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국내기업의 보험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기업이 

보험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및 이해는 관련 정책이나 경영전

략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

저, 1절에서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고찰하고, 2절에서는 기업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검증한다. 3절에서는 추정결과를 풀이하고, 

4절에서는 분석결과의 정책적･경영전략적 함의를 논의한다.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가.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보험학계의 오랜 관심사였고, 그 결과 기업의 보험

수요 동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기업의 보험수요에 관한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 및 경영자의 리스크회피 성향과 리스크의 집단화(Risk 

Pooling)에 따른 효율성 때문에 보험을 구입한다. 리스크의 집단화로 인한 규모 및 범

위의 경제는 기대손실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험을 구

입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

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기업의 보험수요를 시장의 불완전성과 상품시장의 불완전 경쟁

에서 찾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63

1) 시장의 불완전성 동기

기업이 얻는 수익의 원천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거나 

혹은 재무적 곤경을 가져올 수 있기에, 기업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노출된 리스

크를 적절히 헷지한다. 보험은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

크를 헷지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Mayers and Smith(1982)는 보험을 재무전략의 한 수

단으로 간주하고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설명하였다. 보험을 단

순히 리스크 전가･경감･제거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우량한 투자에 필요한 현금흐름

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현대재무이론을 원용

하여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설명하였다. 

일찍이 Modigliani and Miller(1958)는 세금 및 거래비용과 같은 거래마찰적 요인과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의 차입능력이 동일한 완전시장 가정하에

서는 보험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정책이 기업의 리스크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개인도 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

면 기업의 투자정책에 변화가 없더라도 투자자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

써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완전시장에서는 기업이 보험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odigliani and Miller(1958) 

이론의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거래비용, 세금, 대리비용, 파산비용 등 마찰적 요인 

등이 존재하고 개인과 기업의 차입능력은 현저히 다르다. 이처럼 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는 기업가치

를 상승시킬 수 있다(Nance et al. 1993). 예를 들어, 현실의 개인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지식 및 정보의 제약하에 있다. 주주들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

험비용이 높아 주주 스스로 자가보험이나 리스크를 분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주들

은 기업이 나서서 리스크를 헷지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재무부실비용, 세율구조의 볼

록성(누진세율구조), 대리인비용에서 비롯되는 과소투자비용과 자산대체문제 등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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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불완전 시장에서 헷징은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이다(Mayers and Smith 1982, 1987; Smith and Stulz 1985).

가)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재무부실비용(Financial Distress Cost)이 존재할 경우, 헷징은 미래 현금흐름의 변

동성을 줄여 기업이 재무부실 상태에 이를 확률을 낮춤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Mayers and Smith 1982, 1987; Smith and Stultz 1985).18) 재무부실의 기대비

용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부실에 빠질 확률을 재무부실로 인한 비용과 

곱한 값이다. 재무부실비용은 파산의 법적 처리나 관리에 따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매출액 감소, 기업이미지 훼손, 주요직원의 이탈 및 고용비용의 증대, 높은 금융비용의 

부담, 기업자산의 정상가격 이하 매각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보험은 기업의 재무부

실 확률을 낮춤으로써 재무부실의 기대비용을 낮춘다. 이때 재무부실의 기대비용이 감

소하는 정도는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재무부실에 빠질 확률과 기업이 재

무부실에 봉착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과 양(+)의 함수관계를 가진다. 재무부실 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파산으로 인한 비용이 높을수록 보험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기대부실

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험을 구입할 유인

이 크다. 재무부실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부

채비율과 관련된 실증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Nance et al.(1993)은 부채비율과 헷징 간

에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보고한 반면, Hoyt and Khang(2000), Regan and 

Hur(2007), Nguyen and Faff(2002)는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 및 헷징이 증가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Graham and Rogers(2002)에 따르면 재무부실 확률이 높은 기업이 헷징을 더 

많이 하고 헷징이 다시 재무부실 확률을 높이는 상호작용관계가 헷징과 레버리지 사

이에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실 확률을 줄이기 위한 헷징유인이 존재하는 동시

18) 기업의 재무적 부실(Financial Distress)은 기업이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
태를 의미함. Purnanandam(2008)은 재무적 부실과 파산(Insolvency)을 구분하여 재무적 
부실을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손실로 현금흐름이 낮은 상태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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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채조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헷징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헷징이 이익변동성 

또는 재무부실 확률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부채조달능력을 제고하면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무부실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대리인비용

보험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MacMinn 1987; 

Mayers and Smith 1987). 대리인비용은 재무압박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간 상이한 

입장에서 야기되는 역선택의 결과로, 이러한 역선택은 과소투자와 자산대체문제, 두 가

지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채

권자에게 대부분 귀속되므로 양(+)의 순현가가 예상되는 투자안임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는, 이른바 과소투자(Under-investment)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과소투자 문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보다 심각하다. Mayers and Smith(1987)에 따르면, 성장

성 있는 투자기회를 보유한 기업은 외부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자금을 조달한 경우 성

장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즉 과소투자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할 유인이 있다. 

보험가입을 통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낮아진 리스크만큼 채권자들이 요구하

는 자본비용은 낮아짐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 간의 유인이 다르므로 

자산대체비용 및 과소투자가 발생한다(Culp 2001).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채권

자보다는 주주들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안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 위험한 투자의 잠재

적 수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잠재적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자

는 음(-)의 순현가를 가진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동기를 가진다. 채권자는 그러한 기회

주의적 행동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요구수익률을 부

과할 유인이 있다. 이처럼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면 투자안의 순현가는 감소하게 된

다. 투자안의 순현가 감소는 리스크가 낮은 투자안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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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산대체비용으로, 결국 저투자를 초래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투

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자산 또는 투자안의 현금흐름에 대해 

보험가입을 요구할 유인을 가진다. 투자안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채권자가 손실을 

입는 상태, 즉 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자본비용은 

낮아지고 결국 투자안의 순현가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의 부도 증가하게 된다. 

다) 세율의 누진성

세금함수가 볼록성을 보이는 경우 과세이익의 변동성은 기대세금부담을 증가시키

므로 기업은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헷징을 할 유인이 있다(Smith and Stultz 

1985).19) 볼록세금함수(Convex Tax Function)는 법인세율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 

소득단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과세대상이익의 변동성이 클

수록 기대세금부담이 커진다. 법인세체계의 누진성이 확대될수록, 즉 과세소득보다 세

금이 더 증가하면 헷징의 유인도 커진다. 

보험의 절세효과는 세율구조의 볼록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헷징에 의한 이익

변동성 또는 재무부실 확률 감소는 기업의 부채조달능력을 증가시켜 부채와 관련된 

세금효과를 수반한다(Graham and Rogers 2002). 기업은 헷징을 통해 이익의 변동성

을 줄이거나 재무부실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부채조달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부채조달

능력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고 

기업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이자비용 

공제에 따른 세금절감효과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라) 계약비용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상대적 효율성은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리스크관리자로서 보험

19) 이러한 세전이익의 변동성 감소효과는 보험비용의 손비처리 가능성에 의한 절세효과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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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 및 손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은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여

준다(Mayer and Smith 1982; Skogh 1989). 그러나 리스크관리자로서 보험회사의 상

대적 효율성도 시장의 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보험수요 동기로서의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다(Shapiro and Titman 1985).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거대기업의 시대에 보험회

사의 리스크관리 전문성이 반드시 기업의 전문성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보험회사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경영활

동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Ⅱ장

에서 관찰된 대기업의 낮은 보험의존도는 이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2) 전략적 상호작용 동기

전술한 이론들은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주주 또는 경영자의 리스크회피 성향, 리

스크관리능력의 상대적 비효율, 재무적 관점의 전략적 의사결정 등 기업내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기존 연구의 접근방식과 달리, Ashby and Diacon(1998), 

Seog(2006), 그리고 Liu and Jung(2011)은 실제 시장이 소수의 기업이 전략적으로 경

쟁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보험이 기업 간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

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기업의 보험구입 결정이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상호작용, 즉 전략적 동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eog(2006)은 보험

담보비율이 증가하면 해당기업의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경쟁기업의 산출량은 감소함

을 보이고, 이를 보험의 전략적 효과로 표현하였다. 또한 보험의 전략적 효과가 보험비

용보다 작지 않는 한 기업은 항상 보험을 구입한다. 전술한 보험의 전략적 효과에 따르

면, 경쟁기업에 비해 충분히 높은 보험담보비율을 선택한 기업은 전략적 효과의 비대

칭성으로 인해 경쟁기업을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 간 유동성 

제약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보험이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경쟁기업을 퇴출시키는 

약탈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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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의 필요성

1) 기존 실증연구의 검토 및 한계

그동안 기업보험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Hoyt and Khang(2000), 

Regan and Hur(2007), 그리고 Michel-Kerjan et al.(2015)은 설문조사자료 또는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물보험수요에 대한 실증연구를 이어갔다. Hoyt and 

Khang(2000)은 1989년 기준 18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부

채비율, 시장가치, 소유구조 등 기업 특성변수가 기업의 재물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Regan and Hur(2007)은 1990~2001

년 기간 동안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401개(기업-연도 관측치 총 4,812개)의 재무자

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지배구조, 규제, 부채비율, 누적감가상각비율, 수출비중, 과

거 재물손실경험 등 기업 특성변수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허연･허성수(2003)는 동일자료(단, 분석기간 1990~2000년)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Michael-Kerjan et al.(2015)은 2007년 미국

에 본사를 둔 141개 기업의 테러보험과 재물보험 계약자료 및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테

러보험과 재물보험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보험의 전략적 수요 동기를 검증한 연구도 있다. Liu and Jung(2011)은 1995~2008

년 기간 동안 미국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경쟁이 기업의 재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일반기업의 보험계약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의 보험수요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상품시장과 달리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진입 및 퇴출, 출재, 수재 등

에 있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의 보험수

요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불어 규제산업에 속하는 원수보험회사의 재보

험출재 결정요인과 일반기업의 보험구입 결정요인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송윤

아(2019)는 KSIC 제조업 세세분류 439개 산업에 속하는 10,908개 기업의 2007~2015

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보험의 전략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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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세율의 누진성,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던 선행연구는 추가 분

석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분석대상을 비상장･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송윤아(201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산업경쟁도나 기업 특성변수들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코스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인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이미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규모, 경영성과,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로, 자본 및 부채조달능력이나 리스크관리를 비롯한 재무전략이 

비상장기업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년 기준 중소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전체 기업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상장기업만을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둘째, Michel-Kerjan et al.(2015)이 분석모형에서 산업효과를 통제하고 테러보험과 

재물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검증한 것을 제외하면, 기업의 보험수요를 산업별로 

분석하거나 산업효과를 통제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 및 수준은 산업별로 이질적이다.

셋째, 세율구조 누진성의 보험수요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

행연구는 세율구조의 볼록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보험료의 손비처리에 의한 절세가능

성이 기업의 보험수요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Regan and Hur 2007; 송윤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율구조의 누진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세율구조 누진성과 보험수요의 관계를 검증한다. 

넷째, 거시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를 찾아

보기 어렵다. 거시경제환경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 및 수준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우

리나라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관련 변수와 기업의 보험수요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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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자료 종속변수 주요변수 분석방법

Hoyt and 

Khang

(2000)

1989년 15개 산업 내 
18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자료

부보가능자산
가치 대비 
재물보험료

기업규모, 지배구조, 규제, 

부채비율, 장부가치비율, 

누적감가상각비율, 

운전자본비율

횡단면
분석

허연･허성수
(2003)

1990~2000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234~421개의 

재무자료
Log(보험료)

매출액순이익률, 

제세공과금, 법인세, 

유형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순이익률, 부채비율, 

소유구조, 관리기업 여부, 

제조업 여부

횡단면
분석

Regan and 

Hur(2007)

1990~2001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401개의 

재무자료

Log(토지를 
제한 유형자산 
대비 보험료 

비율)

기업규모, 지배구조, 규제, 

부채비율,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 

누적감가상각비율, 

수출비중, 재물손실경험

횡단면
분석

Michel-

Kerjan et al.

(2015)

2007년 미국에 본사를 둔 
141개 기업의 테러보험과 

재물보험 계약자료 및 
재무자료

테러보험･ 
재물보험의 

부보율

부보가치, 단위보험료, 

자기부담금, 

장･단기부채상환능력, 

영업이익, 유동성, 

산업더미, 지역더미

횡단면
분석
2SLS

Liu and Jung

(2011)

1995~2009년 기간 동안 
2,996개 미국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자료

원수･수재
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비율

HHI, CR4, 시장규모, 

재보험 공급 측면 
특성변수, 출재보험회사 

특성변수

횡단면
분석

송윤아
(201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부문 세세분류 
439개 산업에 속하는 
10,908개 외감기업의 

2007~2015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

매출액 
대비 

보험료

HHI, CR3, Markup, 

기업규모, 부채비율, 

유형자산비율, 

제세공과금비율, 

시장규모, 

대규모기업집단 여부, 

상장 여부

패널
분석, 

동태
패널
분석

<표 Ⅲ-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

2) 분석내용

본 연구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

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와 거시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재무부실 확률, 세율의 누진성, 그리고 성장기회를 보다 적절히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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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시장 불완전 요소의 보험수요효과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시장 불완전 요소들이 기업의 리스크관리 대체수단으로서 파생상품 이용이

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만, 전통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보험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전략을 비롯한 재무전략은 거시경제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제조업은 우리나라 2014년 총 산출액 기준 

48.5%를 차지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거시경제 특성에 민감할 개연성이 크다. 

2. 분석방법

가. 자료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KSIC 10차 대분류 기준 18개 산업, 

중분류 기준 71개 세부산업에 속하는 29,216개 비상장 외부감사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

부감사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또는 종업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은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③ 직

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이다. 이러한 요건을 감안하면,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 집단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20) 

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
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음. 2017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기업
은 29,263사이며, 외감대상 중 상장법인은 2,167사임. 2017년 12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모두 2,195사이나, 이 중 28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외국법인, 자본시장
법상 투자회사 등에 해당되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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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은 영업상의 특성과 재무제표 구성항목도 다를 뿐 아니라 동일 계정과목

이라 할지라도 여타 산업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였고, 표본의 동질

성 확보를 위해 12월 결산 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기업･연(Firm-year) 

기준 168,989개 관측치로 구성되며, 불균형패널이다. 구체적으로, KSIC 대분류 기준 

농업･임업･어업 830개, 광업 508개, 제조업 91,018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

급업 918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1,499개, 건설업 17,862개, 도･소
매업 22,770개, 운수 및 창고업 5,445개, 숙박 및 음식점업 2,284개, 정보통신업 7,503

개, 부동산업 10,070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47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71개,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개, 교육서비스업 307

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34개,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53개, 협

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62개로 구성된다. 

나. 모형 및 변수

본 연구는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정효과패널모형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21) 고정효과패널모형은 설명변수와 기업의 미관찰 

이질성에 해당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이 모형

은 시간에 따른 변동분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효

율적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불변 변수는 모두 제거된다. 1절에서 살펴본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본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세율의 누진성 

 대리인비용     이익변동성     

   거시경제환경       

<수식 1>

여기에서 는 기업을, 는 연도를 나타낸다. 

는 종속변수를 나타낸다. 는 기

21) Pooled OLS나 확률효과패널모형(Random Effects Model) 대비 각각 라그랑지(Breusch-Pagan 

Lagrange Multiplier) 검정과 하우스만 검정을 통과하여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선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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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 관찰가능한 특성변수들로 이루어진 시점 설명변수 벡터이다. 는 기업 에 

대한 고정효과, 즉 기업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 중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으로, 기업의 보험수요가 거시경제변수, 규제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효과를 통제한다. 

 는 평균이 0이고 동분산성을 만족하며 모든  , 에 대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

다. 모든 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기업의 보험수요를 측정하는 척도는 기업이 헷징하려고 하는 리스크노출규모(Risk 

Exposure)에 대한 보험료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보험으로써 헷징하려고 하

는 리스크노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

을 리스크노출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한다.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자산, 유형자산 등 여타 재무지표에 비해 기업의 리스크노

출금액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보

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

우 점포휴업 일당을 특약 등으로 지급한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으로 포착되는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화재로 인한 생산중단이나 근로자 상해 등 다양

하며 이는 생산량, 즉 매출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배상책

임, 영업배상책임, 생산자배상책임 등 각종 배상책임리스크나 리콜보험,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규모도 생산량 및 매출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보험수요 결

정요인 분석에 사용하는 종속변수로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평균은 0.17%이다.22)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변수들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로 선택하였다. 재무부실 확률은 Altman et al.(1995)의 재무부실 

판별모형에 근거한 부실리스크더미로, 재무부실비용은 마진율로 측정하였다. 기대세금

부담은 법인세 차감전 소득을 법인세비용으로 나눈 평균법인세율로, 과소투자문제 등 대

리인비용은 성장기회 변수로, 이익변동성은 감가상각비비율과 인건비비율로 측정하였

22) 이는 Ⅱ장의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통해 살펴본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2017년 기준 0.6%)에 비해 낮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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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변수로 유형자산비율, 기업규모, 

업력을 사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로는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을 사용한다. <수식 

1>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표 Ⅲ-2> 에 나열되어 있다. 

     부실리스크   마진율   평균법인세율 

 성장기회   감가상각비비율   인건비비율 

 유형자산비율   로그자산  업력 

 성장률   원 ∙ 달러절상률        

<수식 2> 

1)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재무부실의 기대비용이 커질수록, 즉 재무부실에 이를 확률 또는 재무부실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이 커질수록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진다.

가) 재무부실 확률

본 연구에서는 Altman의 재무부실 판별모형 지수를 재무부실 확률의 주요 지표로 

사용한다. Altman(1968)은 상장기업의 재무리스크수준을 측정하는 Z-score를 제안하

였으며, 시장가치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비상장기업의 도산예측 및 평가에 이용하기 

위하여 Z-score모형을 변형한 모형을 1983에 제시하였다. 나아가 Altman et al.(1995)

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부도확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식 2>의 K-score 모형을 개

발하였다. 이는 K-score가 –2보다 작으면 부실지대(Distress Zone), -2보다 크고 0.75

보다 작으면 회색지대(Grey Zone), 0.75보다 크면 부실리스크가 낮은 안전지대(Safe 

Zone)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K-score가 부실 및 회색지대에 속하면 1의 값을 갖

는 부실리스크더미를 재무부실 확률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였다. 전체 관측치의 91.5%

는 안전지대에, 나머지는 재무부실･회색지대에 속한다. 부실리스크 변수는 매출액 대

비 보험료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0.12)를 보인다.23) 

23) 변수 간 상관관계는 <부록 표 1>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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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자산  ln매출액자산

 이익잉여금자산 자본부채
<수식 3> 

전술한 재무부실 확률의 주요 지표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 확인 차원에서 자본잠식 여부를 재무부실 확률의 보완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누적적자가 커져 그동안 발생했던 이익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했던 자본금까지 잠식되어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이다. 자본

잠식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요건 중 하나로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은 재

무적으로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자본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0보다 작으면 완전자

본잠식,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면 부분잠식 발생을 의미한다. 전체 표본의 16.7%에 

해당하는 28,171개의 관측치가 자본잠식을 나타낸다. 이 중 완전자본잠식은 14,641개

로 전체 표본의 8.7%를 차지한다. 

부채가 많아 이자지급의무의 이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재무부실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능력을 재무부실 가능성의 또 다른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김대식 외. 2005). 이자상환능력이 낮을수록 보험가입 동기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자보상불능 변수는 이자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이익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자보상불능의 

평균은 0.39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0.12)를 보인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안정성 지표로서 완전자본

잠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

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

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

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0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이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부채비율 1)를 생성하여 재무부실 확률의 보조적 대리변수로 사용하

였다. 표본의 50.3%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며, 부채부

실 더미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0.04)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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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기
업
 

특
성

재무
부실의 
기대
비용

재무부실 
확률

부실리스크 Altman K-score가 0.75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자본잠식 (자기자본/자본금)이 1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완전자본잠식 (자기자본/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이자보상불능
(이자비용/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부채비율 1 (부채/자본)이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1, 아니면 0

부채비율 2 부채/자본(단, 자본이 0보다 작으면 제외)

부채비율 3 부채/자산

재무부실
비용

마진율 매출액/매출원가

세율의 누진성 평균법인세율 법인세비용/법인세 차감전 이익

대리인비용 R&D R&D/매출액

이익변동성
(영업레버리지)

감가상각비비율 감가상각비/자산

인건비비율 인건비/자산

유형자산비율 유형자산/자산

로그자산 ln(자산)

업력 기준연도-설립연도

거시경제 특성
GDP성장률 실질 GDP성장률

원･달러절상률 전년말비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변동률

<표 Ⅲ-2> 변수 구성 및 정의

나) 재무부실비용

기업이 부실에 이르게 될 경우 포기하는 수익, 즉 재무부실의 비용이 커질수록 보험

가입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익

성이 높을수록 내부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기업의 재무부실리스크를 낮춰 리스크헷징

에 대한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 재무부실비용의 대리변수로 마진율을 사용한다. 마진

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이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기

업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일 개연성이 있다. 마진

율의 평균은 각각 1.38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의 상관관계계수는 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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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대비 보험료(%) 0.171 0.185 0.001 0.892 

부실리스크(더미) 0.086 - 0 1

자본잠식(더미) 0.17 - 0 1

완전자본잠식(더미) 0.09 - 0 1

이자보상불능(더미) 0.39 - 0 1

부채비율 1(더미) 0.503 - 0 1

부채비율 2 3.497 6.269 0.001 67.992

부채비율 3 0.647 0.290 0.001 1.95

마진율 1.383 0.649 0.772 9.040 

평균법인세율 0.148 0.150 0 0.885

성장기회 0.007 0.089 0 25.016

감가상각비비율 0.010 0.021 0 0.952 

인건비비율 0.072 0.127 0 22.860

유형자산비율 0.346 0.273 0 0.999 

로그자산 16.982 0.975 8.044 24.625 

업력 15.227 10.715 1 97 

GDP성장률 4.806 2.674 0.7 11.3

원･달러절상률 1.063 9.363 -25.7 15.2

<표 Ⅲ-3> 분석자료의 기술통계량

주: 기업수준 변수는 ‘기업-연도’ 기준 관측치 168,989개, 거시경제변수는 19개 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다만, 

부채비율 2와 부채비율 3은 ‘기업-연도’ 기준 관측치 각각 152,673개, 167,295개 기준으로 작성함

2) 세율의 누진성

세금구조의 볼록성이 강할수록, 즉 법인세 체계의 누진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헷징

을 통해 기대세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세금효과의 볼록성 정도를 한

계세율에서 평균세율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Graham, 1996; 고종권･김영철 2012). 

세금구조의 볼록성이 강화될수록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과 평균세율의 격차는 

커지고 보험가입을 통한 기대세금 감소유인이 커진다.24) 그러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24) 예를 들어, 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0%이고 5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이 경우 소득이 400만 원인 A는 세금 80만 원, 한계세율 20%, 평
균세율 20%, 소득이 550만 원인 B는 세금 125만 원, 한계세율 50%, 평균세율 23%, 소득이 
600만 원인 C는 세금 150만 원, 한계세율 50%, 평균세율은 25%, 소득이 800만 원인 D는 
세금 250만 원, 한계세율은 50%, 평균세율은 31%임. 이 중에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차
가 가장 큰 B가 보험비용 또는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절세를 꾀할 유인이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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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입수하기 이전에는 정확한 과세표준소득과 한계세율을 추

정하기 어렵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세율체계 누진성의 

보험수요 효과를 분석한다. 평균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이익으로 나

누어 계산하였으며, 세전순이익이나 법인세가 음(-)인 경우에는 평균법인세율을 0으로 

처리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구조는 1999~2011년 기간 동안에는 한계세율이 두 개

의 구간으로만 구분되며 외감기업의 경우 대부분 동일한 한계세율 구간에 존재할 가능

성이 높다.26) 구체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이득이 0보다 큰 기업 중에서 1999~2007년 

기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95.1%, 2008~2011년 기간 

동안 2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80%, 2012~2017년 기간 동안 2억~200억 원인 기업은 

84.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법인세 부과 대상 기업 중 적어도 80% 이상이 동일한 

한계세율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한계세율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간의 격차가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Mayers and Smith(1987)가 주장한대로 세율구조 누진

성의 보험수요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균법인세율과 보험수요 간에는 음(-)의 추정계수

가 관찰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법인세율의 평균은 14.8%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0.08)를 보인다. 

3) 대리인비용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는 과소투자문제와 같은 대리인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소투자문제는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

러한 잠재적 과소투자비용의 감소를 위해 더 많은 헷징의 유인이 존재한다. 성장기회

가 많은 기업들은 주주와 채권자 간 충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소투자문제나 자산

25) 개념상 이익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자는 회
계상 개념이고, 후자는 세법상 개념으로, 다소 다를 수 있음

26) 우리나라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1999~2007년 기간 동안은 과세표준별로 13~16%(1억 
원 이하), 25~28%(1억 원 초과), 2008~2011년 기간 동안은 10~11%(2억 원 이하), 22~25%(2

억 원 초과), 그리고 2012~2017년 기간 동안은 10%(2억 원 이하), 20%(2억 원~200억 원), 

22%(200억 원 초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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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문제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헷징을 통한 효익이 더 

클 수 있다. Hoyt and Khang(2000)은 성장기회를 장부가치비율, 즉 시가총액과 장부가

치부채의 합을 장부가치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성장기회가 클수록 보험에 가

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27) Nance et al.(1993), Graham and Rogers(2002) 

등은 투자기회를 대리하는 변수로 연구개발비 지출액,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 등을 

이용하여 과소투자비용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 외감기업을 대상으

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하여 대리인비용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다. 연구개발비가 많은 기업이 향후 성장기회가 많으리라 예상하고 연구개발비를 매출

액으로 나누어서 성장기회를 산출한다. 성장기회 변수의 평균은 0.007이며 매출액 대

비 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계수는 0.03이다.

4) 이익변동성

이익변동성 증가는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수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변동

성이 높아질수록 보험을 통한 리스크전가의 수요가 커진다. 이익변동성은 영업레버리

지로 측정할 수 있다. 영업레버리지는 기업의 영업비 중에서 고정영업비가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영업비 중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

이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고정비가 상승하면 손익분기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

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매출이 

축소되면 변동비는 매출감소와 비례하여 줄지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

어 영업손실이 확대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 매출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

비도 증가하지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빠르

게 상승한다.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즉 영업비용 중 고정비의 비중이 클수록 매출

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다. 결국,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지

면 이익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헷징할 유인을 가진다. 

27) Regan and Hur(2007)은 저투자문제를 시가총액 대비 부채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저투자문제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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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고정비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

업레버리지는 자산 대비 감가상각비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로 측정한다. 감가상각비

비율 평균은 0.01, 인건비비율 평균은 0.07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0.14, 0.09이다. 

5) 기타 기업 특성

재무전략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및 업력과 정보비대칭 사이에는 

역관계가 성립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넓은 영업영역을 영위하므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

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성이 낮아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하며 자본조달비용도 낮을 개연성이 있다. 파생상품 등 보험 이외의 리스크관리 

기법 사용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지고 투하되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

지로,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행기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자본조달비용이 낮아 보험에의 의존도가 낮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로그자산과 업력의 평균은 각각 16.98, 

15.23년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의 상관관계계수는 각각 –0.17, -0.006이다. 

기계･건물･구축물 등 유형의 설비자산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물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의 평균은 0.35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0.16)를 보인다.

6) 거시경제 특성

우리나라 기업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자본조달환경을 고려하면, GDP성장률, 원･달
러절상률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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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매출액과 더불어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이 빠르게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며,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포기해야 하는 직･간접적 이익도 커지기 때문

에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원화가치가 절상

되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므

로 수출이 줄어든다. 원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싸진 원화로 해외에 내다 파는 상품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매

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가격 등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설비투자비용 부담도 완화돼 

국내 설비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전자의 효과가 후자에 비해 크다면 원･달러절

상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는 낮아지고,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17년 기간 동안 실질 GDP성장률 평균은 4.81%, 평

균 원･달러절상률은 1.06으로 나타난다.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

험료 비율 간 상관관계계수는 기업 특성변수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매출액 대비 보

험료 비율 간 상관관계계수는 GDP성장률이 –0.02, 원･달러절상률이 –0.01이다. 

3. 추정결과 

가.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표 Ⅲ-4>는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기대세금부담,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한 요

소와 이익변동성 및 거시경제 특성이 개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고정효과패널모형을, 모형 (2)는 확률효과패널모형을, 

그리고 모형 (3)은 Pooled OLS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4)와 모형 (5)는 각각 

KSIC 대분류기준 산업더미를 추가한 확률효과패널모형과 Pooled OLS모형의 추정결과

이다. 각 연도별 시점더미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고정효과패널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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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패널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하우스만 검정은 확률효과패널모형이 적합하

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우스만 검정량 은 767.24로, 설명변수와 기업의 미관찰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확률효과패널모형의 추정결과는 내

생성 편의를 포함하므로 고정효과패널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평균은 1.91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 Ⅲ-4>의 모형 (1)을 토대로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성장기회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

장기회 변수와 업력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추정결과는 이론에 근거한 예측

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부실리스크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Altman의 K-score를 토대로 생성된 부실리스크 

더미변수 외에 재무부실 확률을 대리하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추정결과의 강건성

을 확인하였다. 자본잠식 여부, 완전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불능 여부, 부채비율 등을 

재무부실 확률의 지표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질적으로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났다(<표 Ⅲ-5> 참조). 이러한 추정결과는 기업이 재무부실 확률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마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 마진율은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기업이 포기해야 하는 재무부실비용

으로, 높은 마진율을 누린 기업일수록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헷지하는 경

향을 보인다.28) 부채조달능력 제고가 보험구입의 보다 궁극적인 동기인지는 본 연구

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절감이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주요 동

기임에는 분명하다.

평균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증가한다. 약 80%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한계세율 구간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균세율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금함수가 볼록할수록, 즉 누진적일수록 헷징유인이 강

해짐을 시사한다. 

28) 송윤아(2019)에서는 마진율의 추정계수를 보험구입여력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나, 보험수요 동
기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재무부실비용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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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대비 감가상각비 또는 인건비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은 증가한다. 감가상각비 또는 인건비는 영업레버리지의 대리변수로,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이익변동성이 커진다. 이익변동성 증가는 리스크수준 증가를 의미한다. 따

라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이익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형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보험회사 등이 공급하는 전통적 보험상품의 피보험목적물 및 피보험

이익은 주로 건물, 기계･장비, 차량 등 유형의 자산으로, 유형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 높다. 기업규모와 보험수요 간 추정결과는 Ⅱ장에서 기업

경영분석통계를 통해 관찰한 내용, 즉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보험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원･달러절상률이 감소할수록 기업의 보험수

요는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거시경제환경은 기업의 리스크유형 및 수

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관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기회, 즉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로 측정된 대리인비용의 추정계수는 이

론모형에서 예측했던 대로 양(+)의 부호를 가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Hoyt and Khang(2000)은 성장기회를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의 비율

로 측정하여 과소투자비용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보험수요와 성장기회 간에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기업의 업력은 예상과 달리, 보험수요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신생기업일수

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비상장 외감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력에 따른 정보비대칭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보비대칭 감소에 따른 부채조달능력 제고효과와 부채조달비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 외감기업의 경우 업력이 높을수록 부채조달, 내부금융, 

파생상품이용 등 대체헷징수단을 모색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기법인 보험

을 이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4 연구보고서 2020-1

구분 기대
부호

(1) (2) (3) (4) (5)

고정효과
패널

확률효과
패널

Pooled 
OLS

확률효과
패널

Pooled 
OLS

부실리스크 + 0.049*** 0.045*** 0.040*** 0.045*** 0.034***

 (0.003) (0.003) (0.002) (0.003) (0.002)

마진율 + 0.021*** 0.030*** 0.050*** 0.029*** 0.047***

(0.002) (0.001) (0.001) (0.002) (0.001)

평균법인세율 - -0.036*** -0.034*** -0.030*** -0.034*** -0.030***

(0.003) (0.003) (0.003) (0.003) (0.003)

성장기회 + 0.025 0.032* 0.046** 0.031* 0.047**

(0.018) (0.018) (0.022) (0.018) (0.022)

감가상각비비율 + 0.797*** 0.758*** 0.686*** 0.753*** 0.738***

(0.074) (0.065) (0.046) (0.065) (0.049)

인건비비율 + 0.067*** 0.057*** 0.059*** 0.056*** 0.064***

(0.025) (0.020) (0.016) (0.020) (0.017)

유형자산비율 + 0.062*** 0.089*** 0.094*** 0.084*** 0.095***

(0.005) (0.003) (0.002) (0.004) (0.002)

로그자산 - -0.008*** -0.017*** -0.030*** -0.018*** -0.032***

 (0.002) (0.001) (0.001) (0.001) (0.001)

업력 - 0.007***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GDP성장률 + 0.015*** -0.000 -0.001***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원･달러절상률 -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0.064*** 0.388*** 0.559*** 0.367*** 0.559***

(0.020) (0.020) (0.010) (0.023) (0.011)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예

산업더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within R
2

between R
2

0.039

0.035

0.037

0.134

-

0.109

0.037

0.149

-

0.123

관측치 168,989 168,989 168,989 168,989 168,989

<표 Ⅲ-4>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2)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3) 모형 (1)~모형 (3)는 각각 고정효과패널모형, 확률효과패널모형, 그리고 Pooled OLS를 적용함
      4) 모형 (4)~모형 (5)는 KSIC 대분류기준 산업더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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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자본잠식 0.014***

(0.002)

완전자본잠식 0.014***

(0.003)

이자보상불능 0.035***

(0.001)

부채비율1 0.005***

(0.001)

부채비율2 0.0002***

(0.000)

부채비율3 0.002

(0.004)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예 예

within R
2

between R
2

0.033

0.028

0.034

0.026

0.045

0.028

0.033

0.028

0.043

0.026

0.037

0.026

관측치 168,989 168,989 168,989 168,989 152,673 167,295

<표 Ⅲ-5>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재무부실 확률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2)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적용함 
     3)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통제변수로 마진율, 평균법인세율, 성장기회, 감가상각비비율, 

인건비비율, 유형자산비율, 로그자산, 업력, GDP성장률, 원･달러절상률,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4) 기업의 재무부실 확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모형 (1)은 자본잠식더미, 모형 (2)는 완전자본자식더미, 모형 (3)

은 이자보상불능더미, 모형 (4)~(6)은 부채비율을 사용함

나. 산업별 

기업은 자신이 속한 산업에 의해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의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산

업별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노출 수준이나 유형이 상이한 반면, 동일 산

업 내 기업들이 직면한 공통의 리스크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보험수요 결

정요인을 KSIC 대분류기준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았고 추정결과는 <표 Ⅲ-6>과 <표 Ⅲ

-7>에 보고하였다. 추정결과, 보험수요 동기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부실리스크, 마진율, 평균법인세율 등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서는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재무부실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며, 숙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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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마진율로 측정한 재

무부실비용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과 여가관련

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세율구조 누진성의 보험수요효과가 확인되었다. 

전체표본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성장기회 변수는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

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에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성

장기회 변수는 전체 표본의 53.9%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실질GDP성장률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GDP성장률의 추정계수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숙박･음식업과 여가관련업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액과 더불어 설비투자, 연구개발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며,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포

기해야 하는 직･간접적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숙박･음식업과 여가관련업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

면 매출액이 증가하겠지만, 매출액의 증가분만큼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숙박･음식업과 여가관련업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도리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절상률의 추정계수는 제조업과 여가관련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제조

업의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수록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수출 및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가관련업의 경우 원･달러절상률과 보

험수요는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인다. 원･달러절상률이 증가할수록 여가관련업 

내 기업의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원･달러절상률이 기업

의 보험수요 결정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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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부실리스크 0.019*** 0.099*** 0.034*** 0.050***

 (0.004) (0.008) (0.009) (0.017)

마진율 0.011** 0.043*** 0.022*** 0.032***

(0.005) (0.007) (0.004) (0.011)

평균법인세율 -0.023*** -0.056*** -0.023*** -0.048**

(0.004) (0.011) (0.006) (0.023)

성장기회 0.019 0.602* 1.016*** 0.101**

(0.015) (0.308) (0.262) (0.045)

감가상각비비율 1.599*** 0.432 0.170* 0.607**

(0.111) (0.408) (0.094) (0.286)

인건비비율 0.048 0.119*** -0.012 -0.072

(0.045) (0.033) (0.017) (0.147)

유형자산비율 0.071*** 0.040** 0.069*** 0.030

(0.007) (0.016) (0.013) (0.054)

로그자산 -0.012*** -0.004 -0.018*** -0.018

 (0.003) (0.004) (0.003) (0.015)

업력 0.007*** 0.006*** 0.001 -0.017

 (0.002) (0.002) (0.003) (0.012)

GDP성장률 0.013*** 0.015*** -0.001 -0.033

 (0.004) (0.004) (0.006) (0.025)

원･달러절상률 -0.001***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2)

상수 0.141* -0.006 0.393*** 0.977**

(0.073) (0.040) (0.097) (0.408)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within R
2

between R
2

0.057

0.006

0.059

0.066

0.05

0.149

0.058

0.036

관측치 91,018 17,862 22,770 2,284

<표 Ⅲ-6>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산업별(1)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2)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3) 모형 (1)~모형 (4)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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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 (6) (7) (8)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

부실리스크 0.029*** 0.095*** -0.009 0.093***

 (0.010) (0.008) (0.019) (0.019)

마진율 -0.000 0.032*** 0.010 0.003

(0.005) (0.004) (0.008) (0.009)

평균법인세율 -0.057*** -0.135*** -0.021 -0.038

(0.013) (0.017) (0.022) (0.034)

성장기회 0.155** -0.135 0.054*** -0.809

(0.073) (0.811) (0.019) (2.289)

감가상각비비율 -0.020 -0.057 0.728* -0.119

(0.081) (0.167) (0.390) (0.141)

인건비비율 0.010 -0.009 0.340*** 0.167**

(0.025) (0.013) (0.069) (0.080)

유형자산비율 0.070*** 0.060*** 0.004 0.020

(0.022) (0.018) (0.032) (0.044)

로그자산 -0.016*** -0.003 0.009 0.030*

 (0.006) (0.004) (0.010) (0.017)

업력 -0.010 0.014* 0.009 -0.018*

 (0.007) (0.008) (0.011) (0.010)

GDP성장률 -0.023* 0.031* 0.029 -0.037*

 (0.014) (0.016) (0.023) (0.022)

원･달러절상률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상수 0.754*** -0.162 -0.308 0.254

(0.197) (0.175) (0.351) (0.447)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within R
2

between R
2

0.031

0.009

0.100

0.125

0.095

0.000

0.055

0.003

관측치 7,503 10,070 3,147 2,553

<표 Ⅲ-7>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산업별(2)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2)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3) 모형 (5)~모형 (8)은 각각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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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요약

본 연구는 1999~2017년 기간 동안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 불완전 요소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보험수요의 시장불완전성 동기 이론

(Mayers and Smith 1982, 1987)을 대체로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재무부실의 확률 및 

비용이 증가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

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체 표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는 과소투자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수요의 시장

불완전성 동기 이론과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 등 거시

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부실 확률과 보험수요 간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Graham and Rogers(2002)에 따르면 재무부실 확률이 

높을수록 헷징의 유인이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헷징기업일수록 재무부실 확률이 낮

아져 부채조달능력이 커지고 결국 재무부실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고종권･김영철

(2012)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이용과 부채조달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에 따르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조달에 따른 추가적인 세

금효과가 크므로 부채조달을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세금혜택을 얻기 위

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정책을 한다. 보험부문에서는 재무부실 확률과 보험수요 간 

상호관계 존재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향후 추가연

구를 통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나. 시사점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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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이다. 재무부실 확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험수요가 높다는 분석결과는 기

업이 보험을 이용하는 일부 동기가 재무부실에 이를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음을 시사

한다. 역으로, 부채조달을 늘림으로써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세금혜택을 얻기 위해 보

험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의 재무부실 확률 감소 효과가 효율적으

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수준과 리스크유형을 파

악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세율구조상 절세동기가 강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전

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율구조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보험

이용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는 기업이 보험을 이용하는 동기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

다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기대세금부담을 절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과표구간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2개(2억 원 이하와 2억 원 초과)

에서 3개(2억 원 이하, 2억 원~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법인세 

한계세율이 높거나, 과세표준이익이 과표구간에 근접한 기업일수록 보험비용의 절세

효과가 증가한다. 보험수요의 절세동기는 단순히 세부담이 높다고 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한계세율 적용의 동기에 기인한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

표구간이 증가할수록 세금함수의 볼록성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

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개별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실질GDP성장률, 원･달러절상률 등 거시

경제환경 변화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총 산출액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고,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제조업 내 기업의 리스크유형 및 노출규모와 리스크관리

전략은 거시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