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선행연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스템리스크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리스크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과 연관된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스템리스

크에 관한 연구분야 중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보험산업과 관련된 시스템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후

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면 한 이해와 측정방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금융정책

제도를 설계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정책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시스템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이슈와 시스템리스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우선적으로 논한 후에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보험업권과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진행된 은

행권의 시스템리스크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의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과 더불어 향후 진행될 분야에 대한 언

급으로 선행연구와 관련된 장을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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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리스크의 구분 

금융시스템을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금융거래의 주체(금융기관과의 금

융거래를 통해서 연결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모두를 의미)와 연결고리(금융거래를 

의미)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Anand et al. 2013).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은 

생각처럼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장애와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체나 연결고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방식과 주체와 연

결고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 모두를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주로 (금융거래의)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나 회사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위기에 대해 규제차원에

서의 대응이 시행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기관이 지니는 시스템리스크와

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공하였다. 그 3가지는 규모(Size), 상호연

계성(Interconnectedness), 그리고 대체가능성(Subsitutability)이다. FSB와 국제보험

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 의하면 위

에서 언급한 3개의 기준은 금융시스템의 장애(Impairment)를 유발시키는 개별 보험회

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FSB 2009. 10; IAIS 2013. 7a). 

또 다른 부류의 연구들은 금융거래의 주체보다는 금융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의 연

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에 주목하면서 시스템리스크에 발생하는 장애

(Impairment)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고 있다(Geneva Association 2010. 3). 이러한 유

형의 접근법을 통해서 금융시스템 감독과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가능해진다. 

감독의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거래가 고려되지 않으면 금융기관만을 감독하기 때문

에 규제가 심한 금융기관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으로 위험한 금융거래가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왜곡 현상은 파산위

험에 처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구제금융에 의해 구제받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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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eller 2011; Kessler 2013. 7). 

시스템리스크를 금융거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금융기관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

시키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금융거래에 의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려는 시도

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려

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언

더라이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규모만으

로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수의 법칙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의 특정 종목의 규모가 증가했어도 위험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시스템리스크

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IAIS 2011. 11, 2012. 5; Kessler 2013. 7). 

금융시스템의 어느 분야에 의해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며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되

는가에 주목해야 하며 어느 분야가 금융시스템의 장애에 가장 취약한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시스템을 네트워크의 일종이라고 간주한다면 금융기관과 금유거래 

모두 시스템리스크에 취약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각일 것이다(이 보고

서에서 “시스템리스크 장애”라고 함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모두 포함하

는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 “취약성”의 의미도 금융시스템에서 시스템리스크로 인한 장

애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시스템리스크의 정의 

단순히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불확실성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한 시

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건의 위험, 결과 및 원인이라는 3개의 기본요소

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위험이라는 요소는 개별 위험과 관련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

련된 사건이라 함은 금융서비스의 정지,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경제에 대한 충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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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Allen and Wood 2006). 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어

지는 결과물을 의미하며 대부분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건의 원

인이라는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금융

서비스산업과 관련이 존재해야 한다.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할 때 원인 및 

결과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든 연구

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Liedtke 2010; 

Dwyer 2009). 정확한 정의가 곤란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수

준의 리스크를 시스템리스크라고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Billio et al. 

2012), 시스템리스크와 다른 리스크를 구분하기 위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비교기준

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리스크를 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건이란 특정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거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스템리스크적인 사건의 결과는 경제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원인은 2008년도에 발

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하락과 같은 수준의 외부충격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손실(Impair)을 입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전이효과가 발생하고 상호의

존성(Interdependence)으로 인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하게 정의한다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의 재발

을 초래하는 모든 위험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예외는 De Bandt and Hartmann(2000)

가 제안한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개념으로 리스크의 2차적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격의 정도에 따라 리스크를 구분하고 있는데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융기관 자

체보다는 충격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를 시스템리스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Harrington(2009) 

은 시스템리스크와 일반적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구분하고 “상호연계성이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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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이”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위험을 시스템리스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

야 한다. 금융기관의 동시부실이나 리스크 전이현상이 반드시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스

템리스크라고 정의하는 것은 시스템리스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는 문제가 존

재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금융서비스산업이 작동하지 않

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결과 측면에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야만 하는가의 이슈도 검

토해야 한다. “실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건들이 모두 고려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이라는 단어의 의

미는 영향의 심도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정적 영향이나 결과라는 

말은 시스템리스크로 발생하는 사건의 결과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

지 않다면 Liedtke(2010)가 지적한 바처럼 전쟁이나 풍수해 그리고 질병재해 등의 위

험 또한 시스템리스크로 포함되어 시스템리스크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

용하게 된다. 

사건의 원인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위험의 원인이 제대로 고

려되지 않으면 정의가 지나치게 광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건의 원인에 대

한 구체성이 결여되는 경우에 감독기관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서비스가 타

격을 받는 모든 경우를 시스템리스크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건의 원인을 지

나치게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오류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부실의 연결고리를 최초로 발생시키는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Adrian and Brunnemeier 2011; Billio et 

al. 2010, 2012).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정의방식은 하나의 충격으로 전체 금융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결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정의라면 시스템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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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할 것인가의 논의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선행연구에서도 

공통된 측정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isias et al. 2012).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는 2가지의 부류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거시건전

성 측면에서의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관한 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시건전성 측면

에서의 연구이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측정이라 함은 전체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시

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측정하려는 시도인 반면에 미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측정은 시

스템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스템의 부실에 가장 취약한 금융

기관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한정하여 정

리해보고자 한다. BANKBETA, △CoVaR, LTD 및 Granger-Causality Networks와 같

은 측정방법은 정상적 시기에서의 금융기관 간의 상호연계성과 금융위기 시기의 위험

전이현상을 측정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기관들

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전이효과에 치중하여 시

스템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en et al. 2013; Adrian and Brunnermeier 

2011; Billio et al. 2012). 

반면에 LRMES, MES와 SRISK와 같은 측정방법은 전이효과를 파악하려 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리스크의 영향이나 결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연관

성이 시스템리스크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라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사용하는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부류의 연

구들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연구

들은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Chen et al. 2013; Cummins and 

Weiss 2013; Weiβ and Mühlnickel 2014). 

현존하는 시스템리스크 측정방식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보다 발전된 측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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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측정방법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내용은 △CoVaR, MES 및 

SRISK의 경우에 전통적인 측정방법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Benoit et 

al. 2013). 2,000개의 미국 금융기관에 관한 연구에서 △CoVaR를 이용하여 시스템적

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Value at 

Risk를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MES 방법은 시장베

타추정방식으로, SRISK는 정상시기의 레버리지와 위기시기의 부채를 측정하는 방식

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측정방법은 시스템리스

크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스템리스크 측

정방식의 제한점은 금융기관의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나 취약성의 상대적인 면만을 고

려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험도는 알 수 없게 되는 구조적 제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시장이 활황인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관련이 높은 금융기관도 위

험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위기 시점에서는 시스템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금

융기관도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보험산업에서의 시스템리스크 

2008년 금융위기 동안에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었된 금융기관이 AIG였는데, AIG

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의 구제금융(Bailout)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AIG는 

2008년 9월에 초기 구제자금을 받은 이후로 2009년 7월에는 1,35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지원되었다(Harrington 2009).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와 보험회

사의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거래가 어떻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는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어떤 종류의 보험거래와 어떤 특성을 지닌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 

부실에 가장 취약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업무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IAIS 2011. 11;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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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aition 2010. 3). 일반적으로 보험업무를 언더라이팅 업무와 투자 및 조달 업무로 

양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언더라이팅 업무는 보험료를 받아 담보하게 된 제3자로부터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

할 것인가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외에도 재보험과 대체리스크전가(ART)까지 포함하게 된다. 

투자 및 조달 업무는 투자수익을 증대하고 부채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료 수입의 투자와 자산부채관리(ALM)뿐만 아니라(Rejda and MacNamara 

2014; Zweifel and Eisen 2012), 수익증대활동까지 포함하게 된다(Geneva Association 

2010. 3). 

또한, 보험업무를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 보험업무와 비전통적 보험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불명확한 면도 존재하지만 비체계적위험, 상호 간 

연관성이 없는 위험, 경제순환주기와 독립적인 위험들을 다루는 경우가 전통적 보험업

무에 해당된다(IAIS 2012. 7). 전통적 보험업무와 비전통적 보험업무로 구분함으로써 

보험회사별 사업모델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사업모델의 시스템리스크의 기여도나 금

융시스템의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5. 전통적 보험업무와 시스템리스크 

전통적 보험업무라 함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재보험 등의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업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손해보험회사 간에는 상호

연계성이 낮고 경제주기와 무관한 손실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지니는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

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금 지급이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시스

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시스템의 부실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결론과 추론의 근거는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과 보험회사의 보고서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찰된다(Trichet 2005; Cum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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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iss 2014; IAIS 2011. 11; Geneva Association 2010. 3). 

그렇지만, 아래에서 기술한 2가지 부류의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결론에 대

한 의구심을 던지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은행 간의 주가수익률을 

분석하여 업권 간의 상관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Billio et al. 2012; Chen et al. 

2013a). Billio et al.(2010)은 25개의 미국 대형 헷지펀드, 증권사,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Granger-Causality 검정을 실시하였고 Chen et al.(2013b)는 미국의 11개 보험회

사와 22개의 은행에 대하여 부실보험료를 이용한 동일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기 2개 

연구에서 은행과 보험회사는 상호연관성이 존재하며 은행산업에서의 충격이 보험회

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는 것을 밝혔다. 은행이 보험회사와는 달

리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의 연구는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이

다. 예를 들어 Weiβ and Mühlnickel(2013)은 LTD(하위값 꼬리의존성, Lower Tail 

Dependence)라는 개념을 시스템리스크에 적용하여 보험회사 합병이 보험회사의 시스

템리스크 기여도를 증가시키는가를 분석하였다. 북미지역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합병도 은행의 시스템리스크 기여도에 영향을 미

쳤을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 합병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였다는 증

거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Cummins and Weiss(2013)와 Weiβ and Mühlnickel(2013)은 

SRISK와 MES 측정치를 사용하여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장애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연구와 상충된다라기 보다는 보험업무는 고려

하지 않고 보험회사 자체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얻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비전통적 보험업무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는데(Geneva Association 2010. 7; Klein 2011; Cummins and Weiss 2013, 2014),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종목의 경우에 다른 금융시장의 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파산의 경우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 기반한 주장이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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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에서 소비자는 보증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보험회사의 파산

이 전이효과를 보이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이

다. 혹시라도 파산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비체계적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일인 것이라

는 주장이다. 규모가 큰 보험회사의 파산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주장

도 있다(Radice 2010). 

마지막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정리는 사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문에 부채 불이행, 자산 투매나 급격한 현금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글

로벌 시스템적으로 중대한 보험회사(GSIIs)를 평가하고 전통적 보험업무는 물론 비전

통적 보험업무의 중요성을 크게 평가하지 않은 IAIS(2012. 5)와 유사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Geneva Association 2010. 3, 2010. 7). 

손해보험의 경우에 재보험시장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보험시장

의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되었다(Cummins and Weiss 

2014; Baluch et al. 2011). 재보험회사 간에 그리고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회사는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는 이유는 재보험료가 재보험회사 간에 또는 

원수보험회사에서 재보험회사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개 보험회사의 파산은 다른 보험

회사의 파산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이 재보

험계약을 통해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재보험계약도 철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Park and Xie(2014)의 연구에서 분석되었는데 재보험

회사의 신용등급의 변화는 원수보험회사의 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지

만 한 개 재보험회사의 파산은 일부의 원수보험회사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시스템리스

크로까지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재보험의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또 

다른 연구(Kesser 2013. 7)에서는 재보험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지 않는 이유로 

원수보험회사들이 재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대방위험을 분산화된 포

트폴리오를 통해 제거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재보험 혼란현상이 발생

하지 않는 이유로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회사 간에 존재하는 위계적 시장구조 때문이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IAIS 2012. 7; Baur et al. 2003), 아직까지는 학술적 연구에 의

해 뒷받침되는 주장은 아니다. Cummins and Weiss(2013)에 의하면 재보험회사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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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회사 간의 상호연관성에 의해서 보험산업에 문제를 발생

시킬 수는 있지만 비보험 금융사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유

발시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정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는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로 간주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공통

된 인식은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면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만

약 위험을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 상품이 재해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에 의해서도 대체가능하게 되면서 자기보험의 형태로 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보험업무에서 반드시 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6. 비전통적 보험업무와 시스템리스크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중에 비전통적 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약은 연금보험이고 손해보험에

서는 신용보험, 금융보증과 파생상품 등의 언더라이팅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보험에 

존재하는 보증옵션이 보험회사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Klein 2013; Cummins and Weiss 2014; IAIS 2011. 11; Grace 2011). 투

자의 요소가 포함된 생명보험의 경우나 보증옵션이 내재된 연금상품의 경우에 수많은 

계약이 일시에 해지되거나 높은 수준의 현금유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는 통상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높은 수준의 해지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해

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보험회사의 

파산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가 파산위험에 처할 경우에 높은 수준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험계약이 은행예금처럼 쉽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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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의구심을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Cummins and Weiss(2013)은 보험계약의 해지가 용이하

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인식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는데 SRISK를 측정방법으로 채

택한 연구에서 측정결과가 특별계정의 자산 및 단체연금보험료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

였다. 특별계정이 옵션과 보증이 내재된 연금상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증가하는 해지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에 위기 시점에

서 단체연금보험이 해지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시스템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옵션

과 보증이 존재하는 연금성 보험상품의 경우에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취약

성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보증옵션이 내재된 연금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것으로 보증이율의 지

급이 시장이 활황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자율이 급락하거나 이자

율위험이 적절하게 헷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무적 곤경에 빠지게 된다. 연금상품의 예

정이율에 대한 보증이 문제가 될 때까지는 수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증이율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

는 경우일지라도 경제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사례로 일본의 Nissan Mutual Life와 영국의 Equitable Life를 들 수 있는데 이

자율이 급락하고 헷지가 완전하지 않아 보증옵션 연금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재

무적 곤경에 빠진 적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나.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에 신용보증은 신용보험, 신용보증, 파생상품(CDS) 이 3가지 기준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신용보험은 CDS 언더라이팅과는 대조적으로 손실에 대비하기 위

한 막대한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대차대조표상에서 명시해야 하며 현금유출 

또한 등급하락이 아닌 대출이 더 이상 상환되지 않아 손실로 인식되는 경우에 발생된

다. 또한 신용보험과 여타 금융산업과의 상호연계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보

험의 시스템리크스에 대한 기여도나 취약성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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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나 사채를 포함하여 구조화 상품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요구되는 금융보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Drake and Neale 2011). 금융보증과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

계성은 비교적 큰 편인데 대형 은행들의 보증파생상품에 대한 노출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유형의 금융상품은 시장의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유가증권의 가치가 매일 시장가로 제시되며 손실 또한 금융서비스산업을 통해 급격하

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경제불황에 매우 취약해지

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Geneva Association 2010. 3). 

보증이율을 명시한 상품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하락이 즉각적인 담보물의 회수나 

계약해지를 초래할 수도 있다. Chen et al.(2013a)은 BANKBETA와 MES라는 측정방법

을 사용하여 CDS를 발행하는 미국 보험회사를 분석하였는데 금융보증을 발행하는 보

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의 수준이 일반보험회사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측정치가 금융위기 동안의 보험회사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였는데 금융보증을 발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 일반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수

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측정방법이 적절하다면 금

융보증상품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과 금융기관의 취약성도 악화시킬 수 있

다는 주장인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신용파생상품 중에 하나가 신용파산스왑(CDS) 상품이다. 가장 간단

한 경우를 살펴보면 CDS에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에 현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특

정 기관이나 기업과 관련된 CDS 계약을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과의 채무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

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매도자의 경우 파산위험에 대한 담보물을 제

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ress 2011). 결과적으로 CDS 언더라이팅 사업은 유동성위험

에 노출되게 되며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신용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현금유출

이 증가하게 된다. 

CDS 언더라이팅이 금융시스템의 부실에 취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

구들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의 측면에서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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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이 관련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 CDS 언더라이

팅 회사가 다각화를 통한 분산이 이루어져 있어 CDS 언더라이팅 사업자의 파산이 금

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G의 가

장 큰 거래상대방이었던 Goldman Sachs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금융회사

가 AIG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Radice 

(2010)는 CDS의 부도사태가 거래상대방에 커다란 손실을 유발시킨다는 점에 동의하

지 않는다. 그는 연구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CDS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유발가

능성은 거래상대방의 분산전략을 통해 축소된다는 것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Heyde and Neyer(2010)은 CDS 보유여부에 따라 은행을 구분하고 충격

흡수력, 즉 은행파산으로 인한 연쇄반응 가능성으로 정의된 금융안정성을 분석한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CDS는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시장참여자들의 분산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전가의 유인으로 

인해 CDS를 매수하는 은행이 비유동적이고 고위험인 고수익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CDS 언더라이팅의 부도사태는 연쇄반응을 발생시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CDS의 규

모, 전체 금융권역과의 상호연계성, CDS 부도가 손실을 발생시키기까지 경과시간, 

CDS 사업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Baluch et al. 2011; Cummins and 

Weiss 2014).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CDS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장부가치가 300억 달러 이상인 금융기관들은 시스템차

원에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에 관하여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학술적 연구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 바 있다. 

7. 전통적 투자 및 조달 업무와 시스템리스크 

보험회사의 전통적 투자활동과 조달활동은 담보하는 위험과 자산부채 및 유동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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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업무를 고려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재해채권과 

같은 ILS(Insurance-Linked Securities)에 관한 업무도 전통적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향후 발생할 우발적 사건에 대한 위험을 담보

하고 수취하는 보험료와 관련된 업무는 매우 안정적이며 유동성이 충분한 분야라고 인

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권에서 보험인출 같은 사태는 발생할 수 없으

며 자산의 투매와 같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믿어왔다. 더구나 감독기관이 자산투매 위험을 예상하고 금융위기 시점에서는 요구자

본의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솔벤시 2제도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그런 인식을 

더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즉 부채의 만기가 길고 자산의 만기가 짧은 경우에 이자율위험에 대한 

노출과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

만 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채특성에 맞도록 자산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채무상

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Geneva Association 2010. 3).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자산과 부채 모두 만기가 길다고 주장한 Cummins and Weiss(2014)의 연구결과의 주

장처럼 만기불일치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험회사 자금조달과 자산부채관리는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높은 자본수준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Harrington 2009; Cummins and 

Weiss 2013). 하지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본수준이 낮은 수준이라

고 밝혀져 있는데(Harrington 2011; Cummins and Weiss 2014; Grace 2011; 

Baranoff et al. 2011), 이들 보험회사의 자산이 충분히 분산화되지 않아(예를 들어, 대

부분 보험회사가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모기지증권에 투자하는 경

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계약의 듀레이

션으로 인해 손해보험회사보다 금융시스템의 손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보험업은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므로 계약이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반면에 손

해보험은 단기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손실빈도가 낮은 경우에 생명보험회

사는 자본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본시장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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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된다.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시스템 부실에 대한 취약성을 SRISK와 MES를 

산출하고 분석한 연구결과(Chen et al. 2013b)에서 손해보험회사보다 경제불황에 의

해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시스템 부실에 대한 취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보험인출사태가 실현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들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급매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

지 않는다는 주장이다(Baranoff et al. 2013). 과거의 계약실효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힌 바로는 생명보험회사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기 전에 보유한 자산을 매

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평상시보다 10배에 달하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만기 전에 매도해야 할 자산의 규모가 전체 채권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Berry-Stölzle(2014)은 서브프라임위기 동안에 생명보험회사의 외부조달능력

이 문제가 되거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구제금융이 필요해진 경우가 없었다고 밝히고 

회귀분석을 통해 신주발행의 원인이 서브프라임사태 때(영업손실이나 성장기회에 대

한 투자목적)와 평상 시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여부의 결정요인은 

금융위기 시기와 안정기 간에 동일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동안에 자본부족

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8. 비전통적 투자 및 조달 업무와 시스템리스크 

보험회사의 비전통적 투자와 자금조달활동이라 함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와 재보험회사들의 선취수수료의 유동화, 유가증권 대주거래, 신용등급활용거래, 기업

어음발행 등을 통한 단기자금조달 등을 의미한다. IAIS(2012. 7)에 의하면, 선취수수료 

유동화는 내재된 보증, 보험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등의 형태로 투자자를 심각한 수준

의 이자율 위험에 노출시킨다. 하지만 선취수수료 유동화사업 자체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런 거래

의 규모가 다른 자산유동화상품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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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보험회사가 유동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산을 투매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자금조달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산투매가 

발생할 개연성은 존재한다(Geneva Association 2010. 3). 

아래에서 설명할 수익성 증대전략이 과도하게 실행될 경우에 보험회사의 시스템리

스크에 대한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장애에 취약해지

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유가증권 대주거래”는 보험회사가 시장거래자에게 담보

물이 있는 상태로 장기 유가증권을 대주하며 받은 거래금액을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등급활용거래”는 신용등급이 나쁜 수준까지 하락하기 전까지 자

금을 조달하여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가지 방식의 거래 모두 보험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위해서 자산의 투매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시장이 재무적곤경 상태

에 직면하면 앞서 언급한 수익성증대전략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Acharya et al.(2011)은 유가증권 대주거래에 있어 담보물이 단기 동안 안전자산에 투

자되는 경우에는 위험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AIG의 경우에는 대주거래를 매우 공격적

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필요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Harrington(2009)은 AIG의 부실에 대해 유사한 평가결과를 제시했으나 Baranoff(2012)

는 대주거래가 반드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일반

적인 대주거래는 유가증권 가치의 120%에 해당하는 현금을 담보물로 요구한다. 하지

만 채권자였던 AIG가 담보물을 대신 제공하게 되었고 대출자는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AIG가 파산하게 되자 대출자는 대차한 유가증권과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었

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상

대방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를 감소시

킨다. AIG 사태의 경우에 이러한 업무방식보다는 미국연방은행에 구제금융을 요청하

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증대

시키는 업무를 생각해볼 수 있다(Geneva Association 2010. 3).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들이 흔히 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기업어음의 발행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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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데 과도한 수준의 규모에 이르면 만기 전에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런 경우는 시스템리스크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보험회사 차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의 사업활동의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관여하는 업무가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

험업권이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보험업권에서는 산업손실워런트증권(ILW: Industry-Loss Warranties)이 비전통

적 보험회사업활동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개별손실사건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전체 산

업의 불황을 담보하게 된다. IAIS(2012. 7)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상품은 무담보이기 때

문에 베이시스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해채권을 제외

하고는 대체위험전이(ART) 방식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지만, 산업손실워런트증권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관련된 다른 보험연

계증권들은 이자율위험이나 신용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비전통적 투자 및 조달 활동들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잠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지, 

기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9. 보험그룹과 시스템리스크 

시장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좋지 않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악화되는 경우에 글로벌 보험그룹 내의 유동성의 전이효과 이슈

가 중요하게 된다. 

Radice(2010)에 의하면 위기상황에서 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자국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해 계열 자회사들을 보호하려는 경우에 그룹차원에서는 파산의 위험에서 벗

어날 수 있지만 해당 자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 또한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Drake and Neale(2011)은 보험그룹 내 계열사 중 타국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은 AIG와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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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관의 감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에 건전한 자보험사가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 비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AIS(2013. 7b)의 기준에 의하면 담보하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고 다른 위험과 

독립적이며 경제주기로부터 독립적인 경우에 보험연계증권도 보험회사의 전통적 투

자와 조달방식으로 간주된다. 가장 흔한 보험연계증권은 재해채권인데 시스템리스크

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재해채권은 재해성 질병이나 허리케인

과 같은 사건들을 담보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금융시장의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Cummins and Weiss(2009)는 금융시장 안정기에 재해채권의 수익률은 채권이나 주

식의 수익률과 상관성이 없으며 위기시기에도 그 상관성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금융위기 동안에 재해채권을 통해 얻어지는 분산효과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Weiβ et al.(2013)에서 지지되었는데 재해채권의 발행과 

시스템리스크 측정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재해채권은 SRISK나 △CoVaR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essler(2013. 7)과 

IAIS(2011. 11, 2012. 7)에 의하면 재해채권의 발행액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도 금융시스템의 손실에 취약하지도 않다고 밝혀졌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재보험

을 포함한 보험산업에 존재하는 시장규율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위험에 민감하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Harrington 2004, 2011),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험회사는 위험감수행위를 자제할 수밖에 없으며 재무건전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Epermanis and Harrington 2006; Eling and Schmit 2012). 하지만 

시장규율이 항상 잘 작동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금융보증회사가 부외거래

로 처리되는 특수목적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위험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Drake and Neal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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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산업과 은행산업의 시스템리스크 규제

은행산업과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제도가 동일할 수 있는가의 이슈

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동일한 방식으로 감독하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게는 보다 높

은 수준의 자본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충격흡수능력, 보다 강도 높은 감

독 및 정리절차요건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Is)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FSB 2013. 9). 

두 번째는 시스템리스크가 없다면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보험산

업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 규제는 불필요하다. 지

금까지는 이처럼 극단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연구는 없었으나 비전통적 보험회사업에

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이 이러한 방식의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세 번째는 시장규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규율은 보험산업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중개인, 설계사 및 다른 금융중개기관들의 참여

가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

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는 비록 감독제도가 잘 마련되었을지

라도 규제가 지나치거나 시장규율의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

를 가져올 수도 있다. Harrington(2004, 2011)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

한 추가적인 감독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중

요하다고 규정하면 규제금융의 정당성을 반증하게 되고 시장규율의 역할을 축소시키

게 된다고 우려한다. 

이런 관점은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활동’에 적용된다면 그 가치가 비교적 명

확할 수 있다. 유사한 금융활동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사한 규제가 적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AIG가 부실 당시에 보다 나은 감독제도에 의해서 규제

되고 있었다면 금융위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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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존재한다. 그보다는 높은 수준의 자본규제가 은행뿐만 아니라 AIG의 금융서비스

부문에 적용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활동 중심의 관점이 정책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본규제뿐만 아

니라 투명성의 측면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시장규율은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때 그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질 수 있다. 금융위기 동안의 문제가 단순히 부채비율이 높

아서였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험노출도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전통적 보험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중심의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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