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국내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기초분석

본 장에서는 보험산업과 타 금융업권의 상호연계성을 살펴보고 보험산업 내 생보와 

손보업권 간의 상호연계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기초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보험업권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집중도

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2011)에서 언급한 바처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SIFIs)이 처한 중요한 재무적 곤경은 금융기관의 특

성, 범위, 크기, 규모, 집중도, 상호연계성 또는 복합적 효과와 관련되어 있고 금융시스

템과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전달되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집중도는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경쟁도를 나타내는 

측도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집중도

가 경쟁도뿐만 아니라 산업의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그 의

미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3개 금융업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존재하는지와 존재한다면 어느 수준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산업이 시스템적으

로 다른 산업과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업은 재해, 질병, 상해보험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에

서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통된 위험요인에 의해 보험산업 전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타 금융업의 영향이 생

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

업권 전체의 공통요인에 대한 분석이 상호연계성에 대한 연구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

요한 상황이다. 

주성분 분석은 선택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간의 공통점(Commonality)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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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한데 시스템적으로 중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선-후행하는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을 행한 후에 포토폴리오 수익률 간에 존재하

는 선형 그랜저인과관계를 추정해보려고 한다. 보험회사와 다른 금융산업의 수익률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한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1. 보험산업의 집중도 분석

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CR3/CR4와 HHI 

2017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5개의 생명보험회사와 32개의 손

해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생명보험업의 경우는 1998년 33개였던 보험회사 수가 

2017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생명보험회사 16개와 외국 생명보험회사 9개 등 총 25개

로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회사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산업집중도가 다소 증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손해보험업의 경우는 2001년에 22개였던 보험회

사 수가 2015년에는 10개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4개 국내 전업손해보험회사, 18개 

외국 손해보험회사 등 32개로 증가하여 회사 수 증가로 인한 산업집중도는 감소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집중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상위 몇 개사의 시장점유율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

율(CR3)로 손해보험업은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CR4)로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도에는 78% 수준이었으나 2016년도에

는 46.2%로 감소한 반면에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각각 37.2%와 16.6%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허핀달지수(HHI)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에 2,362에서 2016

년에는 1,027로 감소하여 생명보험업의 집중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의 경우에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CR4)이 2001년도 69.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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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68.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허핀달지수(HHI)도 하락추세를 

보여 2001년 1,528에서 2016년 1,389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전체의 

시장집중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듯하다. 

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종목별 CR3/CR4와 HHI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상위사 시장점유율과 허핀달지수로 볼 때 시장집중도가 감소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별로 종목을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개

별 업권의 집중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세부 종목의 집중도는 종목에 따라 증가하

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의 변액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상

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허핀달지수도 1,800을 넘어 고

집중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Ⅳ-1> 생명보험 종목별 CR3의 연도별 수준

손해보험의 종목별 집중도를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CR4)과 허핀달지수로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집중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상위 4개사 집중도가 80%에 육박하고 허핀달지수도 1,800에 이

르고 있어 고집중시장이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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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생명보험 종목별 허핀달지수의 연도별 수준

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종목집중도 분석 

개별보험회사의 종목별 시장점유율과 보험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보험산업

의 종목집중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가중 허핀달지수(Weighted HHI)이다(Bikker and 

Gorter 2011).


 

  




 






여기서 는 s보험회사의 전체 보험료에 대한 하위시장 j에서의 보험료의 비중

을 말하고 는 전체 보험시장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 s의 전체보험료의 비중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중 허핀달지수는 2009년도에 3,500 수준

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1,100까지 감소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일부 

종목에 집중하여 전문성 증대를 추구하기보다는 범위의 경제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모

든 종목을 동시에 영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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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생명보험 가중 허핀달지수의 연도별 수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원수보험료와 경과보험료를 이용하여 가중 허핀

달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생명보험에 비하여 가중 허핀달지수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도모하는 전략과 동

시에 범위의 경제효과를 위한 모든 종목을 취급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보험산업의 집중도를 살펴본 이유는 집중도가 단순히 경쟁도의 척도라는 기존

의 시각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집중도가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에 미치

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보험회사 수나 상위보험회사 또는 허핀달지

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집중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개별종목의 집중도는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종목에 대한 분석

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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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손해보험 가중 허핀달지수의 연도별 수준

2. 분석자료

<그림 Ⅳ-5> 코스피지수와 3개 업권지수(주별자료, 1996~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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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nGuide의 Data Guide에서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FnGuid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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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금융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코스피지수, 코스피

은행지수, 코스피증권지수와 코스피보험지수 등의 코스피업종지수를 주별 종가와 수

익률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여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스피와 3개 업권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가. 주성분 분석의 이해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 매트릭스를 비모수적인 선형변형법 중의 하나로 주성분 분석

을 통해 데이터에 존재하는 구조를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은 자료를 재기

술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하고 자료의 분산을 설명하는 독립적

인 요소의 집합을 파악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성분은 선형의 가정에 기반하여 

도출된다. 

첫 번째 주성분은 가장 규모가 큰 분산이 위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

성분은 두 번째로 큰 분산이 위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몇 개의 성분이 필요할 

것인지는 자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입력변수와 동일한 수의 성분이 존재

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의 비중에 근거하여 성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어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주성분 분석법에 의하여 분해하

면 첫 번째 k개의 주성분에 의해서 수익률에 존재하는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

게 되는데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    for an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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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자면, 수익률 벡터의 공분산 매트릭스는 아래

와 같다. 

  ≡   ′   




 ⋯ 
⋮ ⋱ ⋮
 ⋯ 




   [2] 

여기서 매트릭스의 대각선에 위치하는 요인(부터 까지)들은 Eigenvalue라

고 하고 는 Eigenvector의 매트릭스이다. Eigenvector는 수식 [2]를 만족시키는 수

(Scalar)이고 Eigenvector의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수익률의 분

산을 비례적으로 설명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개별 금융산업의 수익률이 독립적(Orthogonal)인 주요성분

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와 수익률의 분산이 주요성분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가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주성분 분석 결과

아래의 <표 Ⅳ-1>는 코스피200지수와 3개 업권지수의 수익률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Ⅳ-1> 주성분 분석 결과(주별자료, 1996~2018년)

Component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제1요인 2.9014 2.4356 0.7253 0.7253

제2요인 0.4658 0.0989 0.1165 0.8418

제3요인 0.3669 0.1009 0.0917 0.9335

제4요인 0.2659 - 0.0665 1.0000

   주: FnGuide의 Data Guide에서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FnGuid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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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의 전체 분산의 약 72.53%가 제1요인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4개 지수 모

두 제1요인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요인에 의해

서 고려된 변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과 3개의 

금융업권 간에는 높은 수준의 상호연계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4. 선형 Granger-Causality 분석

가. 선형 Granger-Causality 분석의 이해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면 선-후행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시스템리스크에 기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에를 들어 후행차수(lag)가 2라면 두 변수의 

수익률을 X와 Y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 내부관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와 는 독립적인 잡음과정이며    는 계수이고 m과 n은 BIC 기

준을 최소화하는 후행차수(lag)이다. 

Granger-Causality 분석은 계수   또는 가 영(“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

정을 의미한다. 보험산업 전체와 다른 금융산업과의 Causality 검정을 시행하고 특성

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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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형 Granger-Causality 분석 결과

<표 Ⅳ-2> 선형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주별자료, 1996~2018년)

선행변수 후행변수 F Prob>F

코스피200

은행업지수 0.9317 0.3941

보험업지수 3.4305 0.0327**

증권업지수 0.3197 0.7264

전체 1.6547 0.1288

은행업지수

코스피200지수 6.0638 0.0024***

보험업지수 2.9473 0.0529*

증권업지수 0.2048 0.8148

전체 2.7498 0.0117**

보험업지수

코스피200지수 8.9056 0.0001***

은행업지수 0.5855 0.5570

증권업지수 0.8826 0.4140

전체 3.5512 0.0017***

증권업지수

코스피200지수 0.6619 0.5161

은행업지수 0.8886 0.4115

보험업지수 0.3515 0.7037

전체 0.4953 0.8122

주주: 유의수준(*: 0.1), (**: 0.05), (***: 0.01)

자료: FnGuide(2018) 

<표 Ⅳ-2>는 코스피200지수와 은행업지수, 증권업지수 및 보험업지수 간에 발생하

는 인과관계를 선형 그랜저인과관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잘 알려진 바처럼 은행업은 코스피200지수와 보험업지수에게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은행업의 위험이 유가증권시장이나 보험산업으로 전이될 개연

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발견점은 보험업이 유가증권시장을 

의미하는 코스피200지수에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함과 동시에 코스피200지수도 보

험업지수에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유가증권시장과 보험업권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

한 바처럼 보험업권의 업무가 전통적 업무에서 비전통적 업무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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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영향이 더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의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위험의 전이가 금융기관

에 머물지 않고 유가증권시장으로 전이됨과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의 위험이 보험회사

로도 전이될 수 있어 금산분리를 해제하는 경우에 더욱 위험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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