑스 0.00% 지속

독일 1.25% 지속여부 검토

그리스 3.35% 폐지

이탈리아 1.00% 폐지

룩셈부르크 0.75% 지속

리히텐슈타인 1.50% 지속

노르웨이 2.00% 폐지

루마니아 2.50% 폐지

유럽보험시장 최대보증이율제도 적용 현황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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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투자형상품비중확대

• Solvency II 이전에도 이미 생명보험시장 전체 보험료의 40% 수준(2004); 2016년 22% 수준

- 2016년 책임준비금의 26% 수준, 중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비중은 30% 내외

• Solvency II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자본 부담이 많은 보험상품 비중 축소

0%

20%

40%

60%

80%

EEA France Germany Italy UK

손해보험 생명보험 지수/실적연동

총자산 대비 책임준비금 구성비 (2016)

주: 1. Box Plot의 상한과 하한은 90번째, 10번째 백분위수, 상자 상단과 하단은 75번째, 25번째 백분위수, 상자 내 구분선은 중위값임
자료: EIOPA Statistics,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2; 2018.6)

Unit-linked 회사별 보험료 비중 (2016)

2016 2017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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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금리대응의변화

• 저금리는 구조적인 문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어려움

• 최근에는 고수익 투자(search-for-yield)가 증가: 31% (비유동성 + 고수익 채권)

- 상품구성 변화(29%)가 꾸준하게 추진

상품 구성 및 가격 조정

(신계약), 29%

담보 및 가격 조정

(보유계약), 18%

자산 듀레이션 증대, 

9%

고수익 채권투자 확대, 

9%

비유동성 자산투자

확대, 23%

헤지 활용 확대, 9%

저금리 영향 미미, 3%

유럽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수단 (2017)

자료: Moody’s  Investors Service (2017)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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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럽보험시장자산구성

• 이자수익자산 중심의 자산 구성 유지

- 수익 추구형으로 자산 구성 변화

• 투자(실적연동)형 상품의 대응 자산은 주식, 투자펀드/집합투자 비중이 높음

2016 EEA 전통형 Unit-linked

국채 22.5% 28.4% 5.9%

회사채 21.1% 27.0% 4.6%

주식 13.6% 12.1% 17.7%

투자펀드 31.2% 19.3% 64.8%

현예금 3.7% 4.2% 2.4%

모기지 등 5.4% 6.9% 1.5%

기타 2.4% 2.1% 3.2%

자료: CEIOPS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4.12; 2009.12),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2), EIOPA Statistics

유럽보험시장의 운용자산 구성 (200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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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

90%

채권 주식/펀드 부동산등 채권 주식/펀드 부동산등 채권 주식/펀드 부동산등

2004 2008 2016

EEA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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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산운용유형

• 주요 보험시장의 상품구성에 대응하는 자산구성 특성

- 생명보험: (그룹1) 독일, (그룹2) 영국, (그룹3) 네덜란드, 스웨덴, (그룹4) 이탈리아

- 손해보험: (그룹1) 독일, 네덜란드, (그룹2) 아일랜드, (그룹3) 독일, 핀란드

0.0%

25.0%

50.0%

75.0%

100.0%

생명1 생명2 생명3 생명4 손해1 손해2 손해3

국채 회사채 주식 투자펀드 현예금 모기지 등 기타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2)

유럽보험시장의 자산구성 유형별 분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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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투자수익률

• 이자수익 중심의 자산 구성

- 재투자 위험

- 채권가치 상승; 그러나 부채 시가 상승을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

2Q10 4Q10 2Q11 2Q12 4Q124Q11 2Q13 4Q13 2Q14 4Q14 2Q15

주: 1. Box Plot의 상한과 하한은 90번째, 10번째 백분위수, 상자 상단과 하단은 75번째, 25번째 백분위수, 상자 내 점이 중위값임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5.12)

유럽보험시장 투자수익률 연도별 분포 (2010~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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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금리위험

• 자산 듀레이션: 나라마다 큰 차이 없음

- 생명보험: 최대 10~12년

• 부채 듀레이션은 상품 구성에 따라 큰 차이

- 유럽보험시장의 생명보험 평균 12년, 손해보험 3년 내외

* (독일) 자산 10년, 부채 21년; (영국) 자산 12년, 부채 11년 (BOJ, 2016)

 6.0

 9.0

 12.0

 15.0

 18.0

 21.0

 24.0

2016 2017

 -

 2.0

 4.0

 6.0

 8.0

2016 2017

생명 부채듀레이션 손해 부채듀레이션

주: 1. Box Plot의 상한과 하한은 90번째, 10번째 백분위수, 상자 상단과 하단은 75번째, 25번째 백분위수, 상자 내 구분선은 중위값임
자료: EIOPA Statistics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23

3. Solvency II 지급여력평가

• 유럽보험회사 총위험량(요구자본)의 대부분을 시장위험이 차지

- 금리위험, 주식위험 노출이 가장 큰 것을 반영함

거래
상대방
위험

시장
위험

생명
보험
위험

건강
보험
위험

손해
보험
위험

전체
위험량

분산
효과

무형
자산
위험

net
BSCR

운영
위험

이연
법인세
조정

SCR
* 

capital
add-on
제외

Capital 
add-on

SCR

주: 1. 2600개 보험회사자료에 기초
2. 금액 단위는 백만 유로(EUR)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2)

유럽보험회사 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s) 구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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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급여력비율

• Solvency II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분포 하향

- 평균 지급여력비율(solvency ratio or SCR ratio)은 200% 이상을 유지

• Solvency II 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보완조치가 적용됨

 -

 1.00

 2.00

 3.00

 4.00

 5.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rance Germany Italy UK

 -

 1.00

 2.00

 3.00

 4.00

 5.00

2016 2017

유럽보험시장 전체 Solvency II SCR 비율 분포4개국 Solvency I 비율 추이

주: 1. Box Plot의 상한과 하한은 90번째, 10번째 백분위수, 상자 상단과 하단은 75번째, 25번째 백분위수, 상자 내 구분선은 중위값임
자료: EIOPA Statistics

유럽보험시장 지급여력비율 추이(20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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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본의변화

• Solvency II 시행 직전 2년 간 자본량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회복을 거쳐 2014년부터 자본 증가

주: 1. 23개국 148개 보험회사자료에
2. 금액 단위는 십억 유로(EUR)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6.12)

유럽보험시장 가용자본 추이 (20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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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용자본구성

• 가용자본 가운데 Tier 1 구성비: 93% 

- 자본 및 자본잉여금은 가용자본의 17%, 이익잉여금은 가용자본의 8%

• 가용자본의 대부분(64%)은 조정준비금: 평가이익, 보험계약 장래이익 등으로 구성

• 후순위채무는 가용자본의 7%

자본잉여금
10%

자본금
7%

이익잉여금
(Surplus funds)

8%

후순위채무
7%

자본잉여금
10%

기타 4%

조정준비금
(Reconciliation

Reserve)
64%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2)

유럽보험시장 가용자본 구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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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안정과 Solvency II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시스템위험 관리 측면에서 저금리 대응을 모색

- 건전성규제와 정리제도를 재편하여 개별 보험회사의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 Solvency II를 통한 보험회사의 고수익 추구 등 쏠림 행위를 제한하고,

- 경기 악화 시 안전자산, 단기투자 등의 경기순응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제시

자료: EIOPA (2016)

복원력 강화 쏠림 현상 억제 경기순응성 회피

• 요구자본 강화, 배당 억제

• 시스템위험 추가자본

• 보증이율 축소

•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 Solvency II

• 부채 할인율 가산금리

• 책임준비금 적립기간 연장

• 주식위험 대칭 조정

거시건전성과 Solvency II

Ⅱ.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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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olvency II 시행과연착륙조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향평가(QIS5, LTGA) 결과, 보험회사의 수용능력에 문제

- 상당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 미달: 영업정지 등의 감독조치 대상 급증

• 저금리로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 저감 대책

- 책임준비금 평가 할인율 가산금리 적용 (VA, MA);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기간 연장 (TTP)

가용자본 요구자본

• Solvency II 도입 전·후

책임준비금또는 무위험이자율

차이 16년내 점진적으로반영

• Solvency II 도입 이전인정 자본

은 이후 10년간 그대로인정

• Solvency II 도입 전에취득한

주식 관련위험은 7년이내 점

진적으로반영

• 집중 및스프레드 위험은 4년

이내 점진적으로반영

Solvency II 보완/경과조치

0%

5%

10%

15%

20%

25%

30%

QIS 3 QIS 4 QIS 5 LTGA

MCR 미달 SCR 미달

Solvency II 현장영향평가

자료: Pradier·Chneiweiss (2016), 조재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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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olvency II 연착륙효과

• 유럽보험시장 내 다양한 상품 구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보완/경과조치 제시

• SCR비율 개선효과는 MA, TTP가 가장 크게 나타남

- 대다수 보험회사는 VA를 선택

0%

50%

100%

150%

200%

250%

TTP VA MA TRFR

채택 비율 적용 전 SCR비율 적용 후 SCR비율

자료: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12)

Solvency II 보완/경과조치의 SCR비율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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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및 시사점

1. 시장경쟁 인프라

2. 저금리 대응

3. 거시건전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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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경쟁인프라

• Solvency II는 시장 경쟁 인프라의 하나

- 상품 및 가격 결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 최소화 기초 위에서 설계

→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보험료 우려 해소와 보험회사에는 적정 마진 확보

-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을 전제로 한 자본건전성 규제 설계

→ 시장경쟁은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 (Cummins et al., 2017)

→ 그러나 Solvency II가 정상 궤도에 오를수록 시장집중도 심화 가능성

• 시장경쟁 개선 여지가 있는 한국 보험시장

- K-ICS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보험료: ‘과도한 보험료 금지 원칙’ vs. 시장경쟁

- 상품 및 가격: 규제 완화 vs. 비차익 의존 보험마진 (김석영 외, 2014)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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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금리대응

• 1980년 이후 누적된 저금리 경험

- 보험회사 상품구성과 자산구성은 1990년대부터 이미 변화가 진행 중

→ 보유계약 변화 없이 신계약과 자산 구성 변화만으로는 저금리 대응에 한계

- 시가 적용 영향평가와 시장 수용능력에 기초한 로드맵 제시

→ 평균 듀레이션 12년 이상 보험부채의 장래손실: 단기간 내 보전 불가

→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금리 허용 등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 200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보험시장

- 저금리는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유럽보험시장과 유사한 상황

- K-ICS: ‘언제 시행하느냐’보다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

→ 달성할 목표, 시행 시 영향평가, 목표 달성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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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시건전성대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lvency II는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저금리에 대응

- 고수익 추구 등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자산 집중과 같은 경기순응성 완화

- 듀레이션 갭 등 보험회사 상품 및 자산 구성을 반영한 보완/경과조치 마련

• 시스템위험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한국 보험시장

- 지난 20여 년 동안 저금리에 노출된 보험사업모형은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

→ Solvency II 사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

- 변액보험 등 실적연동형 상품의 비중 확대

→ 자본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vs. 지속 가능한가? (소비자의 보험상품 가용성)

- 한편, 사업모형 변화와 예금보험제도 등 정리제도에도 주목

→ 보험 자본건전성 강화와 예금보험기금 간 조정(aligning) 필요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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