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Solvency II 등장 배경 

1. 유럽보험시장의 등장

가. 31개국의 EEA 보험시장 

EU는 1951년 프랑스, 이태리, 독일(당시 서독) 등이 참여한 파리조약으로 유럽석탄

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19)에서부터 시작한다. 1957년 로

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 경제협력이 확

대되는 한편, EEC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은 1960년 스톡

홀름컨벤션을 통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20)이

라는 경제협력체를 따로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EEC는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로 이름을 바꾸고 경제협력에 이어 외

교안보와 내무사법으로까지 회원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유럽연합(EU)이 탄생하

면서 유럽은 재화와 서비스,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통합시장(the Common 

Market)을 형성하게 되고 1994년 EU와 EFTA 간 협약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이 탄생하게 된다(부록 Ⅰ 참조). 

S1과 S2는 바로 EEA에서 활동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규제이다. S2가 시행

된 2016년 현재 EU는 2013년에 가입한 크로아티아까지 포함하여 총 28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에는 2016년 EU 탈퇴(Brexit)를 선언하고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 중인 

19) 프랑스, 이태리,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참여함

20) 최초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참여하고 핀란
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추가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시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EFTA를 탈퇴하고 EU에 합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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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포함된다. EEA를 구성하는 EFTA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

스의 4개국 연합체이나 스위스는 EEA에 참여하지 않고 EU와 별도의 양자협정을 체결

하고 있으므로 S2가 적용되는 EEA 회원국 수는 총 31개국이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Solvency II 적용 유럽보험시장

주: 1) 경계선의 왼쪽이 S2가 적용되는 유럽경제지역(EEA)임
2) 밑줄친 나라는 EEA에 속한 EFTA 회원국임

자료: EU(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

나. 4개국이 주도하는 시장

전 세계 보험시장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가 삼분하고 있고, EU 또는 EEA의 유럽보험

시장이 사실상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보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보험료 기준

으로 EU 28개국의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보험시장의 27.8%를 차지하는 1.4조 달러이다

(Swiss Re 2018). 세계시장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보면, EU 생명보험이 

30.3%, EU 손해보험은 24.7%를 차지한다. EEA를 구성하는 노르웨이 등 3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0.5% 내외)까지 포함하면 유럽보험시장의 세계보험시장 점유율은 2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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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2017년 세계보험시장 점유율(좌) 및 유럽보험시장 점유율(우) 

주: 1) 세계보험시장 점유율(2017)의 유럽점유율은 동유럽 등 유럽지역 모든 보험시장을 포함함
2) 유럽보험시장은 EU 기준임

자료: Swiss Re(2018)

EU 기준 유럽보험시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의 64.7%를 이들 4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자산(9.8조 유로) 기준으로도21) 자산의 80%가 생명보험시장의 자산인데 그 중 

70%를 4개국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유럽보험시장 총 자산의 56%를 4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럽보험시장의 변화를 유럽보험시장 전체 통계와 더불어 4개국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보험시장은 S2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2000년대 후반기에는 양(+)의 보험료 성장

률을 보이고 있지만, S2프로젝트가 완료된 2010년대에는22)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

향으로 음(-)의 보험료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표 Ⅱ-1> 참조). 이는 보험침투율의 하락

으로도 확인된다. 한편, 유럽보험시장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평균 구성비는 약 6:4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는 생명보험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독일

은 손해보험 비중이 더 높다(<그림 Ⅱ-3> 참조). 

21) Insurance Europe(2016)

22) EU는 2007년 S2 지침의 초안을 확정하고 2012년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2014년으로 1차 연기 
후 재차 2016년으로 연기된 바 있음. 부록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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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2005 2010 2015 2017 보험료 성장률

EU

보험료/GDP 8.4 8.4 7.6 7.2 ’05~’10:  4.3

’10~’15: -1.8

’15~’17:  0.2

생명 61.2 61.7 60.7 59.4

손해 38.8 38.3 39.3 40.6

프랑스

보험료/GDP 10.2 10.5 9.3 9.0
’05~’10:  4.8

’10~’15: -3.9

’15~’17: -2.9

EU 점유율 18.5 18.9 17.0 16.0

생명 69.4 61.7 65.2 61.7

손해 30.6 38.3 34.8 38.3

독일

보험료/GDP 6.8 7.1 6.2 6.0
’05~’10:  3.9

’10~’15: -2.2

’15~’17:  2.1

EU 점유율 16.4 16.1 15.8 16.4

생명 45.7 47.7 45.3 47.7

손해 54.3 52.3 54.7 52.3

이탈
리아

보험료/GDP 7.6 8.1 8.7 8.3
’05~’10:  4.6

’10~’15: -1.1

’15~’17: -2.8

EU 점유율 11.6 11.7 12.2 11.5

생명 65.9 70.1 75.8 70.1

손해 34.1 29.9 24.2 29.9

영국

보험료/GDP 12.5 12.4 10.0 9.6
’05~’10: 0.5

’10~’15: 0.7

’15~’17: -6.0

EU 점유율 25.0 20.9 23.7 20.8

생명 66.6 68.9 66.9 68.9

손해 33.4 31.1 33.1 31.1

한국

보험료/GDP 10.3 11.2 11.4 11.2
’05~’10: 6.6

’10~’15: 6.1

’15~’17: 8.8

EU시장 대비 6.9 7.7 11.3 13.3

생명 71.1 62.3 64.1 56.9

손해 28.9 37.7 35.9 43.1

<표 Ⅱ-1> 보험침투율, 시장점유율, 생･손보 구성비
(단위: %) 

자료: Swiss Re(2006; 2011; 20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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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유럽보험시장의 회원국별 보험침투율

주: 1) 2,600개 보험회사 자료에 기초함
주: 2) DE 독일, FR 프랑스, IT 이탈리아, UK 영국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06. 12)

이러한 유럽보험시장의 구조를 한국보험시장과 비교하면, 한국보험시장은 유럽보

험시장 대비 규모로 볼 때 이탈리아보험시장과 비슷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성

비로 보면 손해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장기보험이 손해보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험시장은 독일보험시장보다는 장기보험 비중

이 더 큰 나머지 3개국의 시장 형태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제3차 보험지침 

유럽 차원의 보험시장 통합 과정은 197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보험지침 제정을 

통해 진행되었다.23)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제1차, 제2차 보험지침의 내용은 회원국

에 자회사나 지점 또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형태로 역내의 다른 보험시장 진입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지 감독규정’이 적용되면서 실제 시장 진입은 쉽

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 초까지 유럽보험시장은 보험상품과 보험료 등에 대한 감

23) EU 지침(Directives)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록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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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당국의 개입이 심하고 경쟁은 미미한 시장이었다(Pradier･Chneiweiss 2016). 

그러나 1990년대 금융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가

운데 보험시장에는 1994년부터 제3차 보험지침24)의 시행으로 유럽보험시장의 경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제3차 보험지침은 역내 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에 별

도의 인가절차 없이 다른 회원국의 보험시장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진

출권, 즉 단일면허(a single EU license)를 인정하고,25) 진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권

한은 영업허가를 부여한 본국의 감독당국에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시장진입을 억제해 

온 현지 감독의 문제를 제거하였다(최원･김세중 2014). 이후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함

께 상품과 가격 결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금지되면서(Pradier･Chneiweiss 

2016) 통합보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유럽보험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마진이 줄어들고 비용 압박이 심한 시장이 되었다(Eling 

외 2009; 이순재 2009).  

또한 제3차 보험지침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와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공통 기준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1995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26)에 국제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춰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IASC는 금융상품회계기준(IAS 39) 등의 재정비를 거쳐 2004년 EU 전

역에 적용할 새로운 회계기준(IFRS)을 1차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때 추진된 보험부채회계, 

금융상품회계, 현재가치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RS 

9(금융회계),27)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 17(보험회계)이다.28) 

24) 92/49/EC(손해보험)와 92/96/EC(생명보험)

25) European Passport에 관한 내용은 EC 보도자료(https://goo.gl/hzuifE) 참조

26)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전신임. 2002년 IASC는 현재의 IASB로 
명칭을 변경함

27) IFRS 9은 보험회사 자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서 보험부채에 적용되는 IFRS 17과 대응
되는 회계기준임.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RS 9은 IFRS 17 시행 전까지 
IFRS 9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있음 

28)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8년 10월 23일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IFRS 9 시행일을 IFRS 17 시행일에 맞춰 연
기하는 옵션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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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완화(Deregulation)와 규제강화(Reregulation) 

유럽보험시장의 제3차 보험지침은 유럽연합의 등장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진행

된 규제완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발생한 금융회사 부실에 대

응하여 시가회계와 Solvency II 등의 규제강화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금리 하락 추세(이하 ‘저금리’라 함)가 있다(<그림 II-4> 참조).

<그림 Ⅱ-4>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추이) 

자료: tradingeconomics.com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를 금리 상승기라면 1980년 이후 현재까지는 금

리 하락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저금리 추이는 유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림 II-5> 참조). Levy･Temin(2007)은 1980년 이후 시기를 ‘탈규제’ 또는 ‘규제완화’

의 시기로 부르고 있는데, 1980년은 규제완화를 외친 레이건 행정부(미국)와 대처 행

정부(영국)가 들어선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금리로 인한 보

험회사 부실이 누적되면서 각국 금융당국은 자산에 대한 시가회계와 위험기준 자본건

전성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29)

29) 당시 금융권에서는 저금리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시장에 내다팔고 부실한 자산
은 대차대조표에 원가 그대로 놔두는 일(cherry-picking)이 성행했으며, 이를 시정하려는 
자산에 대한 시가회계제도가 1990년대 초에 처음으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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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유럽 4개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추이 

자료: tradingeconomics.com

유럽도 이러한 맥락에서 1994년 제3차 보험지침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

하고 상품 및 가격 결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을 금지하는 시장경쟁 촉진 조치를 취

하는 한편, 1997년부터는 저금리에 대응한 시가회계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평가를 강

화하는 Solvency 및 보험회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2. Solvency II 프로젝트

가. 시가회계 프로젝트 병행

유럽연합의 Solvency 프로젝트는 두 단계(phase 1, 2)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단

계(phase 1: S1)는 2004년에 통합시장에 공통기준을 제공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고, 

2단계(phase 2: S2)는 시가회계에 기초하여 위험기준 지급여력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단계 프로젝트(S2) 진행은 크게 3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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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Solvency 프로젝트 보험회계 프로젝트

1997~

2003

1997 phase 1(S1) 시작

2001 phase 2(S2) 시작
2002 phase 1(S1) 완료

phase 2 KPMG; Sharma 보고서
2003 보험감독위원회(CEIOPS) 신설

1997 보험회계 프로젝트 시작
1999 phase 1 현안보고서 발간
2001 원칙 초안(DSOP) 공표
2002 보험회계프로젝트를 

phase 1과 phase 2로 분리 

2004~

2009

2004 S1(phase 1) 시행 
2005~2008 phase 2 영향평가(QIS) 

 QIS 1차~4차 결과 공표
2007 phase 2(S2) 지침 마련
2009 phase 2 완료: S2 지침 제정

2004 IFRS 4(phase 1)시행

2007 토론서 공표(phase 2) 

 공정가치 평가안 제시

2010~

2015

2010 QIS 5차 결과 공표
2011 CEIOPS를 EIOPA로 명칭 변경1

LTGA 평가 및 결과 공표
2014 S2 지침 개정(Omnibus II 지침)

2016 S2 시행 

2010 1차 초안(phase 2)

이행가치 평가로 전환
2013 2차 초안(phase 2)

2017 phase 2 완료(IFRS 17)

<표 Ⅱ-2> Solvency 및 시가회계(보험회계) 프로젝트 연혁

주: 1)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
2) Solvency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Ⅰ, 부록 Ⅱ 참조

자료: EIOPA(http://eiopa.europa.eu); IASB(http://www.iasb.org)    

첫 번째 기간은 Solvency 프로젝트의 2단계(phase II)가 시작된 2001년부터 2003년까

지로 기존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과 그동안 발생한 유럽 보험회사의 부실 원인을 다룬 

KPMG 보고서(2002)와 Sharma 보고서(2002)를 토대로 S2의 기본 틀이 형성되는 시기이

다. 두 번째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유럽연합이 보험감독조직(CEIOPS/EIOPA)

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S2 기준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유럽감독당국은 S2 기준안의 영향

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를 통해서 S2 기준과 유럽보험시장의 여건을 확인

하는 한편, 보험회계프로젝트에서 제시된 2007년 토론서(Discussion Paper)의 공정가치 

평가안을 보험부채에 적용할 회계기준으로 삼아 2007년에 S2 지침을 마련하였다(부록 Ⅳ  

참조).30)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 번째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

하여 거시건전성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S2의 영향

30) 그러나 IASB는 보험부채와 관련하여 2007년 제시된 공정가치 평가안을 2010년 이행가치
평가로 대체함으로써 2007년안을 채택한 S2와 평가기준이 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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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평가하여 경과조치 등을 포함한 S2 개정안(옴니버스 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S2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나. 보험회사 부실 원인과 세 기둥(3 pillars) 체계

S2의 기본 방향을 결정짓는 데에는 2002년에 발간된 KPMG와 Sharma의 두 보고서

가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Linder･Ronkainen 2004). KPMG 보고서는 은행권의 자본규

제기준인 Basel II의 ‘3-pillar’ 체계를 S2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후 

3-pillar 체계는 S2의 기본 틀이 되었다.

Sharma(2002) 보고서는 EU 회원국의 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부실 원인, 

파산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감독당국의 조기 개입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인식보다 감독당국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회사 부

실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원국 간 개입의 편차가 크므로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S2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실제 보험회사 부실 사례를 회생 및 단기차입 제공(70개사), 인가 철회(15개

사), 자산동결 등 정리(30개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취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

확충이 수반되어야 상황 개선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독자들이 주목한 손

해보험회사의 주된 부실 원인은 부적절한 가격 결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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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Solvency Ⅱ의 3-pillar 체계

Pillar Ⅰ(정량평가) Pillar Ⅱ(정성평가) Pillar Ⅲ(보고 및 공시)

∙ 자산･부채의 가치평가
  : market-consistent value

∙ 책임준비금
 : 최선추정치 + 위험마진
∙ 가용자본
 : 계층화(Tier 1, 2, 3)

∙ 요구자본
 : MCR(최소기준)과 SCR

∙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 요구 기능: 위험관리, 준법
감시, 내부감사, 계리

∙ 자체 위험/지급여력평가
   (ORSA)

∙ 투명성

∙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
   - QRT: 1) 분기 및 연간
   - SFCR: 2) 연간
   - RSR: 3) 연간

주: 1) QRT: Quantitative Reporting Templates 분기별 시장공시(분기보고서)

2) SFCR: Solvency Financial Condition Report 연간 시장공시(연차보고서)

3) RSR: Regular Supervisory Report 감독 보고
자료: 이기형 외(2017); 장동식･김경환(2012)

셋째, 21건의 부실 사례 분석을 통해 재무적인 부실의 근본 원인부터 조기 탐지와 조

치수단에 이르는 광범위한 현안들이 제시되었다(Eling et  al. 2007). 이에 따라 Sharma 

보고서가 제안한 감독당국의 조기 개입, 조기 개입에 필요한 조기경보지표와 선제적인 

감독조치, 경영진 적격성과 적절한 의사결정 관행 구축,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이 S2 

pillar Ⅱ에 반영되었다(Linder･Ronkainen 2004).

다. Solvency II 공론화 과정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증권규제에만 적용하던 ‘Lamfalussy’ 

프로세스(<그림 Ⅱ-2> 참조)를 보험과 은행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복잡한 S2 논의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진행방식을 변경했다(Linder･
Ronkainen 2004). KPMG 보고서와 Sharma 보고서가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와 관련

된 모든 현안을 공론화하는 단계(issue paper)였다면, 영향평가(QIS)를 통해 대안을 모

색하는 단계(discussion/consultation paper)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white paper)을 담은 EC의 제안을 완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완성하

는 Lamfalussy 프로세스는 최종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재무건전성 감독에 반영되는 절

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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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falussy 프로세스는 4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에서는 EC의 제안을 EU 회원국

의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유

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핵심 원

칙을 정한다. 2단계(Level 2)에서 EC는 1단계에서 채택된 법안의 실시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정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IOPA와 같은 감독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의

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하게 된다. 3단계(Level 3)에서는 감독위원회가 회원국 감독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guideline) 등을 작성하여 1, 2단계에서 결정된 규제

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Level 4)는 EC가 1~3단계에서 확정된 규

제들이 회원국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림 Ⅱ-6> EU의 Lamfaulussy Process 

자료: EC(2007)

라. Solvency II의 목표: 건전성 강화와 경제성장 기여

2007년 EU는 14개 보험지침을 통합하여 S2 프로젝트의 최종안을 담은 S2 지침을 

마련하고 최초 시행일을 2012년 11월로 정하였으나(EC 2014), 두 차례에 걸쳐 시행시

기를 연기한 끝에 2016년 1월 1일부터 S2를 시행하고 있다31)(부록 Ⅱ 참조). 이는 유럽

31) 2012년 9월 1차 수정(1st quick fix)을 통해 S2 시행일이 2012년 11월에서 2014년 1월로 
수정되었고, 2013년 10월 2차 수정(2nd quick fix)을 통해 시행일이 다시 2016년 1월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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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이 1994년 제3차 보험지침 시행을 통해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여건을 조성하

고, 보험지침과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32)에 따라 통합보

험시장을 구축하는 인프라로서 2001년 Solvency 2단계 프로젝트(S2)를 시작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EC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통합 강화, 여기에 더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장기투자자로서의 보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를 Solvency II의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그림 II-7> 참조). 

S2의 목표는 유럽보험시장에서 그동안 제기된 세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째, 40여 년의 저금리에 노출된 유럽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이나 주식 및 펀드 보유 비중

이 높은 데 따른 주식위험 등이 기존의 지급여력평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주가 및 금리 변동에 취약한 데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는 가용자본의 질도 지급여력평가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Ⅱ-7> Solvency Ⅱ의 목적

자료: 이기형(2017) 재인용. 원전: EC(2014)

32)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하나의 유럽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EU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
고 추진한 마스터플랜임. 본문의 제Ⅱ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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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원국마다 규제가 제각각이고 투명성이 낮았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임원 보

상 체계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고위험을 부추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원국마다 보험회

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감독보고와 시장공시도 제각각이었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 회복에 필요한 장기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제도의 위험민감도를 높일 경우 오히려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

됨에 따라 장기투자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방식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EC는 S2 지침에서 시장통합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경제성장 촉진이

라는 지급여력규제의 일반 목표(general objectives)와 더불어 일반 목표 달성을 위한 

위험민감도와 투명성 개선, 회원국 감독체계 간 조화와 감독자 협력, 장기투자 촉진이

라는 세부 목표(specific objectives)를 설정하고, 자본의 손실흡수 정도에 따른 가용자

본 인정 차등화, 장기투자 요구자본 산출 조정, 보험회사 임원의 보상체계와 위험 간의 

연계성 제고 및 보상의 투명성 확보, 지급여력 평가 및 감독의 일관성과 비례성 유지라

는 지급여력규제의 운영 목표(operational objectives)를 제시하고 있다.33)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S2 지급여력제도는 통합 유럽보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째, 지금까지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S2 제도에만 주목하고 있으나, S2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가격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고, 그 과정에서 부실해진 보험회사의 퇴출

을 전제로 보험회사 부실에 금융당국이 조기에 개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

려는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장기간의 저금리 과정과 보험회사 부실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다. KPMG(2002)와 Sharma(2002)의 이슈 제기와 

33) 일반 목표는 조약에 기초한 정책 목표로서 영향 지표들(impact indicators)를 통해 평가되
고, 세부 목표는 정책 개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s)를 통해 평가됨. 운영 목표는 달성가능 관점에서 정의된 목표 또는 행동 목표로
서 정책 유형에 좌우되며 성과 지표(output indicators)를 통해 평가됨. EU의 목표 체계에 
대해서는 LIAISE KIT(https://goo.gl/e93Fs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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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마련, 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유럽보험시장의 시행 

여건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숙고를 통해 탄생한 

제도이다. 따라서 S2를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유럽보험시장의 맥락에서 S2를 이해

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S2의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위험민감도 개선이라는 정량적인 목표

와 투명성 제고라는 정성적인 목표가 함께 제시되고, 이는 S2 평가모형에서 정량은 

pillar 1, 정성은 pillar 2 및 pillar 3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

시된 장기투자 문제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S2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를 따라가다 보면 

S2 시행 시기보다 S2의 목표 달성 경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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