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Solvency II와 유럽보험시장의 변화 

1.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가. 시장 경쟁 

유럽보험시장은 제3차 보험지침으로 역내 회원국 간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자유

롭다. 따라서 보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크게 EEA 역내 다른 회원국의 감

독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와 국내 감독을 받는 자국 보험회사와 

역외 보험회사로 구성된다. 유럽보험시장의 특징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보험회사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유럽의 금융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영국 역시 2010년 이후에는 회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Ⅲ-1> 참조). 

구분 2005 2010 2015

프랑스 415 357 301

독일 436 405 377

이탈리아 178 153 117

영국 157 419 357

<표 Ⅲ-1> 국내 감독대상 보험회사 수 추이

주: 국내 감독대상은 자국 보험회사와 제3국 보험회사이며, 역내 회원국 보험회사는 제외함
자료: EIOPA Statistics

유럽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 수의 감소는 인수합병, 시장 철수 또는 부실 등이 원인

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

다. 다만, 유럽보험시장이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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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시장 철수 및 퇴출 빈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실제로 유럽

보험시장의 180개 부실 보험회사 사례를 분석한34) EIOPA(2018) 보고서는 2014년까

지 상당한 자산 규모를 가진 손해보험회사의 부실은 5건에 불과함을 지적하여 경쟁에

서 밀린 중소형 보험회사의 수 감소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험회사 부실 사례

를 보면,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더 많고 부실 원인의 하나인 시장경쟁위험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부실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 원인이 시장경쟁이 아

닌 다른 데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생명보험 2005 2010 2015

프랑스 70.3 71.3 71.0

독일 48.8 54.4 55.2

이탈리아 71.8 56.3 67.5

영국 57.2 63.6 65.0

<표 Ⅲ-2> 생명보험 시장집중도(CR10) 추이
(단위: %)

주: 프랑스는 2015년 대신 2014년 정보임
자료: EIOPA Statistics

 

손해보험 2005 2010 2015

프랑스 44.1 43.6 44.0

독일 37.0 39.6 39.3

이탈리아 86.9 67.8 74.6

영국 56.0 50.3 62.0

<표 Ⅲ-3> 손해보험 시장집중도(CR10) 추이
(단위: %)

주: 영국은 2005년 대신 2006년 정보이며, 프랑스는 2015년 대신 2014년 정보임
자료: EIOPA Statistics

34) 1999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31개국 180개 부실(distressed or failed) 보험회사 
사례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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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수의 감소 추세는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CR10을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대에 들어와 유럽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4

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표 Ⅲ-2>, <표 Ⅲ-3> 참조). 시장집중도는 2005년 이후 

낮아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35) 

<그림 Ⅲ-1> 유럽 생명보험시장의 Boone 지수 추이(1999~2011년)

주: 1) Boone 지수는 한계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가정에서 측정하며, Boone 

지수 값이 마이너스이면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절댓값이 클수록 경쟁 압력이 
커짐을 의미함

자료: Cummins et al.(2017)

또한 시장집중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Boone 지수 분석에서도 CR 추이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준다. Cummins et al.(2017)은 1999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의 유럽 

10개 생명보험시장을 대상으로 한 Boone 지수 분석에서 유럽 생명보험시장에서 시장

경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경쟁 압력이 작아지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시장은 시장경쟁이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해보험시

장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EIOPA(2018)의 분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경쟁이 치열한 유럽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

료 수준이 소비자물가지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경쟁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35) 다만, 상위 3개사(CR3)나 5개사(CR5)의 시장집중도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지속적으로 완
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는 CR10과 마찬가지로 시장집중도가 높
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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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Pradier･Chneiweiss(2016)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보험시장의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보험종목별 보험료 수준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Ⅲ-4> 참조). 이에 따라 Pradier･
Chneiweiss(2016)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와 불완전판매는 여전히 

중요한 감독 현안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overpricing)는 더 이상 감독 현안이 아

니라고 평가한다. 

평균 보험료 주택보험 건강보험 운송보험 기타

104.26 91.07 164.43 99.58 186.86

<표 Ⅲ-4>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보험료 수준(1996~2014년) 

자료: Pradier･Chneiweiss(2016)

나. 수익성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보험회사 수익성에 대한 EIOPA의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Ⅲ-2> 참조), 유럽주가지수(STXX 600)와 S&P500에 속한 보험산업의 기간별 자본

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비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ROE가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유럽주가지수(STOXX 600)에 속한 전체 보험산업과 생명

보험산업의 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비교 및 기간별 ROA 비교에서도 생명

보험은 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보험산업의 ROA보다 낮고 기간 비교에서도 ROA가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생명보험의 평균 ROA는 2005~2007년에는 0.5% 

수준이었으나 2009~2016년에는 0.5%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분석된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나눈 것이기는 하지만 Solvency II 프로젝트가 진행된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유럽보험시장의 수익성 흐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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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유럽보험시장의 ROE(좌) 및 ROA(우)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7. 12)

구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평균 ROA
1)

0.4 0.2 0.8 0.3

당기순익 증가율 -3.2 -0.5 -2.2 10.7

자산 증가율 2.4 4.5 1.0 -0.4

<표 Ⅲ-5> 당기순익 및 자산의 연평균증가율과 ROA(2005~2015년) 
(단위: %)

주: 1) 2005~2015년의 중위값임
자료: EIOPA Statistics

4개국 보험시장의 수익성에 국한하여 2005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평균 ROA를 

살펴보아도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8%의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0.2~0.4% 수준인데, 당기순익의 연평균증가율이 자산의 연평균증가율을 크게 하회하

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ROA가 하향 추세임을 알 수 있다(<표 Ⅲ-5> 참조). 이에 대해 

EIOPA의 2017년 금융안정보고서는 보험회사 수익성의 하락 원인으로 손해보험은 시

장경쟁을,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시장경쟁보다 저금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림 Ⅲ-2>, <그림 Ⅱ-5> 참조). 특히 이율보증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장기보험의 보유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ROA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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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보험시장의 상품 및 자산 구성

가. 저금리 대응 

저금리가 지속되면 자산 가치도 증가하지만 대다수 장기보험의 경우 마이너스 듀레

이션 갭 때문에 부채 가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자산 증가가 부채 증가를 상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재투자위험도 커진다. 일반 손해보험에서도 저금

리로 인한 낮은 투자영업 성과는 보험영업의 부진을 보전할 여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금리는 자산과 부채 모두에서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오랜 기간 저금리를 경험해 온 유럽보험시장은 다양한 방식으

로 저금리에 대응해왔다(<표 Ⅲ-6> 참조). CEIOPS의 2007년 금융안정보고서는 유럽보험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저금리 대응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증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보증이율 상한

(maximum interest guarantees, 이하 ‘최대보증이율’이라 함)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시

장금리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보증이율의 인하는 신계약

에만 적용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재무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Solvency II 시행 이후에도 최대보증이율을 유지하고 있다(<표 Ⅲ-9> 참조).

둘째, 일부 국가에서는 금리파생상품을 허용하여 금리위험의 자본시장 전가를 유도

하고 있다. 셋째, 초장기 국채 투자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줄이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넷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sset-Liability Management) 

경영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위험

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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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감독당국 보험회사

- 금리 모니터링 및 보고요건 강화
- 위기상황 및 민감도 분석
- 금리위험특별준비금 적립 
- 책임준비금 할인율 조정 등 평가방식 수정
- 신계약 최대보증이율 하향 조정 
- 투자정책 변화 요구
- 계약자배당 축소
- 요구자본 수준 조정
- 특정상품 판매 금지
- 보유계약 미래보험료 보증이율 축소 

- 신계약 보증이율 조정
- 실적연동형, 순수보장 비중 확대
- 이율보증 수정 조항 약간 반영
- 신계약 보장기간 축소
- 신용보험 등 대체시장 모색
- 보유계약 이익배당 축소 
- 보유계약 준비금 추가 적립
- 보유계약 계약전환 캠페인
- 보유계약 조건변경
- 비용 절감
- 매칭, 헤지 등 ALM전략 수정
- 고수익 투자 확대

<표 Ⅲ-6> 유럽보험시장의 저금리 대응

자료: EIOPA(2016b)

회원국 최대보증이율 Solvency II 시행 후

오스트리아 1.50% 지속

벨기에 3.75% 지속

체코 1.30% 폐지

덴마크 1.00% 지속

프랑스 0.00% 지속

독일 1.25%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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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7> 유럽보험시장의 최대보증이율 현황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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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적연동형 위주의 상품구성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럽보험시장의 상품구성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투자위험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보험계약자가 투자위험의 상

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연금(퇴직연

금)과 가계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업연금에서는 미래의 급부를 확

정한 퇴직연금(DB) 비중이 줄어들고 보험료 지출 규모만 확정한 퇴직연금(DC)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가계보험도 보험회사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비

중이 줄어들고 유닛링크상품(unit-linked products)36)과 같은 실적연동형 상품과 의료

비 등을 보상해주는 순수보장형 보험상품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유럽 생명보험시장의 전체 보험료 가운데 실적연동형의 비중은 40%까지 상

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 현재 유럽 생명보험에서 실적연동형 비중은 전

체 보험료의 22%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2017년 중위 보험회사의 실적연동형 비중은 

여전히 전체 보험료의 30%를 넘고 있다. 특히 영국 보험시장의 경우 실적연동형 상품

의 총자산 대비 책임준비금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그림 Ⅲ-3> 참조), 전통적인 보험

상품의 판매는 미미한 수준이다(부록 Ⅴ 참조). 실적연동형 비중이 가장 낮은 독일 보

험시장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실적연동형 판매가 늘어나면서 금리위험에 크게 

노출된 독일 보험회사의 상품구성을 바꾸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보험시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적연동형의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독일 보험시장보다는 실적

연동형의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유럽보험시장 전체적으로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줄어

들고 실적연동형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6) 변액연금과 유사한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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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실적연동형 상품의 책임준비금 및 보험료 비중(2016년)

주: 1) 2016년 기준 책임준비금 비중은 총자산 대비 비율임
2) 상자의 상단과 하단은 75, 25번째, 막대의 상단과 하단은 90, 10번째 백분위수, 상자 내 구분선은 중위값임

자료: EIOPA Statistics;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8. 6)

<그림 Ⅲ-4> 생명보험(좌)과 손해보험(우)의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자료: EIOPA Statistics

실적연동형 상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저금리 외에도 자산과 부채

의 듀레이션 갭에도 원인이 있다. 유럽보험시장의 생명보험 부채 듀레이션은 평균 12

년 수준이고 단기보험인 손해보험의 부채 듀레이션은 3.5년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그

림 Ⅲ-4> 참조). 실적연동형의 비중이 높을수록 생명보험의 부채 듀레이션은 짧게 나

타난다. 2013년 기준으로 영국의 부채 듀레이션은 11.5년인데 비해 독일의 부채 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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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은 20.2년에 달했다.37) 반면에 영국과 독일 보험시장의 자산 듀레이션은 10~12년

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자산 듀레이션의 미스매치가 큰 만큼 생명보험

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금리위험변동준비금(ZZR)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럽보험시장에서 실적연동형의 책임준비금 비중은 총자산 대비 26%

에 머물고 있다. 상품구성 변화를 통한 저금리 대응에는 부채 듀레이션에 상당하는 만

큼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채권과 펀드 중심의 자산 구성

유럽보험시장의 자산 구성은 각국의 금융시장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전

체적으로는 채권, 주식 및 집합투자, 기타 자산 등으로 대별할 때, 채권 중심의 자산 구

성을 보여 준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자산 구성 추이(2004~2016년)와 보험부채별 자산 구성(2016년) 

자료: CEIOPS/EIOPA 금융안정보고서(2004. 12; 2009. 12; 2017. 12); EIOPA Statistics

특히 상품구성이 전통형 위주이면 채권 중심이지만, 실적연동형 위주이면 주식･펀드 

구성이 높은 자산 구성 형태를 보여주며, 시기에 따라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되지만 주

식･펀드와 부동산 등 기타자산의 상대적인 구성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7) BOJ(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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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나라별 자산 구성 특성(2008년) 

주: FR 프랑스, IT 이탈리아, DE 독일, UK 영국
자료: CEIOPS 금융안정보고서(2009. 12)

4개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그림 Ⅲ-6> 참조), 200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채권 비중이 유럽 평균(EEA)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형 비

중이 높은 상품구성으로 인한 ALM 관리가 주목된다. 한편, 전통형 상품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관계사 지분 투자가 높고 프랑스 보험시장과 함께 회

사채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IOPA는 2016년 보고서를 기초로 유럽보험시장에서 나타난 자산 구

성 패턴을 분석하여 생명보험은 4개 그룹, 손해보험은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Ⅲ-7> 참조).38) 

38) 생명보험 51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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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유럽보험시장의 자산 구성 유형별 분류(2016년)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7. 12)

생명보험의 경우 그룹 1은 시장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대상 자산의 

대부분이 이자수익증권이다. 또한 여기에 속하는 보험회사의 25%가 독일 보험회사들

이다. 그룹 2는 자산의 62%를 투자펀드에 할당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인데 영국 보험회

사들이 대다수이다. 그룹 3은 현･예금 비중이 매우 높은 그룹으로 리히텐슈타인, 네덜

란드,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룹 4는 자산의 80% 이상을 국채

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탈리아 보험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그룹 1이 시장 전체 자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험

회사가 독일, 네덜란드 보험회사들로 자산의 67%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그룹 2는 

아일랜드 보험회사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과 모기지로 운

용한다. 그룹 3은 독일, 핀란드 등의 보험회사가 자산의 67%를 투자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보험시장에서 드러난 상

품구성,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과 자산 구성이 어느 정도 일관된 특징으로 나타난

다는 것이며, S2 시행 단계에서 마련된 보완조치 등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되고 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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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유럽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변화(2017년)

       자료: Moody’s Investors Service (2017)

다른 한편으로 신상품 위주의 상품구성 변화와 장기채 중심의 자산 구성 변화에는 한계

가 드러나고 있다. 듀레이션 갭을 줄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고수익을 추구하는(search-for-yield) 투자 

유인이 커지면서 보험회사의 자산 및 상품 구성이 시스템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보험회사의 비전통적인 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수

익 추구 경향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그림 Ⅲ-8> 참조).39)  

39) Lofvendahl and Yong(2017)은 보험회사의 고수익 추구 행태가 거시건전성 현안으로 다룰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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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여력비율과 자본의 구성

가. 지급여력비율의 변화

유럽보험시장에서는 S1과 S2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별 회원국들도 독자적

인 지급여력제도 강화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에는 독일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영국의 내부자본평가모형(ICAS: Individual Capital Assessments), 네덜란드

의 재무평가제도(FTK: Financial Assessment Framework)가 있다.40)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한 데에는 유럽보험시장 전반의 저

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등이 S1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1980년 후반 또는 1990년 초반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MCCSR, 미국의 

RBC 등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발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

한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지급여력제도 강화 움직임은 EU가 유럽보험시장 통합을 

위해 S2 프로젝트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Eling 2007).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현재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 이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가용자본)과 책임준비금만으로는 

보전할 수 없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 총량(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s, 이하 ‘요구자본’이라 함)을 비교하는 척도이다. 이때, 감독당국

은 지급여력비율41)이 100% 이상, 즉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커야 보험회사가 보험

금지급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S1과 S2 모두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다. 

S2에서는 보험회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SCR을 산출할 때,42) 표준모형 이외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내부모형을 적용하여 SCR을 산출할 수도 있다. 표준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SCR은 기본 SCR(BSCR: Basic SCR), 운영위험 요구자본, 책임준비금 

40) 스위스도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SST: Swiss Solvency Test)제도를 추진함

41) S1에서는 Solvency Margin Ratio, S2에서는 SCR Ratio임

42) 판매 제한 등 감독당국의 조기 개입 작동 기준인 최소요구자본(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s)은 분기마다 산출되고 S1과 같은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SCR

과 다름. MCR은 SCR의 25~45% 수준에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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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Risk Margin) 및 이연법인세 조정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가용자본은 자산에

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하는데, S1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가로 표시된 부채를 

사용하지만 S2에서는 자산은 물론 부채도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부채의 시가를 계산

하는 데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만기 20년까지는 만기별 시장스왑금리를 적용하고43) 만

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기선도금리(UFR: Ultimate Forward Rate)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의 시가가 상승하므로 가용자본

은 줄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반면, S1 지급여력비율은 부채의 시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Ⅲ-9> 유럽보험회사 총위험량(요구자본) 증감 요인(2016년)

(단위: 백만 유로(EUR))

    자료: EIOPA(2017. 12)

43) 한국보험시장은 국채수익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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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유럽 4개국 Solvency I 지급여력비율 추이(2005~2015년)

   주: 영국은 2013~2015 3개년 자료임
   자료: EIOPA Statistics

<그림 Ⅲ-11> 유럽보험시장 Solvency I 지급여력비율 추이(2010~2015년)

      주: 1) 박스 상단은 75번째, 하단은 25번째, 최대는 90번째, 최소는 10번째 백분위 수, 상자 내 구분선은 중
위값임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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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유럽보험시장의 주요 4개국 지급여력비율(S1)의 기

간별 분포를 보면, 각국 보험시장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Ⅲ-10> 참조).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떨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평균 지

급여력비율은 2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 비해 레버리지비율이 낮고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도 작은 손해보험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보다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Ⅲ-11> 참조). 

<그림 Ⅲ-12> Solvency II 시행 후 지급여력비율(2016~2017년)

     주: 박스 상단은 75, 하단은 25백분위 수, 막대상단은 90, 하단은 10백분위 수임
     자료: EIOPA Statistics

S2 시행 직후에도 유럽보험시장 중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0%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으나(<그림 Ⅲ-12> 참조), 전체 분포는 S2 시행 이전보다 하향 이동한 형태

를 보인다. S2 지침이 확정된 2009년부터 각 회원국이 S2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하

는 작업을 시작한 것(EIOPA 201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S2 지침의 법규 반영이 

S2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오히려 2005~2015년의 지난 10년간 S1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그림 Ⅲ-10, 

11> 참조)는 유럽보험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저금리와 각국 보험시장 여건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금리 대응 유형과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각국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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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마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가 S2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며, 이것이 S1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 가용자본의 구성

유럽보험시장에서는 S2 지침이 제정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2013년 이후 2개년간 상당한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13> 참

조). 가용자본 구성에서는 자본금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익잉여금 증가율이 

낮을수록 후순위채무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4개국 보험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

되고 있다(<표 Ⅲ-8> 참조). 한편, 유럽보험회사 사례 분석에 의하면, S2 시행 전후 대

다수 보험회사들은 Tier 2 자본조달을 통하여 자본을 늘리는 한편, 주주배당을 크게 늘

리지 않는 대신 자사주 매입(share buybacks)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Franz 2018).    

<그림 Ⅲ-13> 유럽보험시장의 자본 추이(2016년) 

                                                          (단위: 십억 유로(EUR))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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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가용
자본

-4.2 18.2 2.7 1.7 0.9 0.9 n.a. 11.4

이익
잉여금

16.2 9.1 45.7 0.9 20.2 29.2 12.8 8.0

후순위
채무

1.5 10.5  9.0 16.9 23.1 11.2  1.6 4.7

<표 Ⅲ-8>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연평균증가율(2005~2015년) 
(단위: %)

주: 1) 전반기는 2005~2010년, 후반기는 2011~2015년임
2) 영국은 2013~2015년임

자료: EIOPA Statistics

<그림 Ⅲ-14> Solvency II 시행 직후 나라별 SCR비율 분포(2016년)

주: 박스 상단은 75, 하단은 25백분위 수, 막대 상단은 90, 하단은 10백분위 수, 박스 내 구분선은 중위값임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7. 12)

4개국 보험시장의 경우 S1 지급여력비율(<그림 Ⅲ-14> 참조)과 비교하여 S2의 지급

여력비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S2 시행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지급여력

비율은 다소 하향 이동한 반면, 독일의 지급여력비율은 대체로 상향 이동하고 있다. 독

일 보험시장은 2000년대 들어와 연금 개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도 공적 연금의 보완

재로서 이율보증형 양로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던 만큼(부록 Ⅴ 참조), 독일 감독당국

은 2011년부터 보험회사에 금리위험준비금(ZZR)을 적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S2 시행

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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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에서 가용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서 기본자본과 보완자

본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Basic Own Funds)은 자본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 

후순위채무를 포함하며, 조정준비금은 총 가용자본에서 기본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반영하는 금액이다. 

<그림 Ⅲ-15> Solvency II 시행 이후 가용자본 구성(2017년)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2018. 6)

S2 시행 이후 2017년 유럽보험시장의 전체 가용자본을 보면, 평균적으로 기본자본 

규모가 요구자본(SCR)의 2배가 넘는다. 제약이 없는 기본자본이 가용자본의 91%를 차

지하고, 가용자본 인정에 제약이 있는 기본자본이 1.9%, 최대 SCR의 50%까지만 가용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자본은 6.7%로 나타나고 있다. IFRS의 기타포괄손익

이나 보험계약의 서비스마진(장래이익) 등과 관련된 조정준비금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가용자본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Ⅲ-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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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2 영향평가와 거시건전성 관리

가. S2 계량영향평가

S2 프로젝트에서 유럽 감독당국(CEIOPS)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네 차

례에 걸친 표준모형 영향평가(QIS) 결과를 공표하였다. 제1차 계량영향평가(QIS 1)의 

목적은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19개

국 272개 보험회사 대상 평가 결과, 대다수는 현재 적립된 수준보다 산출된 책임준비

금이 더 낮게 산출되었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현재가치 할인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험부채평가 방식에 대한 기본원칙만 제시됨으로써 국

가 간 위험요인, 위험측정모형, 가정 적용 등에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낮았다. 

제2차 계량영향평가(QIS 2)는 자산･부채평가 방식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요구자본 산출 방식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3개국 514개 보험회사

(소형사 155개, 중형사 220개, 대형사 132개)를 대상으로 CEIOPS가 제시한 위험측정 

방법론 및 모수(parameter) 적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책임준비금이 감소하여 가용자

본이 증가하였지만 요구자본도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은 11개국, 손해보험은 16개국

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2에 대한 실질적인 계량영향분석은 제3차 영향평가(QIS 3)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QIS 3은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산출 방식의 영향을 평가하고 계산식의 실행 가능

성 및 적합성 정보를 수집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8개 국가의 1,027

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요구자본 측정 및 재무적 영향 분석, SCR과 MCR 측정 방식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보험그룹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책임준비

금은 감소하여 가용자본이 증가하나 요구자본도 증가하여 S2는 S1에 비하여 지급여력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CR 미달 회사가 전체의 16%, 인가취소 

등의 감독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MCR 미달 회사가 전체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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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QIS 1
(2005)

QIS 2
(2006)

QIS 3
(2007)

QIS 4
(2008)

QIS5
(2010)

LTGA
(2012)

참가 회사 수 272 514 1,027 1,412 2,520 427

시장점유율 44% 60% 65% 75% 85% 70%

일부 내부모형 - na. 13% 50% 42% -

전부 내부모형 - n.a. n.a. n.a. 10% -

MCR 미충족 - -  2.0% 1.6% 4.6% 10%

SCR 미충족 - - 16% 11% 15% 29%

<표 Ⅲ-9> Solvency Ⅱ 계량영향평가 

주: 1) 시장점유율은 보험료 기준임
2) 내부모형과 미충족 비율은 전체 참가 회사 수 대비 비율임

자료: Pradier･Chneiweiss(2016)

제4차 및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4, QIS 5)는 참가 회사의 상당수가 내부모형을 사

용하고 있어서 이를 표준모형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QIS 4는 1단계 지침에 따라 2단

계 시행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 내 원칙 및 측정 목표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

여 보험회사의 S2 이행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보험그룹 111개와 중소형 보험

회사를 포함한 총 1,412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QIS 3과 마찬가지로 추

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본의 재분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산과 부채의 현재 금액과 QIS 4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치 차이는 국가별로 큰 차

이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보험회사 가운데 MCR 미달이 1.6%, SCR 미달이 11%로 나

타났다(<표 Ⅲ-9> 참조).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향평가: QIS 5와 LTGA 

2009년 S2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는 확정된 세부 기준

에 따라 유럽보험시장 전체 보험료의 85%, 책임준비금의 95%를 차지하는 2,520개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평가 결과, MCR 미달이 4.6%, SCR 미달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9> 참조). 이는 116개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포

트폴리오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하며, QIS 4에 비해 MCR 미충족 비율이 상

승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나 보험회사의 자본력에 의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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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계기가 되면서 표본을 확대하여 QIS 5에 참여하지 않은 2,500개 회사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취약한 보험회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QIS 5의 결과를 보완하고 S2의 개정 지침인 Omnibus Ⅱ 지침에 대한 합의를 이끌

어 내기 위해 2012년 유럽 3대 기구44)인 EC와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EIOPA

는 2013년 상반기에 장기보험을 대상으로 한 장기보증영향평가(LTGA: Long-Term 

Guarantee Assessment)를 수행하였다. LTGA가 기존의 QIS 4나 QIS 5와 다른 점은 QIS가 

표준모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정책 선택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LTGA는 S2의 개정 

내용(Omnibus Ⅱ 지침)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LTGA의 초점은 장기보험의 부채평가 할인율의 영향과 요구자본 계산을 위한 대안

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 표준모형에서 이자율 곡선의 영향을 

정량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QIS 5보다 더 심

각하게 나왔다. 대상 보험회사의 10%가 MCR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29%는 SCR비율 

100%에 미달했다(<표 Ⅲ-9> 참조). 이는 S2 도입 시 전체 보험회사의 39%가 동시다발

적으로 법정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4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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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Solvency II 계량영향평가

             자료: Pradier･Chneiweiss(2016)

다. 시장 안정을 위한 S2 설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시스템위험 관리 측면에서 저금리 대응을 모색하였

다. 이에 건전성규제와 정리제도를 재편하여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복원력을 높

이는 한편, S2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고수익 추구 등 쏠림 현상을 제한하도록 S2를 설

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금리 대응을 위한 건전성규제 강화나 시가평가 시행 등으로 

대다수 보험회사가 단기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등의 경기순응성을 최소화 하는 보완조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2012년 영향평가를 통해 유럽 금융당국은 S2 시행 시 장

기보험(LTG)에 대한 보완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50%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시다발적

으로 자본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EIOPA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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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거시건전성과 Solvency II 

  자료: EIOPA(2016b)

보완 및 경과 조치 관련 조항

보험부채 평가금리

무위험이자율 외삽 77a

매칭조정(MA) 77b, 77c

변동성조정(VA) 77d

주식위험
주식위험에 대한 대칭적 조정(ED) 106

듀레이션 기반 주식위험(DBER) 304

경과조치

무위험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TRFR) 308c

책임준비금에 대한 경과조치(TTP) 308d

주식위험에 대한 경과조치 308b

집중 및 스프레드위험에 대한 경과조치 308b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연장 308b

회복기간 연장 자본 회복 기간 연장(ERP) 138(4)

<표 Ⅲ-10> 장기보증 및 주식위험에 대한 추가조치

자료: EIOPA(2016)

유럽연합은 S2 시행에 앞서 자본 부족 보험회사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부채 평가 할

인율에 가산금리를 허용하는 매칭조정(MA: Matching Adjustment) 및 변동성조정(VA: 

Volatility Adjustment) 등 다양한 조정 옵션을 제시하였다(<표 Ⅲ-10> 참조). 이때, MA

와 VA는 장기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지만, 16년 준비

금 적립기간 연장조치(TTP)는 기한이 16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A는 채권과 같이 이자소득 자산을 이용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부채 평가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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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에 적용한다. 매칭자산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보험회사는 가격변동위

험에는 노출되지 않고 오직 파산위험에 노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포트폴리오가 

별도로 관리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위험은 없지만 보험계약자의 옵션이 제한되

고 보험금은 매칭자산의 가치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특성에 잘 맞는 상품은 영국의 유

닛링크상품(unit-linked products)이다. MA 적용에는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VA는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의 경기순응성을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악화나 예외적인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채권가격 하락이 일어날 경우 투매 등에 

따른 금리 상승과 경기순응성에 따른 시스템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VA는 보험회

사의 자본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16년 경과조치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가 S2 시행 전(2015년)의 할인율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의 혜택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

소하여 2032년에 ‘0’이 된다. 즉 16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MA나 VA와 다르다.

한편, MA, VA, 16년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S2 비율을 조정수단 적용 전

과 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일부 대형 보험회사는 16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있는데, 그만큼 16년 경과조치에 의존하는 보험회사는 경과조치에 

필요한 투명성을 고려할 때 감독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급능력 평가에 있어서 경과조치 적용 유무에 따른 결과를 보험계약자 

등 시장참가자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무건전성의 비교가능성 제고라

는 S2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보완 및 경과조치의 지급여력비율 개선 

유럽보험시장에서 6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901개 보험회사는 MA, VA 등 보완

조치를 최소한 하나는 사용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61%의 852개 보험회사는 VA를 선

택하고 있고, 시장점유율 24%의 154개 회사는 준비금 경과조치(TTP)를, 시장점유율 

16%의 영국과 스페인의 38개 보험회사는 MA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2,149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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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완조치도 선택하지 않았다. 또한 152개 보험회사는 보완조치(TRFR 또는 TTP)

와 할인율 가산금리 조치(MA 또는 VA)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8> LTG 보완･경과조치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

        자료: EIOPA 금융안정보고서 (2017. 6) 재인용. 원전: EIOPA Insurance Stress Test

보완조치 적용 현황을 보면(<그림 Ⅲ-18> 참조), 대다수 보험회사가 택한 보완조치

는 VA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2 지급여력비율(SCR비율) 개선효과는 MA, TTP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완조치를 제거할 경우 이들 조치를 선택한 보험회사

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가장 큼을 의미한다. 전체 유럽보험시장 기준으로 보완조

치 없이 S2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SCR비율이 6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은 142%에서 51%, 프랑스는 196%에서 152%, 독일은 272%에서 145%로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EIOPA 금융안정보고서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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