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내부모 도의 국내도입 여건 평가

1. 국내 RBC 시행 여건 평가

가. EU S1의 과  RBC로의 환

정한 자본이란 내․외부의 악조건에서도 보험계약자에 한 의무를 계속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의 양을 의미한다(IAIS,2007).1999년 5월

EU식 지 여력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에

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진 을 이루었다.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

는 험에 비례하는 요구자본량의 개념이 정립되었고,보유자본의 정성이

요구자본을 기 로 평가되기 시작했다.그 결과,요구자본(지 여력기 액)

에 비해 가용자본(지 여력)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림 IV-1>지 여력비율 추이

자료 : 융감독원(2006).



내부모 도의 국내도입 여건 평가 69

1999년 3월 기 으로 13.1%에 불과하던 지 여력비율이 7년 사이에 229.9%

로 약 17.5배 폭 상승하는 변화를 보 다.그동안 리스크노출의 증가로 지

여력 험기 이 늘어나긴 했지만,자본확충을 통한 지 여력 액이 훨씬 빠

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국내 자기자본규제는 EUS1에서 RBC로 환하는 과정에 있다.EU식

지 여력제도는 리스크를 구체 으로 식별하지 않는 포 규제방식이어서

리스크를 체계 으로 리하는 데 합하지 않다.이에 반해 RBC식 지 여력

제도는 리스크를 보험가격/ 비 , 리,신용,시장,운 리스크 등으로 세

분하여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다.개별 보험회사들은 자체 RM에서 이

미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리하고 있어 EU식 보다는 RBC식 방식에 가까운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RBC식 지 여력제도로의 환은 경제 자본에 기

한 리스크 심 감독의 국제 정합성과도 부합한다.

나. RBC 표 모 과 리스크 구

EU S1에서 RBC로 자기자본규제가 환될 경우 가용자본을 늘릴 수단의

제약뿐만 아니라 요구자본을 일 수 있는 수단 역시 많지 않아 지 여력비

율 하락에 한 우려가 있다.최근의 RBC비율분석은 이러한 우려가 아직은

크게 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회사에 따라서는 RBC 환이 본격

으로 이루어지면 지 여력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회사들도 발생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자기자본규제와 련하여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리스크를

가하는 변액보험 등의 비 을 늘리거나 재보험 출재로 리스크를 경감하여

요구자본을 이는 방법을 취해왔다.이에 해 감독당국은 재보험 인정을 엄

격하게 하고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를 RBC표 모형의 시장리스크에 포함시

키는 등 표 모형의 요구자본산출을 엄격하게 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회사들 역시 자체 RM을 강화하여 리스크노출을 엄격하게 리하기 시작했으

며,요구자본을 이려는 유인 역시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자기자본규제에 해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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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의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는 보험회사

지 여력비율에서 분자를 이는 결과를 래할 것으로 상된다.그동안

형사는 주로 이익잉여 이나 포 손익(자본조정 포함)을 통하여, 소형사는

후순 채를 통하여 가용자본을 늘려왔다.그런데 변동성이 큰 포 손익이나

상환의무의 제약을 받는 후순 채무의 가용자본 인정이 엄격해지는 가용자본

규제의 강화는 보험회사의 지 여력비율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된다.이는 간 으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등 통 인 보험에 용되는 표 모형의 틀을

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종목들에 해서는 자기자본규제가 별도로 필

요할 것이다.

<그림 IV-2>RBC기 의 보험회사 리스크 구성

RBC표 모형에서 고려하는 리스크를 보험산업 체의 리스크별 구성비로

살펴보면,<그림 IV-2>에서와 같이 생명보험의 경우 리리스크,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가 체 리스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의 비 을 차지한 리스크는 두 보험 분야 신용리스크가 총 보유리스

크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EUS2의 장실사(QIS4)결과와 유

사하다.따라서 내부모형이 도입되어 요구자본량이 축소될 수 있다면,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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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리스크와 리리스크의 기여도가 가장 클 것으로

상된다.감독당국의 내부모형 1단계 도입에서 보험리스크와 리리스크가

먼 선택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타당한 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형사와 소형 국내사들은 리스크 구성측면에서 리리

스크 부분에 보다 많은 심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다만, 리리스크에서

표 모형보다 보험회사 RM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해 그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이는 표 모형과의 계에서

분석해 볼 사안이다.외국사의 경우에는 내부모형을 용하고 있는 해외 계

사들과의 연계나 신용등 평가 등이 내부모형을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리스크 구성측면에서 보험리스크와 더불어 장기보험의

리리스크에서도 어느 정도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국내사는 보

험리스크와 더불어 리리스크에 심을 가질 것이며,외국사나 업사는 보

험리스크에 치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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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모  택 인 

가. 고  리스크  자본조달비용

감독당국이 RBC내부모형을 도입하는 목 은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의 리

스크 특성에 따른 정 자본수 을 확보,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표 모형

은 개별 보험회사의 특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평균에 따라 평가하므

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자체의 RM을 활용하는 내부모형을 통해 개별 보

험회사의 리스크특성을 충분히 반 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RM을 시하는 신용평가기 ,회계법인 등 자본시장의

요구에 응하여 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거나,자기자본규제 강화에 극

으로 응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 내부모형은 이에 한 한 안이

될 수 있다.내부모형제도는 보험회사가 RM 활동을 잘하면 표 모형에서 요

구하는 자본량보다 낮은 자본량이 산출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동기를 부

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자사 RM이 감독당국의 내부모형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안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자사 RM이 표

모형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물론 당장은 표 모형보다 자사 RM의 자본량이 높게 나오더라도 앞

에서 언 한 외 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여 내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도 상정해 볼 수 있다.그러나 내부모형을 통해 요구자본 부담을 덜고 자본조

달비용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선택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보다 실 이다.이는 기업가치의 극 화라는 보험

회사 RM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RM은 수익의 변동성을 여 안정 인 수익흐름을 얻으려는 데 있다.동일

한 수익이라도 안정 인 흐름은 보다 큰 기업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험회사가 RM 용에 심을 가질 분야를 구분하는 기 은

회사의 수익성과 수익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보험회사로서는 자본과 인

력 등 한정된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수익성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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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에 우선순 를 둘 것이고 그에 따르는 변동성을 RM으로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내부모형의 선택에는 보험회사 RM이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조건도 필요하다.보험회사가 자사의 특성이 고려된 자본량을 표 모형의

요구자본과 동등하게 인정받으려면,자사 RM에 의하여 산출된 자본량이

정함을 감독당국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이 과정은 제Ⅲ장의 해외사례에

서 살펴보았듯이 RM을 심으로 한 보험회사의 경 반을 감독당국이 평

가하는 것이다.이러한 평가과정은 보험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할 때,어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선택할 것인

가를 단하는 데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수익성,수익의 변동성으로 표 되는

리스크,RM수 과 지 여력 수 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으면서 노출된 리스크가 표 모형의 산

업평균 수 보다 낮은 역에 해서 RM을 극 으로 용하려는 유인이

높을 것으로 상되는 반면,리스크가 산업평균보다 높은 역에 해서는 표

모형을 그 로 따르려는 유인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물론 이와 같은 보

험회사의 비 칭 반응은 감독당국의 의도하는 바와 배치된다.그러나 비

칭 응이 실 으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어 보인다.내부모형제도

에서 보험회사의 선택권은 내부모형과 표 모형 어느 모형을 따를 것인가

에만 주어지고,내부모형의 허용범 에 한 보험회사의 선택권은 없다.이는

이미 해외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한편,내부모형의 선택은 보험회사의 RM수 과도 한 련이 있다.RM

수 이 낮은 보험회사는 산업 평균에 비해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따

라서 이러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선택에 소극 일 것으로 상된다.RM수

이 경쟁사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을 경우 보험회사는 두 가지 행태가

상된다(Graceetal.,2007).산업 평균에 비해 수익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기

되는 것이 일반 이나,반 로 공격 으로 수익변동성이 큰 역을 할 가

능성도 있다. 자의 경우 보험회사는 표 모형에 비해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요구자본이 작으므로 내부모형 선택에 보다 극 으로 응할 것이나,후자

의 경우 산업 평균에 비해 수익성은 물론 그 변동성도 높을 것이므로 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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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고수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모형의 선택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의 상

되는 행태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첫째,보험 업부문

과 투자 업부문의 수익성과 변동성을 분석하여 보험회사별 내부모형 선택유

인을 악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고,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므로 이들 리스크에 한 내부모형 선택유인을 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나,세부 리스크에 한 분석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따라

서 본 연구는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으로 나 어 내부모형 선택유인을

회사별로 악한다.보험 업부문에 한 분석은 보험리스크와 리리스크에

한 선택유인을 간 으로 악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투자 업부문에

한 분석은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에 한 선택유인을 간 으로 악한다

는 데 의의가 있다.다만,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운

리스크에 한 내부모형 선택유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둘째,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의 RM수 을 비교하여

내부모형 신청과 련된 여건을 악한다.이 경우에도 평가 상 리스크를 크

게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으로 나 어 분석한다.내부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와 그 지 않은 보험회사 사이에 RM수 의 차이가

있는가를 악하기 하여 최 목 외 2인(2008)의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리스크 리 수를 이용한다.이 연구는 2007년도에 조사되어 최근의

상황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보험회사들 사이의 상 RM수 을

비교하는 데에는 오차가 을 것으로 단된다.

나. 보험회사의 익 과 익의 변동

일반 으로 보험회사는 자사가 매하는 보험종목이나 투자자산의 수익성

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RM에 을 둘지 아니면 비 을 축소할지를 결정하

게 된다.<그림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계 평균에 비해 자사의 수익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보험종목이나 자산(I분면)은 리스크를 으로 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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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한 업계 평균에 비해 자사의 변동성은 작으나 수익성이 높은

보험종목 혹은 자산(Ⅱ 분면)은 재의 리수 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그러나 업계 평균에 비해 자사의 변동성이 작고 수익성도 낮은 보험종목

혹은 자산(Ⅲ 분면)은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궁극 으로는 비 을 축소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업계 평균에 비해 자사의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성이 낮은 보

험종목 혹은 자산(Ⅳ 분면)은 비 을 극 축소하거나 수익성 리스크 리

등의 개선을 다각 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3>선택유인의 평가 척도

보험회사는 RBC에서 평가 상 보험종목 혹은 자산의 수익성이 업계 평균

수 이상(<그림 Ⅳ-3>의 Ⅰ Ⅱ 분면)이면 RM에 극 일 유인이 존재한

다.평가 상 보험종목 혹은 자산의 변동성이 업계 평균수 이상(Ⅰ Ⅳ

분면)이면 감독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한 건 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유인

이 클 것이다.보험회사는 표 모형의 RBC표 계수(산업평균)와 자사의 변

동성을 비교하여 변동성이 산업평균보다 낮을수록 내부모형에 극 으로

응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내부모형을 한 번 선택하면 특별한 이유

가 없는 한 표 모형으로의 재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RM수 이 높은 보험회

사가 내부모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 상 보험종목 혹은 자산의 변동성이 업계 평균수

이하(Ⅱ Ⅲ 분면)이면 해당 보험종목 혹은 자산에 한 보험회사의 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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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신청유인이 큰 것으로 간주한다.이와 같은 기 으로 보험회사의

RBC내부모형 신청유인을 단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① 보험회사는 평균-분산 기 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② 보험회사는 산업평균 변동성과 자사의 변동성을 비교하여 내부모형의

신청을 결정한다.

③ 변동성의 산업평균은 표 모형의 험계수와 동소이하다.

④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이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다.

⑤ 보험회사는 기존의 RM모형이 존재하여 내부모형 신청에 따른 추가비용

혹은 마찰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수 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수익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Campbellet

al.(2001)과 Polbennikov․Melenberg(2005)의 연구에 따르면,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평균-분산기 에서 구한 효율 런티어와 평균-VaR기

에서 구한 효율 런티어가 동일하다.따라서 개별 데이터의 획득에 제약

이 있는 상황에서도 가정 ①과 같이 평균-분산기 을 이용하여 내부모형 선

택유인을 단하는 것은 용 가능하고 설득력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변동성의 산업평균은 체 회사를 상으로 산출한 값인데 반해,표 모형

의 험계수는 이용 가능한 보험회사들의 경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

이다.따라서 변동성의 산업평균과 표 모형의 험계수는 벤치마크로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와 부분의

회사들이 표 험계수 산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정 ③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18)

한, 험계수를 산출하기 해서는 미래 흐름추정, 험률차손익 시

나리오 생성 등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과거 수익성에 한 변동성이 미래에도

18) 를 들어,보험가격 험계수 산출 시,22개 생명보험회사 기 자료가 불안정한 3개

사를 제외한 회사별 리스크를 산출한 후 최 값 최소값을 각각 2개씩 제외한 사평

균을 험계수로 선택하고,27개 손해보험회사 장기손해보험을 취 하는 10개사를

상으로 회사별 리스크를 산출한 후 최 값 최소값을 각각 1개씩 제외한 사평균을

험계수로 선택한다(융감독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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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따라서 일정 부분 한계를 인정하여,가정 ④를

설정한다.마지막으로, 다수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요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의 목 이 보험회사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내부모

형 선택유인을 단하는 데 있으므로 가정 ⑤와 같이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험 업이익,투자 업이익 등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보험회사들이 제출

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서 추출하 다.분석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이다.생명보험의 경우 22개사 체 생명보험회사를 분석 상으로 하

고,손해보험의 경우 회사별 이질성이 크다는 을 고려하여 외국계와 업사

를 제외한 10개 일반손해보험회사를 상으로 하 다.

1)생명보험

먼 ,보험 업부문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익성과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22개사 3개 형사와 8개 소형사가 Ⅱ Ⅲ 분면에 치하여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4>참조).

<그림 Ⅳ-4>생명보험 보험 업부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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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선택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 생명보험회사들의 변동성은 체로

비슷한 수 이나 수익성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보험 업부문에

서 형사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형사도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다는 것

은 감독당국의 내부모형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

한다.다만,산업평균 변동성과 개별 보험회사의 변동성의 차이가 미미하여

표 모형의 조정 등이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선택에 미칠 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5>생명보험 투자 업부문 분석 결과

다음으로 <그림 Ⅳ-5>는 생명보험 투자 업부문의 내부모형 신청유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 소형사,외국사 각

그룹별로 다수의 회사가 Ⅱ Ⅲ 분면에 치하여 내부모형 신청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회사가 산업평균 변동성 근처에 분포하고 있지만

보험 업부문에 비해서 산업평균 변동성과 개별사의 변동성의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험 업부문에 비해 투자 업부

문에서 내부모형 신청유인이 클 것으로 단된다.특히,생명보험 투자 업부

문의 경우 변동성이 큰 회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이들 회사

에 한 건 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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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내부모형 선택
(22개사 상)

투자 업

유인 높음 유인 낮음

보험
업

유인 높음 7 7

유인 낮음 4 4

<표Ⅳ-1>생명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선택유인

<표 Ⅳ-1>은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에 한 매

트릭스를 보여주고 있다.보험 업부문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는

14개사이고,투자 업부문에서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는 11개사로 나타나고 있

다.그러나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 모두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경우는 7개사이고,4개사는 두 부문 모두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 업부문에서 수익성-변동성 분포(<그림 Ⅳ-6>참조)

는 10개사 2개 형사만이 Ⅱ Ⅲ 분면에 치하여 내부모형 선택유인

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머지 보험회사들은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수익성과 변동성 모두에서 보험회사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5개 소형사는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개

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험 업부문의 리스크가 손해보험에서 차지

하는 비 을 고려할 때,표 모형에 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투자 업부문의 경우 4개 형사와 3개 소형사의 내부모형 선택유

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7>참조).한편,2개 소형사의 경우 수

익성과 변동성이 모두 높아 공격 인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이들은 보

험 업부문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보험 업부문

의 낮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하여 투자 업에서 보다 공격 인 투자행태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보험 업부문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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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와 투자 업부문의 리스크를 내부모형에서 개별 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동시에 도입할 때 내부모형의 도입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Ⅳ-6>손해보험 보험 업부문 분석 결과

<그림 Ⅳ-7>손해보험 투자 업부문 분석 결과

<표 Ⅳ-2>는 손해보험의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의 내부모형 선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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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한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다.보험 업부문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는 2개사이고,투자 업부문에서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는 7개사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 모두에서 내부모형 선택

유인이 높은 경우는 2개사이고,3개사는 두 부문 모두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의 내부모형 선택
(10개사 상)

투자 업

유인 높음 유인 낮음

보험
업

유인 높음 2 0

유인 낮음 5 3

<표 Ⅳ-2>손해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선택유인

다. 보험회사의 RM

먼 생명보험 보험 업부문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와 그 지

않은 회사의 보험리스크 리 수는 각각 3.66과 3.40으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의 RM수 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Ⅳ-3>참조).이는 RM수 이 상 으로 높은 회사가 산

업평균에 비해 변동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경우 RM수

이 높은 회사들이 내부모형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RM 수는 내부모형 선택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경

우 3.70이고 그 지 않은 회사의 경우 3.7을 기록하여 두 그룹 사이에 RM수

의 차이가 통게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즉,분석 상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RM수 이 내부모형 선택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다.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리스크 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9)Tukey'sTest를 통해 두 그룹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그룹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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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부모형 선택유인 높음 내부모형 선택유인 낮음

생명보험 3.66 3.40

손해보험 3.70 3.74

<표 Ⅳ-3>보험 업부문의 선택유인과 RM수

주 :1)리스크 리 수는 5 만 임.

2)최 목 외 2인(2008)에서 조사된 보험리스크 수를 이용하 음.

다음으로 생명보험 투자 업부문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와 그

지 않은 회사의 리스크 리 수를 비교한 결과,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의 RM수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참조).반면,손해보

험 투자 업부문에서는 오히려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에 비해 그

지 않은 회사의 RM수 이 근소하게 높으나,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RM수 이 손해보험회사의 내부모형선택에 큰 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구분 내부모형 선택유인 높음 내부모형 선택유인 낮음

생명보험 3.84 3.73

손해보험 4.21 4.29

<표 Ⅳ-4>투자 업부문 내부모형 신청유인에 따른 리스크 리 수

주 :1)리스크 리 수는 5 만 임.

2)최 목 외 2인(2008)에서 조사된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 수를 이용하 음.

그러나 최 목 외 2인(2008)은 국내 보험회사의 RM수 이 반 으로 개선

할 여지가 많은 낮은 수 임을 지 하고 있다(<표 Ⅲ-6>참조).따라서 감독

당국은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승인 시 다소 높은 목표수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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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회사의 지 여

지 여력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먼 ,생명보험 보험 업부문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들의

지 여력비율 평균은 230.33이고 신청유인이 낮은 회사들의 지 여력비율 평

균은 222.60으로 나타났다. 한 생명보험 투자 업부문의 내부모형 선택유인

이 높은 회사들의 지 여력비율 평균은 260.57인 반면 선택유인이 낮은 회사

들의 지 여력비율 평균은 이보다 낮은 194.48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내

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는 재무건 성이 상 으로 양호한 회사들이라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이러한 패턴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다.

구분 분야 선택유인 높음 선택유인 낮음

생명보험
보험 업 230.33(224.89) 222.60(200.57)

투자 업 260.57(238.70) 194.48(193.39)

손해보험
보험 업 295.10(310.97) 181.58(180.93)

투자 업 225.09(228.46) 155.75(156.70)

<표 Ⅳ-5>내부모형 선택유인과 지 여력비율

(단 :%)

주:2009년 6월 기 지 여력비율이며 호 안은 2009년 9월 기 임.

감독당국이 RBC표 모형과 함께 내부모형을 도입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RM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을 상기한다면,재무건 성이 높

은 회사들이 먼 내부모형을 선택하도록 하고,상 으로 재무건 성이 낮

은 회사들의 RM수 을 높여 내부모형 도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러나 실 으로 RM수 이 상 으로 낮

고 재무건 성도 낮은 회사가 내부모형을 선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이므로 다른 감독수단의 강화를 통해 내부모형을 보완함은 물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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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따르는 나머지 보험회사들에 한 RM수 도 함께 끌어올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익 과 변동  분  

가. 상품구   자산구 의 여도

지 까지는 보험회사의 보험 업부문과 투자 업부문으로 나 어 변동성을

기 으로 내부모형 선택유인을 포 으로 악하 다.여기에서는 보험회사

의 수익성과 변동성에 한 보험종목별,투자자산별 기여도를 분석하여 보다

세부 으로 내부모형 선택유인을 살펴보기로 한다.이러한 부문에 한 정보

는 내부모형 도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해 수익성 기 에 따라 수익률이 산업평균보다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변동성 기 에 따라 수익의 변동성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의 4개 그

룹으로 나 고 각각에 해 보험종목과 자산항목이 미치는 향을 측정한다.

따라서 수익성과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보험종목 투자자산을 설명변

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다.

수    ln 보 사망수보  ln 보 상해수보 

            ln 질병수보  ln 연금수보                  (1)

변동     ln 보 사망수보  ln 보 상해수보 

             ln 질병수보  ln 연금수보                   (2)

먼 ,생명보험 보험 업부문에서 다음의 식(1)과 식(2)를 설정한다.여기서

수익성의 변수로서 수입보험료 비 보험 업이익으로 산출한 매출이익률

을 사용하며,변동성은 시 을 포함하여 과거 8개 매출이익률의 표 편차를

사용한다.식(1)과 식(2)의 설명변수로서 사망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수입보

험료를 사용하는 것은 행 RBC표 모형에서 이들 종목의 보험료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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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액의 익스포져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표 모형에서는 이들 상품

의 보유 험보험료를 이용하지만,본 연구에서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수입보

험료로 체하여 사용한다.

수     ln  기 해수보  ln  반수보 

             ln  동차수보                                 (3)

변동    ln  기 해수보  ln  반수보 

            ln  동차수보                                 (4)

생명보험과 동일한 논리로 손해보험의 보험 업부문에 해서 식(3)과 식

(4)를 설정한다. 행 RBC표 모형에서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

해보험 종목으로 나 고 장기손해보험은 질병보험,운 자보험,재물보험 등

으로 나 어 익스포져를 산출하여 보험 험액을 추정한다. 한,일반손해보

험은 일반보험,자동차보험,보증보험으로 나 고 이들 각 종목의 상품별로

익스포져를 산출하여 보험 험액을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

료의 한계 상 자동차보험,일반보험,장기보험 종목의 세 종목에 한 수입보

험료를 사용한다.

수    ln 단기매매   ln  공특수채 

  ln 회사채  ln  출채   ln 주식수           (5)

변동    ln 단기매매   ln  공특수채 

  ln 회사채  ln  출채   ln 주식수         (6)

한편,투자 업부문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 투자자산 항목이

변동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다음의 식(5)와 식(6)을 설정한다.식

(5)에서 수익성은 운용자산이익률20)이며,식(6)에서 변동성은 운용자산이익률

의 과거 8개 값의 표 편차를 의미한다.국공채 특수채,회사채,주식

20)운용 산 률 
기초 산기말 산 산운용

× 산운용
×

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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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값이다.단기매매증권에서 시장리스크가

발생하고,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주로 회사채와 출채권에

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단기매매증권,국공채 특수채,회사채, 출채

권,주식 수익증권의 자산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보험 업이익,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투자 업이익,투자자산별 액 등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보험회사들이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서 추출하

다.분석기간도 2003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이다.생명보험의 경우 22개

사를 상으로 하고,손해보험의 경우 10개 일반손해보험회사를 상으로 한

다.한편,식(1)~(6)의 패 회귀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혹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으로 추정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Hausman검정을 이용하여 추정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나. 생명보험

먼 ,생명보험 보험 업부문의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표 Ⅳ-6>참조)는 수익성 그룹의 경우,상해보험과 연 보험 비 이

증가할수록,사망보험이 비 이 감소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됨을 보여 다.고

수익성 그룹의 경우,연 보험 비 이 증가할수록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감

소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
수익성 변동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사망보험 -0.3503
(-1.86)*

-0.0599
(-1.04)

0.0050
(0.30)

-0.1815
(-1.43)

상해보험 0.3041
(4.73)***

-0.0255
(-1.96)*

0.0035
(0.53)

0.0219
(0.99)

질병보험 -0.1191
(-1.60)

-0.1154
(-5.36)***

0.0392
(2.36)**

0.2510
(3.82)***

연 보험 0.2090
(3.52)***

0.1438
(7.72)***

-0.0003
(-0.05)

-0.1263
(-2.54)**

상수항 1.2152
(0.28)

2.1108
(2.24)**

-0.7951
(-2.41)**

0.7209
(0.30)

측치수 125 351 216 144

결정계수( ) 0.1748 0.4466 0.1825 0.3362

<표 Ⅳ-6>생명보험 보험 업부문 기여도

주 :*,**,***은 각각 유의수 10%,5%,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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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생명보험 보험 업부문의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표 Ⅳ-6>참조)는 변동성의 높고 낮음의 구분 없이 질병(건강)보험 비

이 증가할수록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체로 연 보험은 수

익성을 확 시키고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수 회사들의 연 보험에서 연 액을 지 하는 제2보험기간이 도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반면,질병보험은 수익성을 축

소시키고 변동성을 확 시키는 데 기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감독당국

의 입장에서도 질병보험과 같이 보험회사 리스크에 미치는 향이 큰 종목의

특성이 보험회사 RM에 잘 반 되었는가에 해서 면 히 감독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설명변수
수익성 변동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단기매매증권
-0.0034
(-0.03)

-0.3045
(-2.95)***

0.0489
(1.59)

0.1067
(2.26)**

국공채
특수채

-0.2566
(-2.49)**

-0.1122
(-0.57)

-0.0096
(-0.15)

-0.4183
(-1.98)*

회사채
0.2181
(1.77)*

-0.0476
(-0.31)

-0.2270
(-2.66)***

0.0916
(1.30)

출채권
0.2062
(1.64)

0.8085
(2.69)***

0.5635
(3.72)***

0.3939
(1.87)*

주식
수익증권

-0.0989
(-1.43)

-0.0150
(-0.12)

0.1057
(1.72)*

0.0962
(1.43)

상수항
4.5087
(2.96)***

-0.7971
(-0.10)

-5.4248
(-1.12)

-3.8734
(-0.85)

측치수 129 222 119 138

결정계수( ) 0.0894 0.3361 0.3492 0.2080

<표 Ⅳ-7>생명보험 투자 업부문 기여도

주 :1)국공채,특수채,회사채,주식 수익증권 변수는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값임.

2)*,**,***은 각각 유의수 10%,5%,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다음으로,생명보험 투자 업부문의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식 (3))

으로 분석한 결과(<표 Ⅳ-7>참조)는 우선 수익성 그룹의 경우,회사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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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국공채 특수채 비 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수익성 그룹의 경우, 출채권 비 이 높을수록 단기매매증권 비

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다음으로 생명보험 투자 업부문의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으로 분

석한 결과(<표 Ⅳ-7>참조)는 변동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출채권 비 이

증가할수록 회사채 비 이 낮을수록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변동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단기매매증권과 출채권 비 이 낮을수록 국공

채 특수채 비 이 증가할수록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출채권 비 이 높을수록 수익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출채권 부문의 RM이 요한 것으로 보인다.특히,단

기매매증권과 주식 수익증권의 경우 상 으로 비 은 작지만 이들 자산

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낮아지고 변동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손해보험

먼 ,손해보험 보험 업부문의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으로 분석

한 결과(<표 Ⅳ-8>)는 수익성 그룹의 경우,장기보험 비 이 높을수록,자동

차보험비 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됨을 보여 다.고수익성 그룹 경우,장

기보험 비 이 높고 일반보험 비 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다음으로,손해보험 보험 업부문의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분석 결과(<표 Ⅳ-8>)에서는 변동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자동차보험 회귀계수

가 음(-)의 값을 보이고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변동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여 이들

보험종목이 변동성 확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그림 Ⅳ-5>는 다수 외국사가 수익성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되고, 형사와 소형사가

수익성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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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수익성 변동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자동차보험
-0.2923
(-4.28)***

-0.0456
(-1.00)

-0.0344
(-1.44)

0.0326
(1.06)

일반보험
0.1505
(1.58)

-0.0808
(-1.78)*

0.0277
(1.32)

0.1289
(2.15)**

장기보험
0.1307
(4.02)***

0.0971
(5.91)***

0.0036
(0.27)

0.0689
(2.37)**

상수항
0.5043
(2.06)**

0.5019
(4.71)***

0.1223
(0.36)

-2.2294
(-4.22)***

측치수 100 150 108 72

결정계수( ) 0.4000 0.1609 0.4547 0.5646

<표 Ⅳ-8>손해보험 보험 업부문 기여도

주 :*,**,***은 각각 유의수 10%,5%,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따라서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변동성 모두를 높이는 데 기

여하고 있으므로 RM을 통해서 조정수익률을 높일 기회가 존재한다.한편,일

반손해보험 역시 비 변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보다는 변동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RM을 통해 조정 수익률을 높일 기회가 존재한다.반면,자동차보험

의 경우 변동성기여도는 크지 않고 수익성에 한 기여도가 매우 조하여

수익성개선의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그림 Ⅳ-2>와 <그림 Ⅳ-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의 비 이 매우 큰 반면,10개

사 7개사의 수익성이 평균 이하인 상태에서 8개사의 변동성이 평균 이상

으로 다수 회사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지 않다. 한 앞 손해보험의 경

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리스크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이

는 내부모형보다는 RM수 을 근본 으로 제고시킬 표 모형과 다른 감독수

단에 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손해보험 투자 업부문의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으로 분석

한 결과(<표 Ⅳ-9>)는 수익성 그룹의 경우, 출채권 비 이 높고 주식

수익증권 비 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선됨을 보여 다.반면,고수익성 그룹

의 경우 단기매매증권과 주식 수익증권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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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다음으로,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분석 결과(<표

Ⅳ-9>)는 변동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국공채 특수채 비 이 높을수록 변동

성이 낮음을 보여 다.변동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단기매매증권,회사채,

출채권 비 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익성 손해보험회사들은 주식 수익증

권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들 자산에 한 한 자산배분 략과 RM의 개선

이 요구되며,변동성이 큰 회사들은 단기매매증권,회사채 출채권이 변

동성 확 요인으로 작용하나,이들 자산의 수익성이 높으므로 RM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설명변수
수익성 변동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단기매매증권
0.3425
(1.15)

1.7868
(1.76)*

0.0109
(0.26)

1.2049
(1.98)*

국공채
특수채

-0.9736
(-1.16)

1.1939
(1.34)

-0.2831
(-2.17)**

-0.4456
(-1.26)

회사채
0.8391
(1.54)

0.5695
(0.96)

-0.0801
(-1.46)

1.7044
(4.75)***

출채권
2.8880
(4.74)***

6.3639
(1.62)

-0.0246
(-0.08)

6.7776
(4.87)***

주식
수익증권

-0.8068
(-2.32)**

2.0258
(1.77)*

0.2071
(1.56)

0.7532
(1.59)

상수항
-24.9242
(-1.69)*

-13.4588
(-2.13)**

2.8305
(0.44)

-1.1408
(-4.62)***

측치수 96 134 110 51

결정계수( ) 0.6173 0.2235 0.4762 0.6560

<표 Ⅳ-9>손해보험 투자 업부문 기여도

주 :1)국공채,특수채,회사채,주식 수익증권 변수는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값임.

2)*,**,***은 각각 유의수 10%,5%,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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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시사

내부모형제도는 RBC표 모형이 반 하지 못하는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 하는 자기자본규제의 보완책이다.첫째,지 여력제도가 EUS1에

서 RBC로 환하는 과정에 있는 국내 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성비 측면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은 <표 Ⅳ-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이에 따르면,① 감독당국이 우선 으로 리리스크와 보험리스크에

해 내부모형을 도입하는 것은 합리 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② 내부모

형 선택에 심이 큰 그룹은 생명보험의 형사와 소형사이며,나머지 그룹

들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서 선택유인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유인의 정도 비 이 가장 높은 리스크

생명보험

형사 체로 높음

리리스크
소형사 체로 높음

외국사 회사별 상이

방카사 회사별 상이

손해보험

형사 회사별 상이

보험리스크
소형사 회사별 상이

외국사 회사별 상이

업사 회사별 상이

<표 IV-10>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성비와 내부모형 선택유인

둘째,보험 업 투자 업 부문 수익의 변동성,RM수 ,지 여력비율

등을 기 으로 보험회사의 RBC내부모형 선택유인을 분석한 결과,① 생명보

험의 경우 변동성 기 에서는 보험 업과 투자 업 모두에서 다수의 보험회

사가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변동성 차이가 크지

않아 표 모형의 조정, 외신용도 등 다른 요인이 선택에 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보험과 투자 업 모두에서 변동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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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 표 모형과 더불어 경 평

가 등 다른 감독수단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손해보험의 경우 변동성 기 에서는 보험 업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가 소수인 반면,투자 업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투자 업에서는 변동성이 큰 회사도 다수

존재하여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감독수단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③ 내부모형 선택유인의 매트릭스는 보험 업과 투자 업의 선택유인이 같

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회사가 체의 50%에 달해 RBC표 모형의 리스크

일부 리스크만을 보험회사 RM으로 체할 수 있게 하는 부분내부모형보

다는 표 모형의 모든 리스크를 RM으로 체할 수 있는 완 내부모형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내부모형 선택유인과 RM수 간에는 정의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

론이 생명보험에서는 뒷받침되고 있으나,손해보험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에 해서는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

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내부모형 선택유인이 높은 회사가 재무

건 성도 높음을 보여 다.이는 재무건 성이 높은 회사들이 내부모형 선택

유인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 인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⑥ 제Ⅳ장의 분석은 수익변동성의 산업평균이 RBC표 모형에서 반 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선택유인을 도출하고 있다.만일,둘

간이 차이가 크다면,선택유인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RBC

표 모형에 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보험회사의 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상품구성과 자산구성을 분석하

다.생명보험의 경우,① 보험 업부문에서는 질병보험의 비 이 증가하면 수

익성을 축소시키고 변동성을 확 시키는 데 기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②

투자 업부문에서는 출채권 비 이 높아지면 수익성과 변동성을 확 시키

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질병보험이나

출채권과 같이 리스크에 미치는 향이 큰 보험종목 자산에 해 철 한

리스크 리가 필요하며,감독당국도 질병보험이나 출채권 등의 리스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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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부모형 승인신청 시에 어떻게 반 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③ 보험 업부문에서는 장기보험의 수익성 변동성 기

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보험에 한 리스크 리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미루어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에 장기보험의 리스크특성이 잘

반 되었는가를 면 히 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④ 투자 업부문의

경우에도 출채권의 수익성 변동성 기여도가 높아 출채권의 리스크특

성이 내부모형에 잘 반 되도록 감독당국의 극 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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