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KIRI 모형의 구조와 특징

1. 모형의 기본 구조

KIRI 모형은 경제의 총산출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총수요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거

시총량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모형화하는 케인지

안 체계에 바탕을 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이다. 모형의 일반 거시부문의 경우 최

종소비와 투자 등으로 이루어진 실물경제와 금융, 대외거래 등 3개의 최종 수요부문

과 노동, 물가 등 2개의 공급부문으로 총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은 

이러한 5개 부문에 보험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부문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각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된다. 거시방정식 체계를 살펴보면, 43개의 행태방정

식과 14개의 정의식을 포함하는 총 57개의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중규모 분기 거

시모형이다.

본 모형의 핵심 부문인 보험산업 부문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험 수요를 대표하는 추정치로 보험료 지출을 변

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특히, 보험계약이 장기로 이루어진 생명보험

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의 장기 및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와 분할 지

급 보험료 중 2회 이후 보험료인 계속보험료를 구분하여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본 모형의 목적은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한국경제 거시계량

모형에 보험산업을 명시적으로 연계해 특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내

외 충격이 보험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를 전망함에 있어 기준치(baseline)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KIRI 모



18 조사보고서 2014-5

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금융·재정·물가·대외거래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등 산업별·부문별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시켜 부문별 경제전망 및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관련한 정책효과 분석, 

대내외여건과 정책변화를 감안한 주관적 판단과의 상호 피드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2) 특히, 본 모형에서는 총수요와 물가, 이자율 등 보험산업의 

수요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경제의 핵심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모형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시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설정된 대규모 모형보다는 작은 수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중규모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재준 외(2011)와 같이 자본과 노동을 생산요소로 하여 추정하는 잠재적인 

국내 GDP 함수는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실질 GDP 변수에 HP(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적용한 변수를 GDP로부터 차감함으로써 GDP 갭을 추정하였다.3)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같이 실질변수에 대한 공급 측면을 모형화하거나 재정부문

을 모형에 포함시켜 일반경제 부문의 장기적인 충격과 좀 더 세분화된 거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BOK04 모형이나 신석하(2005)의 KDI 모형

을 참고하여 거시경제모형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좀 더 간편한 

예측모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방정식을 생략하고 해당변수를 외생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모형에서는 경제 전망 및 추정

의 간편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최종수요부분의 충격에 집중하기 위해 자본스톡과 

노동을 생산요소로 하여 추정하는 잠재 GDP와 재정블록을 생략하고 있으나 이 부

분을 확장한다면 정부의 소비지출 변화나 잠재 GDP의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파

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황상필 외(2005).

3) 일반적으로 잠재 GDP는 노동과 자본스톡의 투입요소를 바탕으로 콥 더글라스(Cobb-Douglas) 

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 등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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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KIRI 모형 관계도

2. 일반 거시부문의 구조와 특징

가. 최종수요 부문

지출 부문별 국내 총생산 정의식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자본형성(설비투자, 건

설투자, 무형고정투자), 재화와 용역에 관한 수출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최종수요 부문은 수출입을 제외한 국내 총수요 부문을 다루고 수출입 함수는 대외거

래 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민간소비는 평생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근

거하여 가처분소득과 전기 소비 등을 소비함수의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4) 여기서 

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 상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변수를 소비자물가로 실질화하여 

4) 전기의 소비시차를 정하기 위해 BIC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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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투자함수는 기본적으로 가속도 이론(acceleration principle)과 Tobin’s q 이론에 

따라 생산, 자본 비용과 수익률의 회귀방정식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GDP와 실

질 금리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밖에도 대외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증가율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다. 설비투자의 경우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조달비용의 회귀방정식으로 설정하여 실질이자율을 설명변수에 포함

시켰으며 건설투자의 경우 투자 수익률로 지가지수와 소비자물가의 상대적인 비율

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5)

1) 민간소비(AC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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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994 D-W = 1.805

BIC = -5.959

2A) 총자본형성 - 설비투자(AIFM)

log 


 


  


  




     




  


 


 


  

R2 = 0.938 D-W = 1.951

BIC = -2.987

5) 여기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과 물가상승율의 차이로 정의함.

6) R2는 추정회귀식의 R-squared 추정치를 나타내며, D-W는 Durbin-Watson 검정결과를, 

BIC는 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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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총자본형성 - 건설투자(AIFC)

log 





 




 




 




 


 


 




 


 

R2 = 0.910 D-W = 1.030

BIC = -2.544

2C) 총자본형성 - 무형고정투자(AIFI)

log 


 


 


 




 




 


 


 


 

R2 = 0.986 D-W = 1.771

BIC = -3.804

3) 총고정자본형성(AIFT)

AIFT = AIFM + AIFC + AIFI

4) 국민 총처분소득(AGNDIW)

log 


 


 




 


 


 


 




 


 


 

R2 = 0.995 D-W = 1.240

BIC = -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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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총생산(AGDP)

AGDP = ACP + ACG + AIFT + AII + AEX - AIM +ASTD

6)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AEX)

AEX = AEXG + AEXS

7)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AIM)

AIM = AIMG + AIMS

나. 대외거래 부문 

대외거래 부문은 경상수지의 구성요소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수지, 원/

달러 환율, 수출 및 수입단가지수로 구성되어 있다.7) 특히, 금액기준인 국제수지와 

물량기준인 국민계정의 통계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먼저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 함수를 추정한 후 환가식(bridge equation)을 이용하여 국제수

지 기준 상품 수출입과 국민계정 기준 상품 수출입 함수를 도출해 내었다. 

국제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상품의 수출입이나 자본거래 등 다른 나라와

의 국제거래를 통해 주고 받는 금액의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

의 이동 및 자금결제를 나타내는 종합계정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거래를 나타내는 경

상수지와 자금이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출 함수를 수립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국임을 감안하

여 해외국가 소득을 대표하는 변수로 실질 G7 GDP를 사용하였고 달러표시 수출단

가와 원/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8)  상품수입 함수에는 해외 및 국내 소

7) 수출입 단가지수는 수출입 품목의 단위당 가격의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US$ 기준으로 
작성된 지수이며 2005년 기준 100으로 설정됨.

8) G7 국가들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구성된다. 실질 G7 GDP 

자료는 블룸버그(Bloomberg) 터미널을 통해 미 달러화로 표시된 각국 실질 GDP 자료의 
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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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원화표시 수입 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등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수출입 물동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출입금액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보험 및 금융서비스 수입 

및 지급이 영향 받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이자율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해외

이자율변수는 런던은행간 대출금리인 리보(Libor)의 3개월 평균 금리를 사용하였

다. 서비스 수입은 수출입 물동량과 함께 국내 실질 GDP, 환율, 해외이자율 등의 회

귀방정식으로 설정하였다. 국내외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출입 물동량이 커지고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서비스 지급규모가 커지게 되며, 해외이자율에 따라 

차입금의 이자규모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중 이전수지는 외생변수로 설정

하였다.

국제간 자본이동을 반영하는 자본수지의 경우 국제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대비 국

내경제에 대한 투자 수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이자율과 해외이자율의 차이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 종합주가지수, 환율 등을 회귀방정식에 포

함시켰다.

환율을 결정하는 회귀방정식의 경우 국내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기 위

하여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이와 함께 국제 외환시

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엔/달러 환율 증감률과 외환보유고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 단가지수를 결정하는 회귀방정식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해외 

국가 GDP를 사용하였으며 수입단가지수를 결정하는 회귀방정식의 경우 국제 수입

단가지수와 엔/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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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상품수출 -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물량(XEXQ)

log  





  


 




  


 




 


 




 


 

R2 = 0.991 D-W = 2.435

BIC = -2.789

1B) 상품 수출(금액) (XEXQR)

XEXQR = XEXQ × (PXEX/100)

1C) 상품 수출(GDP 기준) (AEXG)

AEXG = XEXQR × FPWD/(AEXGDFL×10)

1D) 상품 수출(국제수지 기준) (XEXG)

 
   




 
   

 


   

 
   


   



R2 = 0.990 D-W = 1.053

BIC = 19.535



KIRI 모형의 구조와 특징 25

2A) 상품수입 - 관세청 통관기준 수입물량(XIMQ)

log  


 


  


 




  


 




 


  




 


 




 


 

R2 = 0.998 D-W = 1.418

BIC = -3.950

2B) 상품 수입(금액) (XIMQR)

XIMQR = XIMQ × (PXIM/100)

2C) 상품 수입(GDP 기준) (AIMG)

AIMG = XIMQR × FPWD/(AIMGDFL×10)

2D) 상품 수입(국제수지 기준) (XIMG)

 
   




 

R2 = 0.962 D-W = 0.155

BIC = 20.565



26 조사보고서 2014-5

3A) 서비스 수출(국제수지 기준) (XEXS)9)

log  


 


 


 




 log



 

R2 = 0.990 D-W = 2.136

BIC = -2.992

3B) 서비스 수출(GDP 기준) (AEXS)

log 


 


 ×




 


  

R2 = 0.946 D-W = 0.483

BIC = -2.742

9) @MOVAV는 Eviews 프로그램에서 시계열의 moving average를 계산하는 명령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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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서비스 수입(지급) (국제수지 기준) (XIMS)

log  





 log



  


 log



 


 

R2 = 0.987 D-W = 1.471

BIC = -2.765

4B) 서비스 수입(GDP 기준) (AIMS)

log 


 


 ×




  


  

R2 = 0.982 D-W = 1.512

BIC = -3.574

5) 자본수지(XBOC)

log  
  




  




 


log



   

R2 = 0.869 D-W = 2.374

BIC = 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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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상품수지(XBOG)

XBOG = XEXG – XIMG

6B) 서비스수지(XBOS)

XBOS = XEXS - XIMS

6C) 경상수지(XBOP)

XBOP = XBOG + XBOS + XBOOT

7) 원/달러 환율10)

 


 


  


 




 × 
  






     




  




 


 


 




 


 


 

R2 = 0.841 D-W = 2.201

BIC = -4.038

10) 환율의 경우 시계열의 안정화를 위해 차분(dlog)을 취하였으며 @ELEM(변수명, 시점)은 
특정시점의 Data를 지정하는 명령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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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단가지수(PXEX)

log  


 


  




 log 



  


 


 




 


 


 

R2 = 0.953 D-W = 1.563

BIC = -4.703

9) 수입단가지수(PXIM)

log 


 


  




  




 


 

R2 = 0.990 D-W = 1.677

BIC = -4.455

다. 물가 부문

물가 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주택가격지수, 임금, 원화기준 수입물

가지수를 추정하였다.11) 소비자물가 회귀방정식은 통화증가와 GDP 갭에 의한 물

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총유동성을 나타내는 실질 M3 잔고와 GDP 갭을 설명변수

로 사용하였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최종상품의 물가이므로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을 

11) 수입물가지수는 2010년 기준 1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 가
격 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데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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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생산자물가를 주요 변수로 포함시켰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를 구매하여 생산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 물가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금을 근로자 일인당 부가가치로 나눈 변수를 설명변

수로 사용하였다.

주택가격지수의 경우, 유동성의 증가와 총수요 증가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

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 M3 잔고와 실질 GDP 갭을 설명변수로 사

용하였다. 원화표시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였다.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실질생산성을 나타내는 근로자 일인당 부가가치와 자기 시

차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상품수출 디

플레이터의 경우 환율과 상품수입 디플레이터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상품수입 

디플레이터의 경우 환율과 수입단가지수로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1) 소비자물가지수(PCPI)

log  


 


 


 




 


 log



 


 


 




 


 

R2 = 0.999 D-W = 1.687

BIC = -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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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 물가지수(PPPI)

log  


 


  




 log



 log



  

R2 = 0.993 D-W = 1.256

BIC = -6.110

3) 주택가격지수(PHPI)

log  


 


   




   


  




  


  


 




  


 

R2 = 0.994 D-W = 2.064

BIC = -5.501

4) 원화표시 수입물가지수(PUIM)

log  


 


  


 




 




  


  




  


  

R2 = 0.987 D-W = 1.392

BIC = -3.832



32 조사보고서 2014-5

5) 임금(WAGE)

log 


 


   




    


  


  




  


 


  




  


  

R2 = 0.931 D-W = 2.395

BIC = -4.090

6) 상품수출 디플레이터(AEXGDFL)

log  


 


  




  


 




  


 


  




  


  

R2 = 0.956 D-W = 1.636

BIC = -4.288

7) 상품수입 디플레이터 (AIMGDFL)

log  


 


  




  


 




  


 


  




  


 


 


 

R2 = 0.989 D-W = 1.441

BIC = -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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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 부문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수요를 의미하는 

실업자 수를 추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15세 이상 인구와 실질 GDP로 추정하였고 실업자 수는 GDP 갭으로 추정하

였다. 

1) 경제활동인구(SLF)

log 


 


  


 




  


  

R2 = 0.991 D-W = 1.945

BIC = -7.790

2) 실업자수(SUMP)

log 


 


  




 


  


  




 


 

R2 = 0.815 D-W = 1.980

BIC = -2.738

3) 취업자수(SEMP)

SEMP = SLF - 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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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화 및 금융 부문

통화 및 금융 부문은 총통화(M2) 및 총유동성(M3)의 화폐수요방정식과 회사채 

유통수익률, 종합주가지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총통화 수요는 거래적 화폐수요이

론에 기초하여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총생산과 함께 중장기 실질 이자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중장기 실질 이자율은 3년 만기 국고채유통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한 실질 이자율을 사용하였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설명하는 회귀방정식에는 한국은행의 정책변수인 단기 콜금리와 해외 금리 등

을 사용하였다.

총유동성을 결정하는 방정식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총통화인 M2에 포함되는 자

산과 M3에 포함되는 자산의 차이를 반영하여 M3에서 M2를 차감하였다. 이후 소비

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화한 변수에 대해 실질 GDP와 중장기 실질 이자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수요방정식을 추정하였다.12)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의 경우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설비투자와 건

설투자의 합과 실질 이자율 등의 설명변수를 선택하였다.

12) 총유동성(M3)은 총통화(M2)에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각종 예
수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매출, 상업어음매출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포함시킨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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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통화(FQM2)

log  


 


 




 log





 


 


 


 




 


 


 




 

R2 = 0.981 D-W = 0.273

BIC = -3.564

2) 총유동성(FQM3)

log 


 


 log



 




 log





 

R2 = 0.993 D-W = 1.476

BIC =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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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채유통수익률(FPCBR)

log 



 


 




 




 




 


 


 




 


 


 

R2 = 0.904 D-W = 1.405

BIC = -6.331

4) 종합주가지수(FPSP)

log  


 


 




 




 




 


 


 

R2 = 0.947 D-W = 1.544

BIC = -1.746

바. 보험산업 부문 - 생명보험

생명보험산업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의 3개 보험분야로 나누

어진다.13) 사망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과 질병보험, 상해보험 및 장

기간병 보험, 변액 보험(사망, 종신, CI)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13) 보험통계자료의 출처는 보험개발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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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저축성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생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

(세제적격)과 일반연금(세제비적격), 교육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14) 

생명보험 산업부문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계약상품으로, 상품별로 초회보험

료와 계속보험료 수요방정식으로 구성되며 수입보험료는 이들의 합으로 구성

된다. 각 명목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화시켰다. 선행연구에

서 보험수요를 개별 소비자 관점의 모형으로 구성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전체 보

험료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변수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사망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일인당 실질 GDP와 실질 금리를 설명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이들 변수와 함께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사망보험 초회보험료 방정식에서 일인당 실질 GDP 계수의 

부호가 음(-)인 반면,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방정식에서는 일인당 실질 GDP 계

수의 부호가 양(+)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방정식에

서 사망보험 수입보험료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는 등 서로 간의 보험수요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초반 소득 증가와 함께 보장성 

보험 수요가 줄고 저축성 보험 수요가 증가하였던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저축성 보험 수요가 줄어들고 

다시 보장성 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개인연금 보험으로 구성

된 생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실질 GDP와 실질 금리 변수가 설명변수로 설정되

었다.

계속보험료 방정식의 경우 자기 시차 변수와 함께 각 초회보험료 시차변수가 설명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전기의 초회보험료가 일부 해지되는 비율을 제

외하면 대부분 차기의 계속보험료로 이전되어 전기 초회보험료 수준이나 변화

율이 차기의 계속보험료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5)

14) 퇴직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의 경우 거시경제환경의 영향보다는 제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
에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음.

15) 일부 보험의 계속보험료와 일시납 제외 초회보험료 회귀방정식의 경우 종속변수가 단위
근을 포함할 때에는 시계열을 안정화(stationary)시키기 위하여 차분(dlog)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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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에서는 초회보험료를 다시 세분화하여 일시납을 제외한 초회보험료 방정

식을 포함하고 있다.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세제효과나 

제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거시 

환경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와 함께, 월납과 2개월납, 

3개월납과 같이 보험료 납입주기가 일정한 보험계약의 수요는 보험회사의 경영계획

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모형에서는 정기납 초회보험료 수요방정식

을 별도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일시납 제외 초회보험료는 다시 상품별로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변

액보험으로 구성되며 자료기간은 2002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구성되어 있

다. 앞서 모형화된(일시납 포함) 초회보험료의 경우 각 상품별로 일반보험과 변액보

험의 자료가 모두 포함된 수치인 반면, 일시납 제외 초회보험료의 기초자료가 되는 

보험료 납입주기별 자료의 경우 변액보험의 세부상품별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일시납 제외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별도로 추정하였다.16) 변액보험

을 제외한 일반계정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방정식은 모두 설명변수로 자기 시차 변수 

외에 실질 GDP와 실질 금리가 사용되었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이들 변수 외에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16) 따라서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의 일시납 제외 초회보험료는 일반계정의 보험
계약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변액계정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일시납 포함) 초회보험
료의 계정 구성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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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 초회보험료(ILID)

log 





 




 




 




 


 


 

R2 = 0.923 D-W = 1.861

BIC = -0.557

2) 사망보험 일시납제외 초회보험료(ILIDM)17)

log 





 




 




 




 


 


 


 




 


 

R2 = 0.937 D-W = 2.083

BIC = -0.961

17) 자료기간은 2002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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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ILIE)

log  





 




 




 




 




 


 


 


 




 


 


 

R2 = 0.945 D-W = 1.529

BIC = 0.21

4) 생사혼합보험 일시납제외 초회보험료(ILIEM)18)

  





 




 




 




 




 

R2 = 0.768 D-W = 1.759

BIC = 0.010

18) 자료기간은 2002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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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존보험 초회보험료 (ILIS)

log 



 


 




 




 




 


 


 




 


 


 




 


 

R2 = 0.955 D-W = 1.936

BIC = 0.202

6) 생존보험 일시납제외 초회보험료(ILISM)19)

  


 


 


 




 




 




 

R2 = 0.763 D-W = 2.105

BIC = -0.109

19) 자료기간은 2002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로 제한됨.



42 조사보고서 2014-5

7) 변액보험 일시납제외 초회보험료(ILIVM)20)

log  


 


 




 




 




 

R2 = 0.906 D-W = 1.800

BIC = 0.527

8) 사망보험 계속보험료(ILSD)

log 


 


 


 




 




 




 


 

R2 = 0.804 D-W = 2.345

BIC = -5.326

9) 생사혼합보험 계속보험료(ILSE)

  


 


  


 


 




 




 




 


 

R2 = 0.484 D-W = 1.678

BIC = -2.933

20) 자료기간은 2002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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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존보험 계속보험료(ILSS)

 


 


  


 




 




 




 

R2 = 0.319 D-W = 2.051

BIC = -4.388

사. 보험산업 부문 -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보험의 4개 보험

분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일반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보증, 특종, 해외 원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보험은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통합협, 자산연계형 

등의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방정식을 수립하

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시차를 두고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대당 손해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실질 소득의 영향을 반영

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일반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원/달러 환율 변동률, 경제성

장률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21) 이는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일반경제의 경기변

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 및 일시납 제외 초회보험료, 개인연금보험의 초회보

험료는 생명보험의 저축성 상품이나 보장성 상품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므로 실질 

GDP와 실질 금리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생명보험산

21)    log    log     ≃      관계를 이용하여 해

당변수를 성장률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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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계속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자기 시차 변수와 함께 각 초회보험료 시차변수가 설

명변수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방정식에 사용될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한 수

요방정식을 설정하였는데 설명변수로는 자기시차변수와 함께 HP Filtering을 통

해 실질 GDP의 추세를 추정한 잠재 GDP를 설정하였다.

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INWA)

log  


 


 




 




 




 


 


 


 




 


 


 

R2 = 0.890 D-W = 2.427

BIC = -4.257

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INWG)

log  


 


 




 


 


 




 

          R2 = 0.970 D-W = 1.941

BIC =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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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보험 초회보험료(INWIL)

log  







 




 




 




 


 


 


 

R2 = 0.936 D-W = 1.988

BIC = -0.123

6) 장기보험  일시납제외 초회보험료(INWILM)

log  





 


 




 




 




 

R2 = 0.947 D-W = 2.486

BIC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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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연금 초회보험료(INWIP)

log  





 




 




 




 


 


 


 

R2 = 0.863 D-W = 1.180

BIC = 1.495

8) 장기보험 계속보험료(INWSL)

 


 


 


 




 




 




 




 

R2 = 0.448 D-W = 2.110

BIC = -5.480

9) 개인연금 계속보험료(INWSP)

 


 


 


 




 




 




 


 


 

          R2 = 0.843 D-W = 1.964

BIC =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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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차 등록대수(NAR)

log 


 


 


 




  


  


 


 

R2 = 0.999 D-W = 2.076

BIC = -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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