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유보가격 측정 결과

1. 생명보험의 유보가격

가. 연령에 따른 종신보험의 유보가격

본장에서는 II장에서 설명한 유보가격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

험 및 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였다. 유보가격 측정 시 생명표는 국내 제8회 경험생

명표를 사용하였으며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 금리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3%로 

연 복리한다고 가정하였다. 누적전망이론에서 제시된 가치함수와 확률가중함수에 대

한 모수는 기본적으로 Tversky and Kahneman(1992)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18)

먼저 사망 시 100을 지급하는 일시납 종신보험을 분석해 보자. <표 Ⅲ-1>에는 35세

부터 75세까지 10년 터울의 남성이 이 생명보험을 순보험료로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측정된 유보가격이 정리되어 있다.19) II장에서 설명한 대로 이해를 높이기 위하

여 유보가격은 순보험료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20) 표의 두 번째 열

은 사망 시 100을 지급받는 종신보험의 일시납 순보험료를 의미한다.

18) 민재형·김범석(2016)은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누적전망이론의 가치함수의 모수를 추정

함. 이들의 추정값의 전체 평균은         임. 그러나 이들은 확률가

중함수의 모수인  는 측정하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가치함수는 이들의 모수 값을, 

확률가중함수에는 본 연구의 모수 값을 사용하여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해 

보았음. 그 결과 Tversky and Kahneman(1992)의 모수 값을 사용한 측정 결과와 거의 유

사하였으므로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19) 물론 고객들이 실제 지급하는 것은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loadings)가 포함된 영업보험

료임. 부가보험료가 반영된 결과는 후에 설명함

20) 유보가격은 보험료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이므로 보험금의 크기와 무관함. 예를 들어 보

험금 100인 계약의 순보험료는 보험금 1인 계약의 100배가 될 것임. 유보가격의 절댓값 

또한 보험금 및 보험료에 비례함. 따라서 유보가격을 보험료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표현

하면 보험금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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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령에 따른 종신보험 유보가격

가입연령 순보험료 유보가격

35세 25.9 0.970

45세 34.1 0.952

55세 44.2 0.908

65세 56.4 0.926

75세  70.0 0.924

주: 사망 시 100 지급, 일시납, 남자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측정 결과 순보험료는 당연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데 반하여 순보험료의 

비율로 측정된 유보가격은 연령에 따라 단조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21) 실제로 유보가격은 35세가 가장 높고 55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연 이자율 3%를 가정할 때 현재 일시납 종신보험을 가장 매력적으로 간주하는 연령

층은 30대와 4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보험회사들이 종신연금의 대상

을 어느 연령층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성별에 따른 종신보험의 유보가격

성별에 따른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같은 연령

일 때 여성의 사망확률이 남성보다 낮으므로 순보험료도 낮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확

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취할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순보험료와 함께 유보가격(절댓값)도 남성보다 낮을 것이다. 

유보가격은 순보험료에 대한 유보가격의 절댓값의 비율이므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분모와 분자의 값이 모두 감소하게 되어 그 크기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 

21) 물론 비율이 아닌 유보가격 자체의 크기는 연령에 따라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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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에는 남성과 함께 여성의 종신보험에 대한 유보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유보가격이 남성의 유보가격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일시납 종신보험은 여성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상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2> 성별에 따른 종신보험 유보가격

가입연령 유보가격(남) 유보가격(여)

35세 0.970 0.996

45세 0.952 0.977

55세 0.908 0.940

65세 0.926 0.945

75세  0.924 0.936

주: 일시납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다. 이자율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 

아쉽게도 이전의 두 표에서 유보가격은 모두 1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다. 유보가격

이 1 미만이면 그 상품은 매력적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많은 경우 고객들은 그 상품

을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1 미만의 유보가격은 사용된 이자율 

수준이 낮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보가격에 대한 이자율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0%부터 10%까지 0.5% 포인트씩 증가시키면서 종신

보험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Ⅲ-1>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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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이자율과 종신보험의 유보가격 변화

주: x축은 이자율, y축은 유보가격을 나타냄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그림으로부터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이자율이 2%가 될 때까지 하락하다가 3% 이

상이 되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 분석에서 유보가격이 1이 되는 손익분기 

이자율은 4.04%로 측정되었다. 그 이후 이자율 상승에 따라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상승하며 매우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이자

율이 4% 미만인 경우에도 종신보험을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향후 이자율 상승으

로 인해 유보가격이 상승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생명보험 유형별 유보가격 

종신보험과 다른 유형의 생명보험 유보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이다. <표 Ⅲ-3>에는 종신보험과 함께 정기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유보가격을 측정

하여 비교해 놓았다. 정기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기간을 10년, 20년 및 30년을 대상

으로 하였고, 후자인 경우 만기에 생존 시 100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자율은 

연 3%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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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생명보험 유형별 유보가격

보험기간 정기보험 생사혼합보험

10년 1.689 1.009

20년 1.204 1.005

30년 0.952 1.001

종신  0.970

주: 일시납, 남자, 35세 가입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측정 결과 만기 10년 및 20년의 정기보험 유보가격은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만기 30년의 정기보험 유보가격은 1 미만이고 종신보험보다도 낮은 것으

로 측정되었다. 즉,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 30년의 정기보험은 그다지 매력이 없는 상

품임을 알 수 있으며 정기보험의 만기는 최대 30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생사혼합보험인 경우 모든 만기에서 유보가격은 1을 상회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자율 3%에서는 만기 30년의 생사혼합보험이 종신보험보다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 보험료 납입 기간과 유보가격 

<표 Ⅲ-4>에는 보험료의 납입 기간에 따른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측정 결과 평준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길수록 예상대로 유보가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납입 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잔여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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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른 종신보험 유보가격

보험료 납입 기간 유보가격

일시납 0.970

10년 0.981

20년 0.986

30년  0.988

주: 남자, 35세 가입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바. 손실회피계수와 유보가격 

가치함수의 손실회피계수()는 손익의 주관적 가치를 좌우하므로 유보가격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 <표 Ⅲ-5>는 일시납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손실회피계수에 따라 

유보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손실회피계수의 값이 Tversky and 

Kahneman(1992)의 측정값(2.25)보다 작은 2.0으로 하락한다면 종신보험의 유보가격

은 0.994로 증가했다. 만일 손실회피의 특성이 없다면(이득으로부터의 효용의 증가

와 손실로부터의 효용의 감소가 동일하다면)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1을 훨씬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이 1이 되는 손실회피계수의 값은 

1.94로 측정된다.

<표 Ⅲ-5> 손실회피계수와 유보가격

손실회피계수(λ) 유보가격

1.00 1.165

1.94 1.000

2.00 0.994

2.25 0.970

주: 일시납, 남자, 35세 종신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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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의 많은 연구들이 금융교육과 손실회피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Duflo and Saez 2003; Bernheim and Garnet 2003). 따라서 리스

크, 보험 및 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손실회피계수는 더 작을 것이며 따라

서 이들은 보험 및 연금을 보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공익을 실현하는 것만이 아

니라 보험 및 연금의 매출신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교육을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유용한 정보제공이나 설명으로 확대

할 수 있다면 보험/연금상품의 유보가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이 어떠한 마

케팅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 부가보험료를 고려한 생명보험의 유보가격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부가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을 구입할 때 고

객이 부담하는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에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가보험료(모

집인 수당, 계약유지비, 수금비 등)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보험료를 고려할 경우 유보

가격은 영업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므로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표 Ⅲ-6>에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가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종신보험과 

만기 20년 정기보험의 유보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보험료는 일시납을 가정하였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종신보험상품들의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20%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의 측정 결과 부가보험료율이 10%일 때 일시납 종신보험의 유보가

격은 0.882, 부가보험료율이 20%인 경우 0.808로 측정된다. 부가보험료가 없는 경우

에 비하여 각각 9.1%, 16.7%만큼 유보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년 정

기보험인 경우 부가보험료율이 20%인 경우에도 유보가격은 1.003으로 1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분석 결과 20년 정기보험의 유보가격이 1이 되는 부가보험료

율은 순보험료의 20.4%로 측정되었다. 즉, 이자율 3%의 상황에서는 만기 20년의 정

기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면 계속 매력적인 상품으로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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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부가보험료를 고려한 생명보험의 유보가격

부가보험료율2) 종신보험 정기보험(20년)

0% 0.970 1.204

10% 0.882 1.095

20% 0.808 1.003

30% 0.746 0.926

주: 1) 남자, 35세, 일시납

     2) 순보험료의 비율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2. 연금의 유보가격 

이번 절에서는 다양한 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연금은 

생존 시 매년 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을 의미하며 연금가입자는 기본적으

로 65세의 남성을 가정한다.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제8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서술이 없는 한 연 복리 3%의 이자율을 사용한다. 연금은 생존 시 연초에 100을 

수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22) 

가. 종신연금의 유형별 유보가격 

<표 Ⅲ-7>에는 다양한 유형의 일시납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5가

지 유형 중 10년 거치 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즉시연금이다. 첫 번째는 지급보증 기간

이 없는 종신연금이고 10년 및 20년 지급보증연금은 가입 후 초기 10년 또는 20년 동

안 생사에 관계없이 매년 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을 의미한다. 10년 거치 연금

은 가입 후 10년이 경과한 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이며, 마지막 감소연금은 

22) 생명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금의 유보가격도 납입보험료의 비율로 측정됨. 따라서 연

금 금액의 크기는 유보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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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년간은 생존 시 연초에 200을 지급하고, 이후 10년간은 생존 시 150을 지급, 

그 이후에는 생존 시 100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모든 연금은 순보험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표로부터 5가지 종신연금 중 20년 지급보증연금의 유보가격이 96.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10년 지급보증 연금의 유보가격(85.4)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지급이 가입 

이후에 시작되는 10년 거치연금의 유보가격은 즉시연금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Ⅲ-7> 종신연금 유형별 유보가격

유형 유보가격

지급보증 기간 없음 78.2

10년 지급보증 85.4

20년 지급보증 96.2

10년 거치 66.1

감소2) 58.6

주: 1) 남자, 65세 가입, 일시납

     2) 감소연금은 최초 10년은 매년 200, 이후 10년은 150, 20년 후부터는 100을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함. 
거치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즉시연금의 형태임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 연금의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미리 납

입하는 반면 연금 수입은 다양한 시점에 발생하므로 거치연금의 유보가격은 즉시연

금의 유보가격에 비하여 낮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는 증가하지만 확실하게 수령하는 

연금 금액으로 인한 이득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급보

증 기간이 긴 연금의 유보가격이 지급보증 기간이 짧거나 없는 연금보다 유보가격이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반면 감소연금은 초기에 많은 연금 금액을 받지만 연금보험료

가 급상승하여 동일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유보가격은 오히려 작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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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자율과 연금의 유보가격 

생명보험에서와 같이 이자율의 변화는 연금의 유보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연금보험료는 하락하지만 유보가격의 절댓값도 하락한다. 

비율로 계산되는 경우 유보가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하락하므로 유보가격이 단조

성을 지니게 된다고 미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라 수령한 연금지급액

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므로 대체로 유보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급보증 기간이 있는 연금은 유보가격이 더욱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림 Ⅲ-2>에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3가지 종신연금의 유보가격 변화가 그려져 

있다. 이자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20년 지급보증 연금의 유보가격이 10년 지급보증 

연금이나 지급보증이 없는(무보증) 연금의 유보가격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울러 예상한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versky and Kahneman(1992)의 모수 값에서는 이자율이 연 30%

가 될 때까지 즉시연금의 유보가격은 1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실에

서 왜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행동경

제학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Ⅲ-2> 이자율과 종신연금의 유보가격 변화

                     주: x축은 이자율, y축은 유보가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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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에 따른 연금의 유보가격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이라면 높은 보험료를 납입

하게 된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연금을 더 오랜 기간 수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

보가격의 절댓값도 더 크다. 유보가격은 보험료에 대한 유보가격 절댓값의 비율로 측

정되므로 여성의 유보가격이 남성보다 항상 더 크거나 작을 것이다라고 사전에 단언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Ⅲ-8>에는 성별에 따른 다양한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성의 경우에도 유보가격의 크기는 20년 지급보증 > 10년 지급보

증 > 지급보증 없음 > 10년 거치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유보

가격이 남성을 상회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여러 유형 중 가장 유보가격이 큰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남성의 유보가격이 여성의 유보가격을 상회하고 있

다.23) 이 종류의 연금계약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8> 성별에 따른 종신연금의 유보가격

유형 유보가격(남) 유보가격(여)

지급보증 기간 없음 0.782 0.824

10년 지급보증 0.854 0.863

20년 지급보증 0.962 0.947

10년 거치  0.661 0.722

주: 65세 가입, 일시납 즉시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라. 부가보험료와 연금의 유보가격

지금까지는 연금을 순보험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유보가격도 

23) 물론 연금에서는 동일한 상품인 경우 여성의 유보가격의 절댓값이 항상 남성의 유보가격

의 절댓값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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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었다.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금가입자가 납입하

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일정 비율의 부가보험료를 합한 영업보험료이다. <표 Ⅲ-9>

에는 지급보증 기간이 상이한 3가지 종신연금(일시납 즉시)의 유보가격이 부가보험

료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측정되어 있다.24) 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

중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중이자율 + 1%를 가정하였다.

부가보험료는 유보가격을 감소시키지만 보험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는 유

보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표는 이렇게 서로 양립되는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부가보험료율 10%에서는 유보가격이 부가보험료와 이자

율 차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표 Ⅲ-6>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부가보험

료율이 15%로 상승하면 모든 경우 유보가격은 <표 Ⅲ-6>의 결과보다 작아지는 반면, 

5%로 하락하면 모든 경우 유보가격은 <표 Ⅲ-6>의 결과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경우 부가보험료율이 5%라면 이자율 차이의 

효과로 인하여 유보가격이 1보다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9> 부가보험료 및 금리 차이를 고려한 종신연금의 유보가격

유형
부가보험료율2)

5% 10% 15%

지급보증 기간 없음 0.815 0.778 0.744

10년 지급보증 0.924 0.879 0.841

20년 지급보증 101.0 0.964 0.922

주: 1) 일시납 즉시

     2) 부가보험료율은 순보험료의 %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마. 세제혜택과 연금의 유보가격

우리나라에서는 종신연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일 

24) 일반적으로 연금의 부가보험료는 5~15% 정도로 종신생명보험보다는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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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을 구입하지 않고 예금이나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

는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신연금의 세제혜택은 경쟁 

상품인 이자지급 자산의 기회비용을 감소시켜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Ⅲ-10>에는 세제혜택을 고려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종신연금 유보가격이 측정

되어 있다. 부가보험료 및 이자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제혜택만 고려하는 경우 

모든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년 지급보증 종신연

금의 유보가격은 1.03으로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제혜택과 함께 

10%의 부가보험료 및 이자율 차이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도 20년 지급보증 종신연

금의 유보가격은 1.03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 10년 거치 종신연금이나 1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경우 유보가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0> 세제혜택을 고려한 종신연금의 유보가격

유형 세제혜택만 고려
세제혜택, 부가보험료(10%), 

금리차 고려

보증 기간 없음 0.834 0.830

10년 지급보증 0.917 0.938

20년 지급보증2) 1.030 1.030

10년 거치 0.717 0.764

주: 1)일시납 즉시 

     2) 20년 지급보증 시 손익분기 부가보험료율은 13.3%로 측정됨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바. 손실회피계수와 연금의 유보가격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손실회피계수는 연금의 유보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 <표 Ⅲ-11>은 손실회피계수의 값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준다. 만일 손실회피계수의 값이 2.25에서 1.625로 하락한다

면 모든 연금의 유보가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보가격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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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던 보증 기간이 없는 종신연금과 10년 거치 종신연금의 유보가격 상승이 두드러

진다. 만일 손실회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손실회피계수의 값이 1이라면) 표의 

모든 연금의 유보가격은 0.95를 상회하며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경우 1.014로 1

보다 크게 측정된다. 

생명보험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을 통하여 손실회피성향을 낮출 수 있다면 연금 

및 리스크에 관한 교육은 향후 연금의 수요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Ⅲ-11> 손실회피계수와 종신연금 유형별 유보가격

손실회피계수(λ) 무보증 10년 보증 20년 보증 10년 거치

2.25 0.782 0.854 0.962 0.661

1.625 0.851 0.905 0.981 0.778

1.00 0.951 0.981 1.014 0.957

주: 일시납 즉시

자료: 저자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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