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험회사의 역할은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불리한 사건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를 원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보험 계약자라고 한다. 보험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보험

료를 지불하고,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은 대

개 생명보험 분야와 건강보험을 포함한 비생명보험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건강보험 분야는 종종 별

도의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비생명보험은 또한 손해보험(property-causality insurance)이라 불

리며, 앞으로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생명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며, 보험 계약자의 사망에 따라 그에게 보험

금이 지급된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속되고(1년이 지난 후 갱신될

수 있지만) 사고나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기원전 200년 정도에 고대 그리스에서 생명보험의 한 형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했는데, 개인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일시금을 납입한 다음, 매달 정기적인 수

입을 평생 얻을 수 있었다. 로마에서는 다른 형태의 생명보험이 존재했는데 보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친척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상인들 간에 손해보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했는데, 만약 한 상인의 배가 침몰할 경우 나머지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 보상

을 해 주는 방식이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의 형태이다. 그것은 종업원들의 퇴직 후

그들의 남은 일생 동안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통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매달 규칙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자금은 현재와 미래의 퇴직자들에게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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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위험관리03장  2013.3.13 9:41 AM  페이지45   문형사 704-3065  2400DPI 150LPI



제공하기 위해 투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

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해당 위험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

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다룰 것이다.

3.1 생명보험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보험 계약자가 언

제 사망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명보험 계약 중 보험 사고가 미래 어느 시점

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계약(예를 들면 보험 계약자 사망 시에 l00,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시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종종 life assuran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보험 계약 기간 안에 보험 사고

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예를 들면 보험 계약자의 우연한 죽음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가리켜서는 life insuran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종류

의 생명보험 계약을 life insurance라고 언급하며 이 장에서도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생명보험(대

한민국의 경우에도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생명보험이라고 지칭함-역주)
1)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생명보험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다. 이용 가능한 상품들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는 여

기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상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기생명보험

정기 생명보험(일시적 생명보험이라고도 함)의 경우 미리 정해진 기간만큼 지속된다. 만약 보험 계약

자가 생명보험 계약 기간 내에 죽으면 보험회사는 지정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증서의 액면금액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기간 내에 죽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기간 동안 혹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달 혹은 매년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증서의 액면가액(보험금)은 보통 보험 계약

기간 내내 동일하거나 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납입 보험료의 크기 역시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내내 동일하거나 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 납입 보험료의 크기가 증가하는 정

기 생명보험 계약의 한 형태로는 연 갱신형 정기 생명보험 계약(annual renewable term policy)이 있

다. 연 갱신형 정기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1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자의 건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이만을 고려한 보험료율로 보험 계약을 갱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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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으로 life assurance라고 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 사고는 반드시 미래에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확실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약 다음 10년 안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 역시 life assurance이다. 따라

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때때로 애매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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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람들이 정기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담보 대출(모기지)이다. 예를 들어 25년의

모기지를 가진 35세의 사람은 계약 기간이 25년인(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정기 생명보험의 액면가는 계속 감소하게 된다) 정기 생명보험 구입을 선택할 것이다. 만

일 그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부양가족들은 보험금을 남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신생명보험

종신 생명보험(영구적 생명보험이라고도 함)은 보험 계약자의 전 생애에 걸쳐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

계약자는 죽을 때까지 매달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금액만큼의

보험금이 미리 정해진 수익자에게 지불된다. 정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불확

실성이 존재하지만, 종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에 책정된 보험료의 계속적인 납입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실하다. 유일한 불확실성은 보험금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당연

히 종신 생명보험이 정기 생명보험의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요구한다. 대개 납입 보험료

와 보험 가입 금액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보험 계약자들은 조기에 종신 생명보험 계약을 해약하거나 혹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가 조기에 종신 생명보험 계약을 해약하기 원할 때 투자자가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해약 환급금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을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나서 투자

자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계약자가 죽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 생명보험에서 특정 해의 납입 보험료는 그 해의 정기 생명보험 보험료와 비교될 수 있다. 어

떤 사람이 40세에 100만 달러 종신 생명보험을 구입한다고 하자. 한 해당 보험료는 2만 달러라고

가정한다.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40세 남성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약 0.0024로 이는

그 연령에 해당하는 1년 만기 정기 생명보험의 공정 보험료가 2,400달러임을 암시해 준다. 이것은

첫해의 보험료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17,600달러 초과 보험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41세의 남성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 약 0.0026으로 이는 두 번째 보험 연도의 공정 보험

료가 2,600달러임을 제안한다. 이것은 두 번째 해의 보험료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17,400달러의 초과 보험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나이가 들수록 해당 한 해 동안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시점의 단계에서는 필요한 보험 비용이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보다 커지게 된다. 이 예에서 이것은 30번째 보험 기간에 발생하는데, 이

는 70세 남자의 사망 확률은 0.0275이기 때문이다. (30번째 보험 기간의 공정 보험료는 27,500달

러이며, 이는 보험료로 받은 20,000달러보다 크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보험료

납입 초기에 보험회사는 초과 보험료를 이후에 발생할 보험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투자한다. 그

림 3.1은 종신보험의 저축요소를 보여 준다. 초기에 보험금 지급 위험을 커버할 필요가 없는 보험료

는 보험회사에 의해서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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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법제도들은 생명보험 계약에 대하여 세제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초과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스로 투자한다면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초과 보험료가 보험 계약 내에서 투자될 경우, 세금은 오직 보험 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부과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계약은 세금을 이연시

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유익하다. 세금이 차후에 부과될수록 세금의 현재 가치

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2)

변액생명보험

앞서 설명하였듯이 종신 생명보험 계약이 보험 계약자를 위해 투자되는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험 계약자로 하여금 기금이 어떻게 투자될지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일 것이다. 변액 생명보험은 앞서 언급한 해당 연도의 공정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가 보험 계약

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되는 종신 생명보험 계약의 한 형태이다.

보험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펀드, 채권 펀드 혹은 머니마켓 펀드

중 어느 것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 시 받게 될 최소 보장 사망 보험금이 정해져 있지만, 만

일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보험금은 그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원한다면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은 보험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특정 펀드에서 다른 펀드

로 투자 대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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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연령에 따른연 프리미엄과 연 생명보험비용의 비교그림 3.1

2) 만약 보험 계약자가 일찍 죽으면 투자된 초과 보험료로부터 매우 적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금 수익자는 매우 적은 세금

을 납부할 것이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오랜 기간 생존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현금(보험금) 중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연비용

연프리미엄

연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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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생명보험

유니버설 생명보험 또한 종신 생명보험의 한 형태이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

지 않은 채로 보험료를 미리 정해진 최저 가격까지 내릴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입 보

험료 중 해당 연도의 공정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의해 채권, 모기지, 단기 금융

시장 상품과 같은 수익이 고정된 투자 대상에 투자된다. 보험회사는 이 펀드들에 대하여, 예를 들면

최소 수익률 4%라는 식으로 최소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험 계약자는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

다. 첫 번째 옵션은 사망 시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며, 두 번째 옵션은 실제 투자 수익

률이 최소 보장 수익률보다 더 클 경우 미리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당연

히 보험료는 첫 번째가 더 낮게 책정된다.

변액유니버설생명보험

변액유니버설 생명보험은 변액 생명보험과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특징을 섞은 것이다. 보험 계약자

는 초과 보험료 투자를 위한 많은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일정한 금액의 최소 사

망 보험금을 보증해 주며, 납입 보험료에 대하여 투자 수익률을 적용한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의 효

력을 상실하지 않은 채 특정한 최소 금액까지 줄어들 수 있다.

양로보험

양로보험은 정해진 특정 만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 계약 기간 안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혹

은 보험 계약 만기의 도래, 둘 중 하나의 사건이 먼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일괄 지불한다. 수많은

종류의 양로보험 계약들이 존재한다. 보험 계약자가 계약 기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사망 보험금의 규모와 계약자가 계약 기간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만기 보험금의 규

모를 같게 설계할 수도 있다. 때때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기간 안에 치명적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익배당부양로보험계약(with profit endowment life insurance policy)

은 보험회사들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 보너스는 보

험 계약자들이 보험 계약 기간의 만기를 초과하여 생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누적되므로 보험 계

약자에 대한 지급 보험금의 규모를 증대시킨다. 단위연계양로보험(unit-linked endowment)의 경우

는 만기에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보험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의 성과에 따라 결

정된다. 순수양로보험의 경우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기간의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단체생명보험

단체 생명보험은 하나의 보험증권(보험 계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담보한다. 기업은 종종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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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단체 생명보험 계약은 기여 방식과 비기여 방식으

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기여 방식 하에서는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보험료를 서로 분담하며, 비기여

방식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체 생명보험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한다.

판매 및 관리비가 개인 생명보험에 비해 더 낮아진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흔히 의료검진이 요구되지만 단체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럴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는 단체 생명보험 계약의 대상들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위험을 보유한

사람들과 평균 이하의 위험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 연금계약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은 또한 연금 계약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계약이 보험료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일시적인 큰 금액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연금 계약은 그 반대의 효

과를 가지고 있다. 즉 연금보험은 큰 금액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전형적

인 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목돈을 일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특

정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정액연금

계약은 보험 계약자에게 사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 어떤 경우는 보험 계약자에 의

해 연금 보험료가 일괄 납입된 후 즉시 연금 지급이 시작한다. 대개의 경우는 보험 계약자에 의한

일괄 납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연금 지급은 그 후 몇 년 뒤에 시작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기금을 연금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다. 이러한 방식을 거치연금이라고 한다. 때때로

보험 계약자는 일괄 납입 대신에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로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납입

하기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축적된 기금은 특정한 미래(예를 들면 보험 계약자가 65살이 되었을

때) 종신연금으로 전환이 된다.

변액연금계약

변액연금 계약은 일종의 거치연금 계약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선택한 증권, 채권 또는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에 대한 연간 연금 지급액은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일

반적으로 연금 지급액의 규모는 투자의 성과와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의 금리 수준에 달려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서처럼 세금은 보통 연금 수령 시점에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세금 이연(tax deferral)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보험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투자한 자금이

증가한 것을 누적 가치(accumulated value)라고 한다. 자금이 조기에 인출될 경우 거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연금 계약의 중도 해약 환급금은 축적된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적다. 이것은 보험회사

가 판매 관리비(selling and administration cost)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보험 계약은 때때

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축적된 가치에 대한 인출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축적된 가치의

50 제3장 보험회사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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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 이내 또는 초기 투자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인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보

험 계약자가 연금 개시 시점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령 보험 계약자

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벌금의 부과 없이 축적된 가치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미국의 몇몇 거치연금 계약은 옵션(선택 사항)을 가지고 있다. 종종 연금 계약의 축적된 가치는

S&P 500과 같은 특정한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수익률의 최소 한도 및 최고 한도가 설정된다. 만일

어느 해에 지수 증가가 최소 한도보다 낮을 경우 축적된 가치는 최소 한도 수익률만큼 증가한다. 만

일 주가지수가 최고 한도 수익률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에도 축적된 가치는 최고 한도 수익률만큼

증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P 500 주가지수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가령 최소 한

도 수익률이 2%, 그리고 최고 한도 수익률이 8%라고 하자. 보험 계약자는 축적된 가치가 최소한

매년 2% 수익률로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수 증가가 8% 이상 이루어졌을 때에

는 이러한 급격한 증가분을 포기해야만 한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

사가 투자한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을 받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최소 수익률

한도나 최고 수익률 한도를 매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은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축적된 가치의 감소라는 위험을 택하기는 꺼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간혹 주가지수의

아주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축적된 가치가 매년 증가하는 방식이 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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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터블 생명보험실무 사례 3.1

에퀴터블 생명보험은 영국계 생명보험회사로 1762년에 설립되었으며 전성기에는 150만 명의 보험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었

다. 1950년대에 들어 에퀴터블 생명보험은 연금 상품을 팔았는데 이 상품에는 연금 지급액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

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보증이 있었다[이것은 GAO(Guaranteed Annuity Option)라고 한다]. 이 보증 이자율은 경

쟁으로 인한 압력과 이자율의 상승에 부응해서 점차 상승하였다. 1993년 말쯤 이자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대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보유 계약에 대한 미래의 연금 지급을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만 했다. 그러나 에

퀴터블 생명보험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신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성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결국 2000년 에퀴

터블 생명보험은 새로운 사업을 접어야만 하였다. 2008년 7월 Ann Abraham이 작성한 리포트는 규제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하

였으며 보험 계약자들을 위해서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외에 흥미로운 것은 규제당국이 한때 GAO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이자율 하락 위험에 대한 노출을 헷지하도록 강

력하게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험회사들은 재빠르게 은행과 장기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은행들은 반대로 그들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채권과 같은 상품들을 샀다. 그

런데 이것이 너무나 대규모로 행해진 나머지 채권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영국의 장기 이자율을 급격히 하락시키게 되

었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들이 이자율 하락에 대해 헷지하지 않은 분야에서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 이는 많은 수의 서로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위험에 대하여 헷지하려고 시도한다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시장 가격의 변동 없이 그들의 위험을 기꺼이 떠안아 줄 투자자들이 그 정도로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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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 계약들은 연금 지급액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

율의 최저 수준을 보장했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보증-보험 계약자들에게 제공된 이자율

옵션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간주했으며, 이 옵션의 비용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관련 위험을 헷지하지

도 않았다. 이자율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실무 사례 3.1에 제시된 대로 그중 하나는 파산하였다.

3.3 사망률통계표

사망률 통계표는 생명보험 계약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표 3.1에 보고된 수

치들은 2004년도에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추정한 사망률을 인용한 것이다. 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31세’행을 보자. 두 번째 열은 31세 남성이 다음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0.001367, 즉 0.1367%

임을 보여 준다. 세 번째 열은 남성이 31살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0.97015, 즉 97.015%

임을 보여 준다. 네 번째 열은 31세의 남성은 45.64년의 남은 기대수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가 평균적으로 76.64세까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개 항목도 여성에 대한 유사

한 통계를 보여 준다. 31세의 여성이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은 0.000659, 즉 0.0659%이다. 여성이

31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0.98381(98.381%)이다. 그리고 31세 여성의 남은 기대수명은 50.06년

이다.

전체 표는 이어지는 연도 동안의 사망 확률이 생애 첫 10년 동안 연령의 감소 함수이다가 그 이

후에는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 준다. 여성들에 대한 사망률 통계는 남성들의 사망률 통계보

다 조금 더 유리하다. 만약 남자가 90세까지 살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경우 그 다음 해에 죽을 확

률은 18.2%이다. 전체 표는 이러한 확률이 100세에서는 37.0%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110세에는

60.3%이다. 여성의 경우 해당 확률은 각각 14.1%, 31.6%, 56.6%이다.

표의 몇몇 수치들은 다른 것들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표의 세 번째 열은 남성이 90세까지 생존

할 확률이 0.13988임을 보여 준다. 91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0.11445이다. 90번째와 91번째 생일

사이에 죽을 확률은 따라서 0.13988 � 0.11445 � 0.02543이다. 그러므로 90세까지 도달한 사람

이 그 다음 해 중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은

� 0.1818

이다. 이것은 표의 두 번째 열에 주어진 숫자와 일치한다.

90세 남자가 두 번째 연도에(나이 91세와 92세 사이에) 사망할 확률은 그가 첫 번째 해에 죽지

않을 확률 곱하기 두 번째 해에 죽을 확률이다. 표의 두 번째 열에 있는 숫자에서 이것은

(1 � 0.181789) � 0.199019 � 0.16284

0.02543
0.1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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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망률 통계표 53

남성 여성

1년 이내 1년 이내

연령(연) 사망 확률 생존 확률 기대잔존 수명 사망 확률 생존 확률 기대잔존 수명

0 0.007474 1.00000 74.83 0.006091 1.00000 79.96

1 0.000513 0.99253 74.40 0.000461 0.99391 79.45

2 0.000328 0.99202 73.43 0.000268 0.99345 78.49

3 0.000247 0.99169 72.46 0.000195 0.99318 77.51

      

30 0.001352 0.97146 46.58 0.000621 0.98442 51.05

31 0.001367 0.97015 45.64 0.000659 0.98381 50.08

32 0.001404 0.96882 44.70 0.000705 0.98316 49.11

33 0.001467 0.96746 43.76 0.000761 0.98247 48.14

      

40 0.002420 0.95526 37.28 0.001439 0.97559 41.46

41 0.002629 0.95294 36.36 0.001581 0.97418 40.52

42 0.002863 0.95044 35.46 0.001732 0.97264 39.58

43 0.003127 0.94772 34.56 0.001891 0.97096 38.65

      

50 0.005657 0.92077 28.46 0.003198 0.95449 32.25

51 0.006134 0.91557 27.62 0.003431 0.95144 31.35

52 0.006595 0.90995 26.79 0.003696 0.94818 30.46

53 0.007027 0.90395 25.96 0.003998 0.94467 29.57

      

60 0.011858 0.85045 20.36 0.007445 0.91048 23.53

61 0.012966 0.84037 19.60 0.008187 0.90370 22.71

62 0.014123 0.82947 18.85 0.008959 0.89630 21.89

63 0.015312 0.81776 18.11 0.009747 0.88827 21.08

      

70 0.027533 0.71055 13.27 0.018406 0.81136 15.72

71 0.030131 0.69098 12.64 0.020342 0.79643 15.01

72 0.032978 0.67016 12.01 0.022346 0.78023 14.31

73 0.036086 0.64806 11.41 0.024382 0.76279 13.62

      

80 0.068836 0.45747 7.62 0.047769 0.60405 9.22

81 0.075724 0.42598 7.15 0.053190 0.57520 8.65

82 0.083466 0.39372 6.70 0.059279 0.54460 8.11

83 0.092144 0.36086 6.26 0.066080 0.51232 7.59

      

90 0.181789 0.13988 3.80 0.140793 0.25660 4.60

91 0.199019 0.11445 3.54 0.155906 0.22047 4.28

92 0.217396 0.09167 3.29 0.172147 0.18610 3.97

93 0.236906 0.07174 3.06 0.189496 0.15406 3.70

사망률통계표 (자료 : 미국사회보장국, www.ssa.gov/OACT/STATS/table4c6.html)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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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세 번째 해(나이 92세와 93세 사이) 내에 죽을 확률은

(1 � 0.181789) � (1 � 0.199019) � 0.217396 � 0.14247

이다.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표의 두 번째 열을 가지고 네 번째 열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예제3.1

모든 만기들에 대한 금리는 4%이며 보험료는 1년에 한 차례 연초에 지불된다고 가정하자. 90

세 된 평균 건강을 지닌 남자에 대해 10만 달러의 정기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손익

분기 보험료는 얼마가 되겠는가? 정기보험이 1년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상 보험금은 0.181789

� 100,000, 즉 18,179달러이다. 보험금 지급은 1년의 절반이 지났을 때 발생한다고(이것은

대략 평균적으로 사실이다) 가정하자. 보험료는 18,179달러를 4%로 6개월 동안 할인한 값이

된다. 반년 복리를 가정하면 보험료는 18,179/1.02, 즉 17,822달러가 된다.

다음으로 정기 생명보험이 2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는 첫해에 예상되는

지급 보험금의 현재 가치는 전과 동일하게 17,822달러이다. 보험 계약자가 두 번째 해에 사망

할 확률은 (1 � 0.181789) � 0.199019 � 0.16284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해에 예상되는 지

급 보험금은 0.16284 � 100,000, 즉 16,284달러이다. 만약 이것이 18개월째에 발생한다면,

지급 보험금의 현재 가치는 16,284/1.023
, 즉 15,345달러이다. 전체적인 지급 보험금의 현재

가치는 17,822 � 15,345, 즉 33,167달러가 된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을 고려해 보자. 우리들은 초회 보험료의 납입은 확실하다. 두 번째

해의 시작에 2회 보험료가 지급될 확률은 그 사람이 첫해 동안에 죽지 않을 확률이다. 이것은

1 � 0.181789 � 0.818211이다. 연간 보험료가 X달러일 때 보험료 지불의 현재 가치는

X � � 1.786439X

이다. 손익분기점 연납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 기대치의 현재 가치와 지급 보험금의 기대치에

대한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X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X 값은

1.786439X � 33,167

즉 X � 18.566이 된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 보험료는 18,566달러이다.

0.818211 � X
(1.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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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수위험과사망위험

장수 위험은 의학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장수의 증가는 대부

분의 연금 계약들(연금이 보다 더 오랫동안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의 수익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들(사망보험금의 지급 시점이 미뤄지기 때문에 또는 정기 생명보험의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의 수익성은 개선시킨다. 기대수명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l929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보다 대략 20년 더 높게 추정된다. 평균 기대수명은 국가마다 다르다.

사망 위험은 전쟁, 에이즈, 또는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예상 수명보다 일찍 사망

할 위험이다. 이것은 대부분 유형의 생명보험 계약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

치지만(왜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보험 금액이 더 일찍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 연금 계약들(예상

한 기간보다 더 짧게 연금이 지불되기 때문)의 수익성은 증가시킨다고 한다. 사망 위험의 영향을 계

산함에 있어서 특정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생명보험회사가 연금 사업에서 직면하는 장수 위험과 사망 위험은 보통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직

면하게 되는 위험들과 어느 정도 상쇄관계에 있다. 보험 계리사는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들에 대해 보험회사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장수 위험은 재보험 계약과 장수 파생상품으로 헷지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장수 파생상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재보험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논

의하도록 하겠다.

장수파생상품

장수 파생상품은 개인이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

는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상품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거래

되었던 생존자 채권으로 알려진 장수 채권이다. 먼저 모집단을 정의한 다음 어느 특정 시점에서 채권

의 이자 지급액은 전체 모집단 중 당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장수 파

생상품은 보험회사나 연금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헷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력

적이다. 하지만 누가 그런 채권을 판매할 것인가? 일부 투기적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매력적으로 느

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채권은 체계적 위험(1.3절 참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채권의 이자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 수익률과는 상관관계가 거

의 없기 때문이다.

3.5 재산-재해보험(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재산보험과 재해보험으로 다시 나뉜다. 재산보험은 재산의 손상이나 손실(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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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범죄로 인한 손실, 수해, 기타 등) 등으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한다. 재해보험은 법률적 배

상책임(예를 들면 제3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한다. 재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때때로 두 가지 형태의 보험들이

하나의 보험 계약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산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 의무뿐만 아니라 재산의 손상과 도난과 같

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유사하게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

으로 개인이 소유한 차량의 도난이나 손상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손해 보상 청구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갱신되는데, 보험사는 기대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수년 앞서서 책정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수많은 종류의 서로 상이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

업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분산된다. 일부의 위험들은‘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250,000명의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도난과 화재로 인한 손상을 보호해 주는 보험

을 판매했다면 예상되는 보험금 지출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이 거

의 독립적인 사건들을 대량으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발생 손실의 수와 평균 손실 금액에

있어서 어떤 추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꾸준히 동향을 확인하여 거기 맞춰서 매년

프리미엄을 변동시켜야 한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령 2005년 여름 미국의 카트리나와 2007년 1월 보퍼트 풍력 등급

상 12등급에 달했던 북서 유럽 태풍의 대가는 매우 컸다. 이러한 것들을 대재해 위험(catastrophic

risk)이라고 한다. 대재해 위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별 보험 계약자들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1년 동안에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

실에 대한 수많은 보험금 청구를 처리해야 하거나 또는 그해 동안에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한 보험금 청구가 하나도 없거나 둘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대형 보험업자들은 재해의 발생 가

능성을 예측하고 그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지리, 지진대와 기상학적인 정보들을

기초로 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결정되지만 그렇다

고 해서 대재해 위험의‘전부 또는 제로’의 성격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책임 보험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 어렵고 해마다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석면으

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에게 막대한 비용

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 보험은 흔히 알려져 있는 롱테일 리스크(long-tail risk)의 특징을

보인다. 즉 롱테일 리스크란 보험 기간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보험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석면의 경우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피해자가 석면에 노출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보험금 청구

는 수년 전에 유효했던 보험 계약에 해당되는 사안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 계리사와 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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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들은 각 회계연도 말에 바로 장부를 마감할 수 없으며 손익을 계

산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보험금 청구

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비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재산-재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의 특징은 보험사의 관점에서 보험금 청구 빈도와 손실(보험금)

의 규모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청구 빈도와 낮은 손실 규모(도난 피해에 대한 청

구 등)의 청구에 대한 연간 총 비용은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 반면에 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실 규

모가 매우 큰 보험금 청구(대재해 위험과 책임 보험으로 인한 청구 등)의 연간 총 비용은 미리 예측

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재해채권

금융 파생상품 시장은 대재해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수많은 상품들을 만들어 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재해 채권(CAT bond)이 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상 이자율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한다. 대재해 채권 보유자들은 고금리를 받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대재해 위험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 대재해 채권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이자나 원금

(또는 둘 다)이 보험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발생 시 7,000만 달러의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중 4,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험회사는 총 원

금이 3,000만 달러인 대재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보험회사

가 4,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 채권 보유자들은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 혹은 다른 대안으로, 보험회사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동일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 보유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은 없고 오직 이자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각각 4,000만∼5,000만 달러, 5,000만∼6,000만 달러,

6,000만∼7,000만 달러의 손실을 각각 담보하는 3개의 별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재해 채권 보유자들은 고수익을 달성할 확률은 높은 반면, 큰 손실을 경험할 확률은 낮다.

왜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품에 관심을 갖는가? 그 대답은 대재해 채권의 수익률은 앞서서 살펴본

장수 채권들과 같이 시장 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대재해 채

권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시키고자 하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들

의 총 위험은 거대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완전히 분산되어 사라질 수 있다. 만약 대재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다면(실제로도 높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률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3.5  재산-재해보험(손해보험) 57

3) R. H. Litzenberger, D. R. Beaglehole, and C. E. Reynolds,“Assessing Catastrophe Reinsurance-Linked Securities as a

New Asset Class,”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Winter 1996: 76–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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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비율

보험회사는 여러 다른 종류의 보험들의 손해율(loss ratio)을 산출한다. 손해율이란 1년 동안의 경과

보험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범위에 있다. A. M.

Best에 의해 작성된 통계는 미국에서 손해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보

험회사의 사업 비율(expense ratio)은 1년 동안의 경과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지출 비율이다. 이러한

비용 지출의 주요한 두 원인은 손해사정 비용과 신계약 체결 비용이다. 손해사정 비용은 보상액 청

구의 유효성과 보험 계약자가 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다. 신계약 체결 비용은 브로

커들에게 지불된 수수료와 사업의 취득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미국의 지출 비율은 일반

적으로 25∼30%이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합산 비율(combined ratio)은 손해율과 비용 비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특정 해의 특정 분야 보험

증권 손해율이 75%이고 비용 비율이 30%인 경우는 가정해 보자. 합산 비율은 105%가 된다. 가끔

적은 액수의 배당금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된다. 이 배당금이 프리미엄의 1%라고 가정하자. 이

배당금까지 고려할 때의 합산 비율을 배당 후 합산 비율이라고 한다. 이 예에서 이 배당 후 합산 비율

은 106%이다.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 계약으로부터 세전으로 6% 손실을 보았음을 의미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보험 계약자들에 의해 납입되며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연중 혹은 연말 이후에 이루어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한 이자 소득을 거두게 된다. 이 보험료에 대한 재투자

소득을 고려했을 때 비율은 106 � 9 � 97%가 된다. 이것이 종합 경영률(operating ratio)이라고 한

다. 표 3.2는 이 예를 요약하고 있다.

3.6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를 포함한다. 건강보험은 가끔 완전히 별도의 보험 분야로 간

주되기도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관리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건

강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건강보험을 중요시 여긴다. 미국인의 약 16%

58 제3장 보험회사와 연금

손해율 75%

사업 비율 30%

합산 비율 105%

배당 1%

배당 후 합산 비율 106%

투자 수익 (9%)

종합 경영률 97%

재산-재해보험회사의종합경영률계산예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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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보험이 없다. 캐나다는 그와 정반대이다. 거의 모든 건강 관리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으며 의

사들은 사적인 진료가 금지되어 있다. 캐나다 건강보험의 주된 역할은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약

처방 비용과 치과 치료를 감당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공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한다. 가령 영국은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과 함께 민간 의료보험을 구입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의 커다란 장점은 일상적인 선택적 수술에 대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보험들처럼 보험 계약자는 규칙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정 사건들이 발생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의료보험에서의 예로는 보험 계약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는

올릴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을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흥미롭다. 자동차 보

험 계약자가 예상 보험금이 늘어날 운전 기록을 보유하거나 자동차를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

다면 자동차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고, 실제로도 대체로 증가한다. 한편 생명보험 계약자가 건강상

의 문제로 인해 오래 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생명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보험사의 미래 보험금 지급 위험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명보

험과 비슷하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가 인

상되는 것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다.

물론 보험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인수하게 될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하도록 하며, 과거

의 병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신체검사도 요구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운전 기록을

조사한다. 만일 조사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보험 계약은 거절될 수 있다. 건강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를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는 수가 있다. 가령 미국 보험

회사는 작년에 진단된 질병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 질

병을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다.

건강보험은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단체 건강보험으로도 종종 제공된다. 이러한 보험은 대체로 종업

원과 종업원의 가족들도 보장한다. 보통 과거의 병력을 이유로 종업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

으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나누어서 분담한다. 보험 가입 금액의 범위는 보험에 따라 다르

다. 미국에서는 보통 정기검진, 신체검사, 잦은 질병, 흔한 수술이나 입원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수

요를 보장해 준다. 임신 비용은 보장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형 수술은 대체로 보장되지

않는다.

3.7 도덕적해이와역선택

이제 우리는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두 가지 위험 요소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7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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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의 존재가 보험 계약자의 행동을 보험이 없을 때와는 다르게 만들 가능성이다.

도덕적 해이는 위험과 보험회사의 지급 비용을 증가시킨다. 도덕적 해이의 예로는

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

계약의 체결 결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잠그는 일을 소홀히 한다.

2. 개인이 의료보험을 계약한다. 보험 계약의 체결 결과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보다 더 많은

치료를 받는다.

3. 정부가 지원하는 예금 보험을 가입한 은행은 예금자를 잃을 확률이 줄어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것은 2.3절에서 언급되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전통적으로 손해보험과 건

강보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왔다. 보통 공제(deductible)가 이에

해당된다. 공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보험 계약은 공동 보험 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다음 보험회사는 발생 손실

중 공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비율(100%보다 적은)만큼 지급한다. 게다가 거의 항

상 보험 책임 한도(지불 한도)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보험회사의 이익과 보다

더 긴밀히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선택

역선택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지 못할 경우 모두에게 같은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높은 위험을 가

진 고객들이 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다. 자동차 보험회사가 안전

한 운전사와 불안전한 운전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보험료를 제안한다면 불안전한 운전자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건강한 사람과 허약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생명보험료를 제

공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역선택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에게 공인된 의사에게 신체검사

를 받도록 요구한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운전자의 과거 운전 기록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운전사의 위험(사고 횟

수, 속도위반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그것을 반영하여 매년 보험료를 변경한다.

역선택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사망률 통계표가 예상하는 시점보다 먼저 죽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사망률 통계표보다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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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보험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또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손실의 발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두 번째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첫 번째 보험회

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책임지는 것에 동의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재보험이 없었

을 경우 보다 많은 양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재보험 계약의 상대로는 다른 보험회

사 또는 부유한 개인들, 스위스리 또는 워런 버핏 소유의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재보험 전

문 회사들이다.

재보험 계약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띤다. 한 보험회사가 플로리다 주의 허리케인에 대하여 1억

달러의 손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신의 손해 규모를 5,000만 달러로 한정시키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한 가지 방법은 보험회사의 손실 중 50%를 보장하는 비례 분담 재보험 계약을 매년 체

결하는 것이다. (재보험회사는 아마 보험료의 50%를 받을 것이다.) 만약 어느 해에 헤리케인으로

총 7,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0.5 � 7,000만인 3,500만 달러를 부담하고 나

머지 3,500만 달러는 재보험회사가 부담할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초과 손실 계층별로 각각 일련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데, 이 방법은 보험료가 보다 저렴하다. 첫 번째 초과 손실 단계에 대한 재보험은 5,000만 달러와

6,000만 달러 사이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하고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재보험은 6,000만 달러

와 7,000만 달러 사이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식이다. 이때 각 재보험 계약을 가리켜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고 한다.

3.9 자본요구량

생명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각자가 취급하는 위험과

미래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

표 3.3은 생명보험회사의 약식 재무제표이다. 생명보험회사의 투자는 대부분 회사채에 이루어진다. 이

때 보험회사는 자산의 만기와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금리 위험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나 보유

자산 중 회사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해당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대변에 해당되는 부채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책임준비금(이 경우에는 총 자산의 80%)는 보험 계리사들이 보수적으

로 추정한 보험금 지불액에 대한 추정치이다. 그 추정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일찍 죽

는 경우나 연금보험 계약자들이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 과소 평가되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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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0% 자기 자본은 당초 납입 자본과 이익 잉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실에 대한 완충 역할

을 한다. 실제 지불액이 손실 설정보다 자산의 5% 정도 더 크다면 자기자본은 줄어들 것이지만 회

사는 살아남을 것이다.

손해보험회사

표 3.4는 손해보험회사의 약식 재무제표를 보여 준다. 표 3.3과 표 3.4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표 3.4의 자기자본금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종류의 보험회사가 떠안는 위험의 차이를 반

영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손실 지급 예상 금액은 생명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예상하기가 어렵다. 누

가 어느 시점에 마이애미로 허리케인이 들이닥칠 것인지, 또는 내년에 석면 같은 문제 때문에 얼마

나 많은 배상 책임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을까? 부채 항목 중 미경과 보험료는 수령한

보험료 중 미래 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만일 어느 보험 계약자가 6월 30일에 주택 보

험료로 2,500달러를 지불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는 1,250달러만을 벌어들인 것이다. 표 3.4의

투자 항목은 표 3.3의 투자 항목보다 유동성이 높고 만기가 짧은 채권들로 이루어져 있다.

3.10 보험회사가직면한위험

보험회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위험 요소는 보험 계약 준비금이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험 계리사들이 보수적으로 추정치를 계산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그들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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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및 순자산

투자 90 책임준비금 80

기타 자산 10 후순위 장기 채무 10

자기자본 10

총계 100 총계 100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요약표 3.3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투자 90 보험 계약 준비금 45

기타 자산 10 미경과 보험료 15

후순위 장기 채무 10

자기자본 30

총계 100 총계 100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요약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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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과와 관련해서도 위험에 노출되는데, 보험회사 대부분의 투자가 회사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회사채의 채무 불이행이 평균보다 높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

사의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투

자와 관련된 유동성 위험을 모니터해야 한다.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채권(예를 들면 사모에서 구

입하는 사채)은 활발히 거래되는 공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보험금 지급 청구

를 충족하기 위해 긴급히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다. 보험회사들은 은행이나 재보험회사들과 거래를

하는데, 이때 보험회사들은 신용 위험에 노출된다. 보험회사는 은행들처럼 운영 위험과 경영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규제당국들은 보험회사가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구 자본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경제적 자본을 계산하

기 위한 자신들만의 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이것이 바로 보험회사들의 자본요구량 내부 추정치이다

(제21장 참조).

3.11 규제

미국과 유럽은 각각 보험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1945년 McCarran-Ferguson 법령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들은 연방법보다는 주의 법을 따라 규제된

다. (반면 은행들은 대조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한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영업하는

큰 보험회사들의 경우 50개의 각기 다른 규제기관을 상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때때로 연방정부에서

규제기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들이 있었다.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주 규제기

관에게 몇 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을 제공한다. 이것은 주 규

제기관들로 하여금 손해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보험회사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보험회사들은 매년 상세한 재무제표를 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주 규제기관은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자본요구량은 NAIC가 결정한 RBC 표준(risk-based capital standard)에 근

거하여 결정된다. 자본요구량의 수준은 보험 계약 준비금이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을 커버하기에 불충분할 위험, 거래하는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투자 수익이 예상치보다 낮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해서 결정된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보증협회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 불능 사태(손해배상 청구 시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에 빠질 경우에도 보호받는다. 보험회사가 특정 주 내에서 영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

당 주의 보증협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특정 주에서 어떤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시 해당 주에서 영

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보험회사들은 각각 자신들이 해당 주에서 거둬들이는 수입 보험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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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주 보증기금에 일정량을 납부해야 한다. 그 보증기금은 파산한 보험회사의 소규모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소규모 보험 계약자의 정의는 주마다 다르다.) 보험회사

가 매년 보증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보증기금이 손해보상 청구

를 위해 준비되기까지 보험 계약자가 오래 기다려야 함을 뜻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이 길기 때

문에 파산한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들은 보통 다른 보험회사들에게 인계된다. 그러나 계약자에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보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보험회사들을 위한 보증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과는 다르다. 은행의 경우 자국예금에 대해

은행이 지불하는 보험료로부터 영구기금이 조성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그러한 영구기금이 존재하

지 않는다. 보험회사들은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분담금을 내게 된다. 예외적으로 뉴욕 주

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영구기금이 있다.

유럽

유럽 보험회사들는 유럽연합에 의하여 규제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유럽 전역의 보험회사들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체계는 1970년대 이래 존재

해 왔는데, 이를 Solvency I이라 부른다. 이 규제체계는 네덜란드의 Campagne 교수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 적립금의 4%에 해당하는 자

본만을 가지고도 생존 확률이 95%가 된다. Solvency I은 투자 위험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많은 국가들은 Solvency 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안을 각기 발전시켰다. 유럽연합은 Solvency II를 구축하고 있는데, Solvency II는 Solvency I보

다 좀 더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여 자본요구량을 산출한다. Solvency I과 Solvency II 둘 다 제11장

에서 더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3.12 퇴직연금적립제도

종업원들을 위한 연금 제도는 회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종업원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종업원과 고용주가 분담하여 마련한다. 종업원이 은퇴할 때 그는

나머지 일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연금기금은 규칙적인 납부로부터 일생 동안 지급될 연

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생명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몇몇 상품과 유사하다. 퇴

직연금 적립 제도에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확정급부형 연금은 종업원의 퇴직 시기에 퇴직연금 적립 제도에 의해 확정된 연금 급여를 보장받

는다. 일반적으로 연금 급여는 종업원의 근속 연수와 봉급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가령 1년 동안 지

급되는 연금이 종업원의 퇴직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연봉 곱하기 종업원의 근속 연수의 2%와 동일

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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