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관련 이슈

1.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인가? 

이번 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선적

으로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성격을 더 이상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방식에는 제

한이 생기게 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보험회사와는 달리 최근에는 분산이 불가능한 상

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출사태에 취약해진 측면이 존재하고 거시경제적 사건에 대

한 보험을 제공하는 등 금융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

회사의 특성이 비전통적인 측면을 띄게 되면서 시스템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성과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보험회사가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조달의 형태로 

인식되면서 보험회사의 탈중개화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최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AIG와 Prudential과 같은 보험회사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업권의 자본력이 낮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수

준의 시스템리스크가 2008년도 가을에 Lehman, AIG, Merrill Lynch 등이 부실상태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가계와 기업의 손실로 이어졌고 금

융산업의 부실이 곧 실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 탈중개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보험공급자로서의 보험

회사의 사업의지가 저하되는 경우에 보험료가 상승하고 경제적 후생에 막대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본제약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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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자본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 재해

발생 직후에 기대손실 대비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Froot 2001; 

Froot and O’Connell 1999). 이러한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의 급격한 보험료 상승은 

자연재해와 무관한 다른 보험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Spill-over 현상). Garmaise 

and Moskowitz(2009)은 1990년대의 지진발생 후에 재해발생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의 금융신용거래가 감소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연계금융거래에 있어서 주요 자금공급원으로서 보험회사는 경제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큰 규모의 장기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의 자금흐름을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이 가

계대출, 기업대출 및 모기지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도 기업채, 기업어

음과 같은 단기자금시장상품, 수익증권 및 헤지펀드, 구조화 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금융회사는 실물경제에 결제 및 청산, 유동성 공급 및 재해보험 등을 제공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를 결정하

는 데에 있어 핵심 고려사항은 금융회사가 시스템의 자본제약상황에 기여하는가를 판

단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투자자이다. 생명보험회사가 부실

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자본시장에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스템리스

크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금조달을 위

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거래은행의 부채규모

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정한 자본력과 예금보유규모를 갖춘 은행의 경

우에는 신용공여능력에 별다른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위험이 존

재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재무적 곤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문제가 심각한 은행은 대

출수요와 자금조달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된다. 

회사채와 신용거래 간의 자금흐름교차를 통해 생각해보면 보험회사에서 은행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채 시장에

서 유동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부담이 존재할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하락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Dick-Niesen, Feldhut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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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o 2012), 일부 연구는 보험산업 내 보유자산의 유동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험회

사가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야만 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Paulson et al. 

2013). 감당한 정도의 부채수준과 비교할 때 보험회사들의 회사채 보유수준과 다른 유

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nconi et al.(2012)은 2007년 후반기에 채권형 수익증권과 보험회사는 유동화 채

권이나 모기지유동화증권(CMBS)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손실이 자

산매도나 저금리 유동화증권이나 저금리 채권과 같은 자산의 매수감축으로 이어지면

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기여한 바가 있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는 달리 금융

위기 동안의 자산매도가 수익률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채권형 수익증권은 

투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에 기여할 수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경우는 요구

자본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략적 유동성 공급자처럼 행동하지 않지

만 수익증권의 채권매도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기반의 요구자본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가

져올 수 있다. Stanton and Wallace(2010)는 금융위기 전에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엄격

한 규제의 대상인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상업용모기지유동화증권(CMBS)이 포함

될 수 있다는 점을 위험가중치의 규제차익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후로 보험회

사가 보다 엄격해진 규제와 건전성 기준으로 인해 은행이 투자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유동화증권의 주된 매수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보험업권이 회사채 시장뿐만 아니라 유

동화채권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 가을에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당시에 부실화되어 중개기능

을 하지 못했던 보험회사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

험회사가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정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보험회사가 회사채 시장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물경

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존재한다. Ellul et al.(2010)은 보험회사에 미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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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규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회사채를 급매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규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한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등급이 하락한 채권을 매

도하게 되고 채권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부실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채권 

매수자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투매

현상은 경제시스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더 심화되며 은행업권이 동시에 어려움

을 겪은 경우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경제시스템에서 자금조달이 중단되는 시

스템리스크의 결과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AIG 사례로 살펴본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앞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험회사의 중개기능이 마비되는 2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AIG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으로 지정하면서 AIG는 3가지 채널을 통해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FSOC 2013. 7. 3). 

첫째는 채권자, 거래상대방, 투자자 및 다른 시장거래자의 위험이 AIG로 전이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AIG의 자산매각이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시켜 주요 시장에서의 자

금조달이나 트레이딩을 방해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손실이나 자금조달

에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경우이며, 셋째는 AIG에 대한 서비스의존도가 높거나 시장에

서 대체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AIG를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로 지정하면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는 회사의 특성, 범위, 크기, 규모, 사업의 상호연관성, 레버리지, 단기자금조달 

의존성과 경제시스템에서 AIG의 신용제공능력 등을 살펴보았다. 

금융회사가 시스템리스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시스템

적인 금융위기는 업권 전체의 자금부족현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업권 

전체의 자금부족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FSOC가 AIG와 관련지어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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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FSOC 2013. 7. 3). 

첫째로 금융회사는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업권 전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제

에 발생하는 거대 충격으로 인해 금융업권 전체에 막대한 손실과 자본손실이 초래되

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대출과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함

으로써 비우량등급의 개인부동산시장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 

AIG의 부실은 전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 중에 AIG CM(AIG Capital Markets

은 AIG의 Financial Services Business 부서)의 405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때문이었다. 

이 중 대부분의 손실이 ABS에 대한 신용보호를 위해 5,270억 달러 상당의 CDS 매도로

부터 발생했던 것이다. 더구나 2008년도 AIG의 금융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한 408억 달

러의 손실 중에서 생명보험과 은퇴서비스 부분의 손실이 3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손실은 대주거래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포트폴리오에서의 

손실과 변액연금의 사망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대주거래는 일반적으로 담보

물이 안전한 단기자산에 투자되기 떄문에 비교적 위험수준이 낮은 거래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AIG는 공시자료에 의하면 약 2/3에 달하는 현금담보물을 모기지대출유동

화증권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상호연계성이 높은 기업들이 부실에 이르

게 되고 업권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에 금융업권 전체가 자본이 부족하게 되는 지경

에 이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기업들만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

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들도 동시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G의 경우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호연계성의 수준이 시스템리스크 유발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 Capital Markets 부분을 통해서 AIG는 약 1,500개의 회사는 물론 정부

와 기관투자자와 장부가 기준으로 1.6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파생상품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문제는 담보물 및 마진제도에 있어서의 개별거

래가 시스템에 미치는 거래상대방 위험의 외부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위험이 충분한 자본의 충족없이 생성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Acharya et al.(2010)은 2008년 9월부터 연말까지 AIG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

이 가장 큰 10개 거래를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손실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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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내용을 CDS 계약상의 담보금액 지급, CDS 매입 금액,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보증금

액 등으로 나누어 보고 정부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약 3개월 동안 지급액

의 총액이 약 6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관련 기업들의 유동성 제약이 자

본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처음에는 가장 취약한 금융회사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비교적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부실과 유동성이 결여된 자산의 투매로 이어지게 되면 주변의 다른 금융

회사의 자산 매각을 촉발시키고 자금조달의 제약에 노출시켜 금융업권 전체가 자본부

족의 문제에 봉착된다. 금융업권 전체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이 집중된 규모가 큰 금융회사만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변의 다른 금융회사들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스템리

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AIG의 경우에도 1조 6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거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파생상품

포지션이 현실화되면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AIG 그룹차원에서의 부실이 

파생상품포지션 외에도 AIG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급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

가? 금융위기가 진전되던 순간에 AIG는 세계 5위의 대형 자산운용사였다. AIG 그룹 

전체의 투자를 포함한다면 미국 최대의 채권투자자였으며 미국 제2의 지방채 투자자

였다.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각각의 채권시장에 엄청

난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IG 보험회사의 자산은 자회사로부터 법적

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AIG 그룹의 부실이 자회사 자산의 급매로 이어졌을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불가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AIG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어 채권자가 AIG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IG는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는데 대부분이 보험회사와 연금서비스부문

에서 발생한 대주거래로 발생한 담보금을 투자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많은 금융회사들

이 이러한 유가증권과 관련된 유사한 꼬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charya, Cooley, Richardson and Walteret 2010).

넷째로 부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금융산업 전체에 자본부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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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한 인출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산업차원에서의 자본부족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전체 금융산업에서의 인출사태로 이

어질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부실에 처한 금융회사가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

는가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건전한 상태에서도 인출사태에 노출되는 금융회사가 존

재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AIG가 개별 회사차원에서 부실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지주사 차원에서 부실과 

보험회사 차원에서의 부실이 은행인출사태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G는 전 세계적으로 액면가가 약 1조 9천억 달러인 총 8천 1백만 건

의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사태는 엄청난 규모의 영향을 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들이 해지환급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AIG는 현금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도해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처럼 연쇄적인 현

상으로 이어지면, AIG가 지닌 유일한 방지책은 해지수수료나 취소수수료에 불과할 것

이다. 시스템 차원에서의 인출사태는 재해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이 정지되고 관련

된 개인이나 기업들은 심각한 외부효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보험산

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스템 수준의 인출사태는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

이다. 비록 AIG의 인출사태가 다른 보험회사의 인출사태로 이어질 것인가의 이슈는 

아직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분석가들에게 AIG는 특수한 경우로 인

식되었기 때문에 당시 환경의 특성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최소보

증옵션이 내재된 투자성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심각하고 전염성이 있는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위의 예를 통해서 시스템리스크는 상호의존성(Co-dependence)이라는 주장에 주목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시스템리스크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제

가 적합할 수 있겠으나 집합적 자본부족을 유발하는 금융회사들은 시스템리스크가 존

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보험산업은 경제시스템에서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권의 자본부족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AIG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자본부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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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와 은행은 어떻게 다른가? 

일부 연구에 의하면 AIG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은행과 달리 보험회

사는 시스템의 자본부족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시스템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보험회사와 은행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데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보험회사의 보험채무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은행의 대출자산과 관련

된 신용위험보다 분산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은행의 대출자산에 비해 거시

경제, 지리적 지역, 산업 및 종목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보험

회사는 보험부채보다 작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해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자

본수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험회사는 사업모델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잘못된 판단

에 의해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은행의 유동성 부족현상은 부채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모델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전통적 

보험회사는 계약갱신율이 비교적 높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도

록 요구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의 지급과 동시에 보험금지급의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일치하고 있으며, 계약의 가치가 누적되는 저

축성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투자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전통적 보험회사들은 은

행과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금융위기의 손실을 잘 모면할 수 있었다. 전통적 보험

회사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보험회사도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킨다고 결정지을 증

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호연계성이 큰 손해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누수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지만 시스템 차원의 영향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혀진 바 있다(Park and Xie 2014).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한다는 견해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보험

업무에 머물지 않고 (1) 분산이 어려운 위험과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2) 금융

위기 발생 시에 보험회사의 이에 대한 취약성이 강해졌으며 (3) 과거와는 달리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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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사건까지도 담보하게 되었고 (4) 금융시장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집합적으로 분산이 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AIG와 같은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에 최소보증옵션이 내재된 보

험계약과 유가증권의 위험에 노출된 계약을 공격적으로 판매했으며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시장이 불황을 겪은 순간에 보험회사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보험회사의 투자의사결정은 집합적으로 시장위험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

나 경제위기 동안에 위험이 손실로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보험회사들의 투자손실로 연

결되게 된다. 보험지주사들의 이자율 민감도(Brewer et al. 2007)와 보험회사의 MSB 

노출도(Baranoff and Sager 2009)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시장위험 노출도

가 중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험회사가 집합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었는가는 실증적 이슈이다. 

보유자산과 예정이율상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시경

제변수에 민감할 수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보험회사의 자본이나 후순위채권

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CDS 스프레드가 2008년 

Lehman의 부실여파로 500bps 정도 급상승한 적도 있었다).

둘째, 보험상품과 보험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거시경제적 변수

에 따른 보증옵션이 내재된 변액연금과 같은 연금상품의 판매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인출가능한 투자계좌로 판매되고 있는데 전체 보험료의 75% 수

준에 이르고 있다.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약 50%의 부채가 적정 또는 높은 수준의 유

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ulsonet et al. 2013).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약 43%의 생명보험회사의 부채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

황에서 인출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최종납기일까지 납부되

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들이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중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다는 것이다(Cummins and Lewis 2003; Eppermanis and Harrington 2006). 

셋째, 지난 수십 년간에 일부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다른 미시경제적 

사건이나 분산화가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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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 단종보험회사나 AIG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연동된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금융보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비전통적 보험상품이 부실상태에 이르면 손실이 거래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금

융업권 전체에 전이될 수도 있다. 

넷째, 보험회사와 다른 금융서비스회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회사들은 대규모의 대주거래를 행하여 왔는데 대주거래는 “그림자 금융”이

라고 일컬어지는 방식의 금융으로 규제가 약하지만 기초자산인 유가증권과 거래상대

방 리스크가 드러나는 경우에 유동성과 인출사태에 심각하게 노출되게 된다. 또 다른 

예는 금융위기 때 출현한 대형은행의 특수목적회사를 일컫는데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부채를 규제가 다소 약한 지역이나 버뮤다와 같은 해외로 이전시키는 

“그림자 보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Koijen and Yogo 2013). 부채가 그룹 내의 

모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에 발생하는 위험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규제차익을 이용한 거래의 규모가 지난 10년간 100억 

달러에서 3,63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예상손실의 규모는 약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조사된 바 있다. 

다른 형태의 보험산업의 기능변화 중에 연금보험이 대표적인데 자산운용사가 제공

하는 상품과 거의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 다른 금융산업과 보험산업

의 융합이 급진되고 있기 때문에(Brown 2008; Cummins and Weiss 2009), 다른 형태

의 금융회사들도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금융감독 및 규제가 회사의 형태가 아

닌 기능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만약에 보험업권에서 시스템리스크가 촉발된다면 금융위기 동안에 보험회사가 부

실에 빠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부실상태에 이르는 상태(하나의 대형 금융회사이거나 다수의 소형 금융회사인 경우) 

로 인해 신용상품이나 보험과 같은 중요한 위험관리 상품의 거래가 축소되어 실물경

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금융산업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상

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목적을 명시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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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단기자금시장펀드, 수익증권, 보험

회사, 헷지펀드 및 사모펀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보험업권의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공통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Billio et al.(2012)은 헷지펀드, 은행, 증권사 및 보험회사가 지난 10년간 상호연관성이 

증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Chen et al.(2012)은 은행과 보험회사 간에 시스템

리스크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은행이 유발시키는 시스템리스크가 대부분이

라고 밝혔다. Grace(2011)는 유사한 연구에서 최근에 발발한 금융위기 동안의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사건을 분석하고 보험산업은 그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주장과 증거들은 시스템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

는가에 따라 그 주장의 설득력과 증거의 진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Harrington(2011)은 

시스템리스크 측정치의 적정성(Efficacy)에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요

한 것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권 전체가 금융산업 전체의 자본부족을 유발시키는지와 

발생한 자본부족에 의해서 금융중개기관의 기능정지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ummins and Weiss(2013)는 시스템리스크 측정치에 보험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보험업권의 비핵심 사업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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