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모형 적합도 평가 및 정책 모의실험

1. 모형 적합도 평가

KIRI 모형의 동태적 안정성 및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8년 1분기부터 2012

년 4분기까지의 5년(20분기)에 대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In-sample dynamic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본기간 내에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추정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표본기간동안 예측값을 추정할 때 실제값이 아닌 모형이 추정한 내

생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하

여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하는 여

러 가지 통계량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자승근(Root-Mean 

Squred Error; RMSE) 오차를 이용하여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RMSE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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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실제값을 의미하며 

는 예측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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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１> 동태적 모의실험 오차값(2008. Q1~2012. Q4)
                                                             (단위: %)

변수명 RMSE 변수명 RMSE

GDP 4.403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1.521

민간소비 1.780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8.296

총고정자본형성 4.423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8.461

수출 8.69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2.266

수입 8.97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7.227

환율 4.28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4.899

소비자물가 1.319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6.707

생산자물가 2.507 　
총통화(M3) 5.924 　 　

<표 Ⅲ-１>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질 GDP의 RMSE 오차는 4.40%이며, 민간소비

는 1.78%, 소비자물가는 1.32%, 총고정자본형성은 4.42%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

민계정상의 수출과 수입은 8.70%와 8.97%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가식에 사용된 

환율과 수출입 디플레이터의 변동성이 모의실험 기간에 포함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오차가 모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많은 

모형들이 대체로 5% 내외의 RMSE 오차값을 갖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경제부문의 

오차값은 국민계정상의 수출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갖는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보험산업 부문의 RMSE 오차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 부문 오차값은 

5% 내외의 안정된 값을 갖는다. 그러나, 생명보험 부문의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 

손해보험 부문의 일반손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RMSE 오차값이 각각 8.30%, 

8.46%, 7.23%, 6.71%로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오차값이 조

금 증가한 이유는 일반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 모의실험 기

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장성 보험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에 많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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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제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

은 시계열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변화가 정착된다면 모형의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정된 예측력을 갖도록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본정책 모의실험

2절에서는 KIRI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거시경제 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를 분

석하여 보았다. 모의실험을 위해 보고자 하는 거시경제 변화는 ①해외 금리 인상, 

②콜금리 인상, ③해외 GDP 증가 등이다. 이를 위해 해당 거시경제의 변화가 2009

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보험산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분석대

상 거시경제변수들로는 실질 국내총생산과 소비자물가, 실질 금리, 그리고 보험산업

의 종목별 수입(원수) 보험료를 선정하였다.22) 거시 환경변화의 효과는 해당 정책 

변수들을 조정한 후 얻어진 추정치와 기준치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살펴보았다.

가. 해외 금리가 1% 인상되었을 때의 효과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우리나라 경제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해외 금리가 일정기간 1% 상승하였을 때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보험산

업의 수입(원수)보험료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모의실험에서는 실제 수준

보다 LIBOR 금리가 4년 동안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해외 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해외 금리 상승은 서비스 수출입과 자본수지에 영향을 주는 한편 회사채 유통 수익

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 금리 1% 상승시 GDP가 연평균 0.54% 감소하는 한

22) 실질 금리는 명목 회사채유통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수치를 연리(%)로 나타낸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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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실질 금리는 0.09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소득과 금리에 많은 영향

을 받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이 금리보다는 실질 소득에 부정적인 영

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입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생사혼

합 수입보험료 0.61% 감소, 생존 수입보험료 0.86% 감소,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0.53% 감소). 실질 소득의 감소는 보장성 보험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 원수보험료

의 경우 연평균 0.23%, 일반손해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평균 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4년 평균

GDP -0.130% -0.375% -0.666% -0.970% -0.535%

소비자물가 -0.025% -0.071% -0.163% -0.294% -0.138%

실질 금리(연리%) 0.042 0.068 0.120 0.161 0.098 

사망 수입보험료 -0.021% -0.040% -0.068% -0.108% -0.059%

생사혼합 수입보험료 -0.029% -0.206% -0.743% -1.461% -0.610%

생존 수입보험료 -0.066% -0.290% -0.896% -2.211% -0.866%

자동차 원수보험료 -0.058% -0.154% -0.276% -0.417% -0.226%

일반손해 원수보험료 -0.139% -0.296% -0.593% -0.955% -0.496%

장기 원수보험료 -0.036% -0.127% -0.329% -0.707% -0.300%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0.047% -0.197% -0.647% -1.228% -0.530%

<표 Ⅲ-2> 해외 금리(LIBOR) 1% 상승 시 효과

주: GDP와 소비자물가, 수입(원수)보험료에 대한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책변수가 조정되기 전 

기준치 와 조정된 후 추정치
 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

 

로 계산됨. 실질 금리는 명목 회사채유통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수치를 연리(%)로 
나타낸 값임.

나. 콜금리(Call Rate)가 1% 인상되었을 때의 효과

콜금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실제보다 1% 높았을 경우의 모의실험 결

과는 <표 Ⅲ-3>과 같다.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

승하게 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통화 공급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소비 위축



52 조사보고서 2014-5

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표 Ⅲ-3>에 따르면, 콜금리가 1% 인상되었을 때 GDP는 연평균 0.09% 감소하며 

소비자물가 또한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 금리의 경우 콜금리 인

상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연리 기준으로 4년 평균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4년 평균

GDP -0.056% -0.115% -0.116% -0.078% -0.091%

소비자물가 -0.009% -0.040% -0.072% -0.089% -0.053%

실질 금리(연리%) 1.033 1.107 1.100 1.079 1.080 

사망 수입보험료 -0.134% -0.552% -0.846% -1.053% -0.646%

생사혼합 수입보험료 0.895% 4.947% 8.897% 10.794% 6.383%

생존 수입보험료 0.098% 0.304% 0.455% 0.772% 0.407%

자동차 원수보험료 -0.024% -0.063% -0.080% -0.075% -0.061%

일반손해 원수보험료 -0.063% -0.138% -0.191% -0.219% -0.153%

장기 원수보험료 0.183% 0.469% 0.575% 0.911% 0.534%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0.231% 0.952% 1.853% 2.555% 1.397%

<표 Ⅲ-3> 콜금리 1% 인상 시 효과

콜금리 인상으로 인한 생명보험산업의 파급효과는 사망 수입보험료를 연평균 

0.65% 감소시키는 한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사혼합 수입보험료와 생존 수입

보험료를 각각 6.38%와 0.4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산업의 일반

손해 원수보험료와 자동차 원수보험료에 대해서는 각각 연평균 0.15%와 0.06% 감

소시키는 등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장기 원수보험료와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0.53%와 

1.4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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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GDP가 1% 증가하였을 때의 효과

해외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선진국 경

제인 G7 국가들의 GDP가 4년동안 매년 1% 증가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

다.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

고 물가가 상승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실질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G7 국가들의 GDP가 1% 증가하였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표 Ⅲ-4>와 

같다. 우리나라 GDP는 연평균 2.41% 증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도 1.04% 증가한

다. 실질 금리는 연평균 0.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GDP 증가의 

효과는 보험산업에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산업의 사망 수입보

험료는 연평균 0.69% 증가하며 저축성 보험인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수입보험

료는 각각 2.94%, 4.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원수보험료와 일반손해 원수보험료는 각각 1.34%, 3.29%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 실질 금리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 장기 원수보

험료와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각각 1.80%와 3.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4년 평균

GDP 1.291% 2.127% 2.799% 3.430% 2.412%

소비자물가 0.226% 0.784% 1.336% 1.828% 1.043%

실질 금리(연리%) -0.420 -0.606 -0.555 -0.481 -0.515 

사망 수입보험료 0.184% 0.587% 0.905% 1.066% 0.686%

생사혼합 수입보험료 0.334% 1.389% 3.495% 6.525% 2.936%

생존 수입보험료 0.581% 2.560% 5.466% 10.899% 4.876%

자동차 원수보험료 0.571% 1.165% 1.629% 1.990% 1.339%

일반손해 원수보험료 1.429% 2.518% 3.902% 5.303% 3.288%

장기 원수보험료 0.339% 1.166% 2.117% 3.595% 1.804%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0.429% 1.779% 4.030% 6.375% 3.153%

<표 Ⅲ-4> G7GDP 1% 증가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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