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金 融 環 境 의 變 化 와 生 命 保 險 價 格 自 由 化

1 . 金融環境의 變化

가. 政府의 金融産業 規制

金融産業은 政府의 介入이 가장 많은 분야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 정도 및 범위는 상이하며, 그것은 각국 금융산업의 歷史

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일머니의 유럽유입은 유로시장을 확대하였고

이는 다시 유럽 각국의 금융시장을 자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

은 현재 金利, 商品開發, 行政規制 등에 있어서 自由化가 가장 진전된 지역이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부족한 金融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위

하여 국가가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정부

가 금융산업에 積極的으로 介入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금융산업 자율화의 근원

은 무엇인가? 나아가 他金融機關의 自由化와 保險産業 自由化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金融去來는 현재와 미래의 相異한 時點間의 資源配分이기 때문에 情報의 不

完全性·非對稱性이 불가피하다. 直接金融市場에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의

신용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알 뿐이다. 이러

한 현상은 資金剩餘者와 資金不足者 간에 원활한 자금이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은 금융중개기관이 중간에 개입하는 間接金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금자

는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에게 대출하는지, 차입자를 정확히 심사하는지, 차입자

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情報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金融機

關 經營者의 道德的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금융기관 활동에 介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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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政府介入의 根據로서는 市場失敗의 可能性과 더불어 금융

시스템의 安定性 確保를 들 수 있다.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금융산업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信用秩序를 유지하기 위

한 시장개입이다. 안정적 화폐제도와 금융시장의 편익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향

수되므로 일종의 公共財的 性格을 지닌다. 한 金融機關의 倒産은 금융시장의

信賴度를 損傷시키고 타금융기관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어 결국 經濟活動을 低

下시키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즉, 신용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 이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

서는 企業活動을 促進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한다. 개발

도상국들은 대부분 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자원을 직접 조달하고 金利規制 등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유인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보험사업의 고유특성에서 비

롯되는 규제도 있다. 保險事業은 公共性을 띠고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營爲

하는 特殊한 事業이다. 保險事業이 인간의 경제생활에 따라다니는 각종의 위험

을 보험단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分散하고, 그 구성원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보

험료를 자금으로 축적하여 이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金融制度(financial instruments) 가운데

독특한 機能을 하고 있다6). 이에 따라 보험사업은 어떠한 사업에서보다도 공공

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社會性·公共性이 강조되고 보험사업자는 株式

6) Kenneth Black,Jr ., Harold D. Skipper,Jr ., Lif e Insurance, 11 ed., 1987, p .7 참조. 특히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으로서 저축성과 보장성을 지니고 있어 생명보험사업자는 자본

시장에서 투자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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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 또는 相互會社로서 비록 私企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準公企業

(quasi-public corporation)으로 다루고 있다7) .

보험사업은 人保險事業에 있어서는 100억원 이상, 損害保險事業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가진 株式會社 또는 相互會社로서 財經院

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를 영위할 수 있다(保險業法 第5條, 第6條). 즉 보험사업

은 그 성질상 시장의 進入이나 退出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

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準公企業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事業이

다.

보험감독의 방법은 公示主義, 準據主義 및 實質的 監督主義 등으로 나누이나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實質的 監督主義에 따라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

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8). 英國에서는 보험사업의 자율규제로 정부의 통제는

거의 없었으나 몇몇 중요한 보험회사의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보험감독이 강화

되었음은 주목할 일이다9) .

우리나라에서 보험감독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實質

的 監督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의 資格을 制限하고(第

5條 第2項, 第6條) 또한 보험사업의 許可(保險業法 第5條)를 비롯하여 보험사업

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財經院長官의 監督을 받도록 하고, 보험사업자의 업

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保險監督院의 檢査(保險業法 第14條)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 형태는 競爭制限 規制와 業務運營 規制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경쟁제한 규제는 다시 신규참여 제한과 업계내 경쟁제한으로 나눌

7) 44 C.J.S. Insurance, 1993, p .208. 梁承圭, 保險法, 1992, 56면.
8) Kraus, a.a.O., S.22f., 梁承圭, 앞의 책, 4 1면 이하 참조.
9)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3d., 1993, p .18f.참조.
10) 井口富夫, 現代保險業の産業組織, NTT出版, pp 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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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新規參與 制限은 금융기관 수의 증가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개별 금융기관의 經營狀態를 惡化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

러나 이는 잠재적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독과점을 발생시켜 결국에는 資

金配分의 效率性 및 公正性을 沮害하게 된다. 業界內 競爭制限 方法에는 점포

신설, 신상품 개발, 가격(금리, 보험료 등)의 인허가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행동

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계내 경쟁제한은 신규참여 제한과 마찬가지

로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비효율적 기관을 구제하는 셈이

되어 社會的 損失을 야기한다.

업무운영 규제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융기

관이 보유할 수 있는 資産과 그 保有比率을 制限하는 것이다. 은행의 국제결제

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든지 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 ; 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s)11) 혹은 위

험보유한도 설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제한은 파산가능성

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預金保險制度나 保險保證基金의 존재로 인하여 금융기

관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moral risk)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보험사업에 대하여 政府가 監督權을 행사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는 공정한

보험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保險業法은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즉 保險事業의 許可(第5

11) 현재 미국에서 보험회사의 위험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각 위험별 등급계

수를 산출하여 법정 최저 자본금을 유지토록 규제하고 있는 제도

C1 Risk : 자산가치의 감소 위험

C2 Risk : 보험료를 부적절하게 책정할 위험

C3 Risk : 금리변동 위험

C4 Risk : 일반적인 경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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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 第1項), 保險約款을 비롯한 基礎書類의 認可(第5條 第3項 第3號), 基礎書類의

變更認可(第7條), 보험사업자의 兼營制限(第9條, 第10條), 보험사업자의 공동행위

를 위한 相互協定의 認可(第17條) 및 財産利用에 대한 制限(第19條), 責任準備金

의 積立(第98條), 保險募集에 관한 規制(第144條 以下), 保險紛爭의 調整(第197

條의2 以下), 保險料率의 檢證(第198條의2) 등의 규정은 모두가 保險事業의 公

正한 去來를 도모하고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할 것

이다. 그리고 商法 第663條는 원칙적으로 保險篇의 規定을 당사자의 특약으로

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법을 相

對的 强行規定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꾀하고 있다12).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산업에도 規制緩和와 自由化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정

부는 과거와는 달리 最小限의 規制와 事後的 監督을 통해 각 금융기관들의 자

율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가격규제, 점포증설규제, 자산운용규제, 금융

기관 인사권에 관한 규제 등 금융사업 전반에 깊숙히 개입하던 각종 규제들이

撤廢되고 가격자유화, 점포의 자율설치, 자율운용자산의 신설, 인사자율권 부여

등 自律性이 한층 强化되고 있다. 이는 일련의 금융환경 변화와 그에 대응한

금융자유화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金融環境 變化와 金融自由化

世界 金融市場은 自由化의 길을 급속히 걷고 있다. 최근의 국제적 금융자유

화 조치에는 金利自由化와 資本自由化를 들 수 있다.

美國에서는 聯邦準備制度의 權限强化, 金利自由化와 經濟原理 導入을 主目

的으로 하는 金融制度改革法(Depository Institution Deregulation & Monetary

12) 梁承圭, 앞의 책, 56면 참조.

- 8 -



Control Act)이 제정된 1980년 이후 금리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였

으며, 1986년 3월에 저축예금에 대한 金利上限規制(Regulation Q)를 撤廢함으로

써 금리자유화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규제 철폐에는 화폐시장증서

(MMC ; Money Market Certificate)13) ,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14) , Super NOW계정15) 등 금리규제를 회피하는 각종 신

상품 개발이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선진국중 금융시장 규제가 가장 강했던 日本도 1989년 대출금리를 자

유화한데 이어 1994년까지 예금금리도 完全自由化하였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미 자유금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

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자유화에는 금리자유화 외에도 외환거래 규제 폐지, 외국투자가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등 資本自由化가 있다16) .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은 1990년 7월

에 발효된 자본이동자유화 지침에 의해 타회원국에 개인의 구좌를 개설 할 수

있게 되었고 短期資本의 移動에 대한 規制도 撤廢하였다. 또한 단일 면허주의

에 따라 EU회원국에 영업거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은

별도의 허가없이도 타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에 대

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미국시장에서 자금을

13) 단기재정증권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6개월물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증서

14) 금리상한 및 만기규제를 받지 않고 3회 이하의 수표발행을 포함해 월 6회의 계정

이체가 가능한 자유금리부 예금계정

15)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결합함으로써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자지급

이 허용되는 형태가 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계정이며, 이를 수정하여

금리제한 규제를 철폐한 것이 Super NOW계정임.
16) 조정구,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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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86년부터 외국

회사들도 특정 조건하에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1990년에는 우량 기관투자가에 대한 사모증권의 등록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미

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표Ⅱ-1> 主要國의 金利自由化

국 가 금리자유화 내역

미 국

- 1970년, 거액CD의 금리자유화 이후 1970년대에 걸쳐

MMMF(71), NOW계정(72), CMA(77), MMC(78) 등 단기시장

성상품이 도입됨

- 1980-86년에 걸쳐 금리자유화(86.3월 요구불예금 이외의 모

든 예금금리 자유화 완료)

영 국
- 1970.10, 어음교환소가맹은행간의 금리협정 폐지

- 1975.2, 1만파운드 이하 예금의 금리상한규제 폐지

독 일 - 1967, 금리자유화

프랑스
- 1986.5,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자유화

- 1990.1, 1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자유화

일 본

- 1979.5, CD판매개시

- MMC 창설(85.3), 거액정기예금 창설(85.10), 소액MMC 창설

(89.6) 이후 최저발행한도를 지속적으로 인하

- 1991-93년, 정기예금의 단계적 자유화

- 1994.10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자료 : 신한종합연구소 역, 세계의 금융자유화, 1993 참조 작성.

주 1. 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 예금증서

2.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구좌

3. MMC(Money Market Certificate) : TB(미 재무증권) 금리기준 정기예금

4.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 : 증권사 개방형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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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함께 海外에서의 資金調達이 自由化

되는 한편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정부규제를 통

해서 資金을 임의로 配分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通商摩擦, 競

爭力 弱化, 金融市場 歪曲의 副作用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

는 금융산업을 재편성하고 民間自律의 風土를 造成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

는 정책을 최근 서둘러 왔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금리자유화, 보험

가격자유화 등의 자유화 부문이다.

다. 우리나라의 金利自由化

우리나라는 1970년대말까지 輸出主導의 經濟政策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정책

금융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金融費用 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공금

리를 비롯한 각종 金利를 規制하였다. 즉 금융시장의 내재적 위험인 시장실패

및 신용질서 확립의 목적 이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에서 흔히 취하게 되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金利規制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정책금융의 과다, 시중금리와 공금리와의 괴리, 각 금리간 연계성

저하 등 金融構造의 歪曲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세계 각국의 금융자유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일부 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금리자

유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金利上昇 억제를 위한 窓口指導를 실시함으로써 실질

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7).

17) 80년대 초부터 시장실세금리 조건의 기업어음(1981년), 양도성예금증서(1984년)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인 CMA(Cash Management Account) 및 가계금

전신탁(1985년), BMF(Bond Management Fund) 및 기업금전신탁(1987년)을 도입하였

다. 은행대출금리의 밴드제 도입 및 밴드폭 확대, 콜 금리 자유화, 무보증 회사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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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對內的으로는 金融市場機能을 提高하여 금융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

구하고, 對外的으로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과 우루

과이라운드의 금융서비스협상에 따른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金利自由化를 다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정부는 실물경제여건, 금융시장상황 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4단계에 걸친 점진적 금리자유화 계획을 1991년 8월에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第1段階 自由化(1991년 11월)로는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 필요성이 크고 규제

의 실효성이 적은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일부 단기 여·수신금리 및 3년이

상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하였다. 第2段階 自由化(1993년 11월)는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여신금리를 자유화하고, 수신의 경우 은

행경영수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 상승압력등을 고려하고 수신의 장

기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2년 이상(적금 등은 3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를 자

유화하였다. 第3段階 自由化(1994년 7월∼1996년)는 금리자유화의 사실상 완료

단계로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단기수신상

행금리 자유화(이상 1984년), 최우량기업 발행 CP매입 금리의 상한 철폐(1985년), 회

사채, 금융채 및 CD의 발행금리(이상 1986년)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

들의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창구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규제를

지속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8년 12월에도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에 힘입어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때 취해진 금리자유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 및 제2 금융권의 모든 대

출금리(단, 재정지원이 포함된 자금은 제외),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신용금고는 1년

이상)와 단기 거액수신금리 및 실적배당 상품금리, 금융채 및 회사채발행 금리가 자

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시행후 또다시 금리가 상승하고 노사분규 및 수

출부진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1989년 하반기부터 창구지도를 실시

했고, 은행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1989년 11월)토록 하였으며, 제2금융권의

단기금리를 인하(1990년 6월)토록 함으로써 금리자유화는 실질적으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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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금리를 「장기·거액→단기·소액」순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으로

서, 1994년 7월 1차 금리자유화 이후 4차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第4段

階 自由化(1997년 이후)는 금융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여 국제수준에 이르고

경제여건도 성숙단계에 진입하며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시장금리수준도 국제수

준에 이르게 될 경우 상황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하에 1995년 11월에 3단계 금리자유화가

완료됨으로써 금융기관 총수신고의 약 83%, 은행수신고의 약 65%, 총여신고의

약 95% 이상의 금리가 자유화된 상태이다. 즉 현재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등 요

구불예금의 수신금리와 농수축산자금 등의 政策金融을 除外한 대부분의 여·수

신 금리가 自由化된 셈이다.

<표Ⅱ-2> 段階別 受信金利自由化 比重

(단위 : %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94) 3단계(95.7) 3단계(95.11) 잔 여

전체수신 52.7 17.6 7.6 1.9 3.4 16.8

누 계 - 70.3 77.9 79.8 83.2 100.0

은행수신 17.8 24.8 12.3 2.8 7.0 35.3

누 계 - 42.6 54.9 57.7 64.7 100.0

<표Ⅱ-3> 殘餘 規制金利(1996년 7월 현재)

수 신 여 신

-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 예치기간 3개월미만의 자유저축

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 농·수·축산자금

- 수출산업 설비금융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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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자유화와 더불어 단기시장성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의 최저발행금액 인하와 만기축소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금리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표Ⅱ-4> 短期市場性 商品의 自由化 推移

상 품 취급기관
만 기 최저금액(만원)

'95.7이전 ' 95.7 '95.7이전 ' 95.7 '95.11

C D

거액상업어음

거액무역어음

거 액 R P

거 액 C P

중 개 어 음

표 지 어 음

은 행

은 행

은행, 투금

은행, 증권

투 · 종금

투 금

은 행

투 · 종금

상호 금고

60∼270일

60일 이상

60∼180일

60일∼1년

60∼270일

60∼180일

60∼180일

1∼180일

60∼180일

30∼270일

30일 이상

30∼180일

30일∼1년

30∼270일

30∼180일

30∼180일

1∼180일

30∼180일

3,000

3,000

3,000

3,000

3,000

5,000

2,000

500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500

500

주 : CD, 거액상업어음, 거액무역어음, 거액RP, 거액CP의 수신금리는 1단계(1991.11)

에서 자유화

이러한 금리자유화에 의해 은행의 수신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

계 및 기업의 金利敏感度가 높아지고 금융기관간 受信競爭이 深化되면서 금리

가 자유화된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의 경우 금리가 자유화된

CD, RP,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등이 總受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말

6.2%에서 1995년 5월 7.7%로 확대되었다. 비통화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전신탁

등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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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금리상품의 한시판매, 예금액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경품이 딸린 상

품개발 등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서비스 중심의 비가격경쟁에서 高金利 中心

의 價格競爭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리자유화가 장기예수금으로부터

단기예수금으로의 순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기간이 장기화되

었다. 제1·2금융권 수신에서 장기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년말 61.9%에서

95년 5월말에는 70.5%로 상승하였다.

<표Ⅱ-5> 金利自由化 推進計劃 및 經過

구 분 계 획 자 유 화 내 용
실시

시기

1단계

(9 1.하

- 92)

수

신

CD, 거액RP 등

단기시장성 수

신상품

- 은행권 : CD, 거액RP, 거액상업어음 및 거

액무역어음 일반매출, 3년만기 정기예금 등

- 제2금융권 : CP, 3년이상 예금 등(신용금고

는 2년)

'9 1.11.2 1

시행여

신

당좌대출, 상업

어음할인 등

단기여신

- 은행권 :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연체대출

이자

- 제2금융권 : 상업어음할인(신탁, 신용금고,
보험), 투금사의 기업어음할인 및 무역어음

할인 등

채

권
2년이상 회사채 - 2년이상 회사채

2단계

(93년)

수

신

2년이상 정기예

금 및 3년이상

정기적금 등

- 은행권 : 2년이상 정기예금, 3년이상 적금

등

- 제2금융권 : 2년이상 예금, 3년이상 적금 등

(신용금고는 1년이상 예금 및 2년이상 적금

등)
'93.11.1
시행

여

신

제1·2금융권

여신(재정 및

한은지원대상

대출 제외)

-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

(재정 및 한은지원대상 대출 제외)

채

권

2년미만회사채 ,
2년이상 금융채

- 2년미만 회사채

- 금융채 및 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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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자 유 화 내 용
실시

시기

3단계

(94-96)

수

신

단기시장성상품

자유화폭 확대

(94-95년), 요구

불예금을 제외

한 2년미만 수

신(96년)

- CD, CP, RP의 최단만기 단축

- 은행표지어음발행 허용

'94.7.18

시행

- 1년이상 2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94.12.1

시행

- 6개월이상 1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 단기시장성상품 자유화폭 추가 확대

(최단만기 추가 단축, 최저발행금액 인하)

'95.7.24
시행

- 6개월미만 정기예금

- 1년미만 적금

-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발행한도 추가

인하

' 95 .11.20
시행

여

신

한은자금지원대

상정책자금대출

(94-95년)

- 한은 총액한도 대출 관련 자금 금리를 우대

금리범위내에서 자유화

'94.12.1

시행

- 한은총액한도 대출 관련 자금 금리폭 변경

(우대금리이내 → 우대금리+가산금리)
'95.7.24
시행

- 한은총액한도 대출 관련 상업어음의 범위

확대

- 제조업으로 국한된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비

제조업까지 확대적용

' 95 .11.20
시행

4단계

(96년

이후)

수

신

전단계 미완료

단기수신 및 요

구불예금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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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의 資本自由化

금리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것이 資本自由化이다. 과거 자본이동을 제약했던 것은 금리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국내 금리가 외국 금리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海外에서 貸出을 받거나, 해외에서 증권발행 혹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증

권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국내 금리규제가 실효성을 얻

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資本流入 規制는 기업의 잠재적 자금원을 제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

율성을 발생시킴으로써 市場中心의 金融構造로의 改革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외환

및 자본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1985년에는 「外貨證券發行規程」, 「上

場法人의 海外證券 發行 및 管理에 관한 規程」이 제정되어 국내상장기업이 국

제시장에서 轉換社債(CB ; Convertible Bond), 新株引受權附社債(BW ; Bonds

with Warrants), 株式預託證書(DR ; Depository Receipt)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1992년에는 약 62억 달러, 1993년 약 97억

달러, 1994년에는 약 151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국내에 도입되어 그 규모가 급

신장하고 있다18). 1994년도의 해외자금조달 규모는 원화로 환산하여 약 12조원

(1994년 연평균 환율 1$=803.62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년도 생명보

험 총대출금의 43%에 달하는 규모이다.

1995년 1월에는 「外換制度改革 計劃」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기업의 외화

증권 발행, 대출, 차관, 현지금융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외국인에 의한 국내 증

18) 권재중,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5, pp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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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자도 자유화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19).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

OECD의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資本去來에 障碍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

므로 자본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가. 金利自由化와 生命保險 價格自由化의 關係

금리자유화와 자본자유화는 長期的으로 金利의 下落, 金利變動性의 增加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실세금리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會社債 流

通收益率은 장기적으로 下落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리자유화로 금리의 가

격기능이 회복되면서 자금의 초과수요에 의한 만성적인 고금리현상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적인 資本市場 開放으로 국제적인 자

금의 이동이 자유로와지면 추가적인 金利下落도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시중금리는 1.6∼8.2%20)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아직 차이가 크다. 따라서

資本市場의 開放과 더불어 금리차에 의한 국내로의 資本流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콜금리, CD유통수익율, 통안증권 유통수익율, 회사채 유통수익율 등 시

장금리 지표들간에 상관성이 커져, 각 수익율간의 상관계수가 금리자유화 이전

인 1989∼91년간에 0.65∼0.87 이었던 것이 1992∼94년간에는 0.82∼0.96으로 상

승하였다. 그리고 定期預金金利와 會社債流通收益率의 경우 그 격차가 1991년

19) 권재중,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5, pp91∼93.
20) '95년 5월 현재 주요국의 프라임레이트 : 일본 1.63%, 미국 8.25 %, 독일 4.5 %, 영국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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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0.7∼2.7%로 축소되어 預貸金利와 市場金利

간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연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 1). 이는

은행권이 실질금리 변동에 맞춰 정기예금 금리를 변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리자유화 이후 시장금리의 단기적 변동성은 다소 확대되어 금융기관

들의 金利危險을 增大시키고 있다. 이는 시장참가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

음을 의미하며 金利豫測力의 重要性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生命保險産業은 保障機能과 더불어 다수의 자금잉여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金融仲介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타금융권과의 경

쟁이 불가피하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절반가량이 대출금으로 운용되므로

금리와 무관할 수 없다.

<표Ⅱ-6> 生命保險 資産運用對象 比重

(단위 : 억원, %)

구 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부동산 기타자산 총자산

금 액

(비 중)

113,220

(15.1)

202,071

(26.9)

337,483

(44.9)

55,510

(7.4)

42,710

(5.7)

750,994

(100)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1996. 11

최근 與信金利自由化에 따라 대기업 등 우량대출업체들은 저금리의 은행이

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低金利 貸出을 활용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대출처가

중소기업 위주로 변모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출자금 회

수위험이 높아져 資産運用收益率의 變動性도 增加할 것이다. 자산운용수익율은

보험수리적으로 볼 때 예정이율 설정 및 배당금의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2 1) 한국은행, 한은정보, 1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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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보험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타금융권의 금리수준을 예의주시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그림Ⅱ-1> 市中金利와 生命保險會社의 運用資産 收益率

1980년대 후반 14∼18%였던 市中金利(會社債 流通收益率)가 1992년 이후 점

차 下落하여 1995년에는 11%대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라 시중금리의 下向安

定化 경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거시경제 변수들을

예측하고 있는 WEFA에서는 1997년∼2000년까지 우리나라 국채 수익율이

12.0%∼12.6%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2). 이것은 80년대 중반 보다

2∼6%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保險會社의 資産運用收益率도 점차

22) WEFA, Asia Economic Outlook, 1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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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주식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큰 투자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현재와 같은 체계하에서는 배당 뿐 아니라 이차역마진의 위험도 간

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金利自由化는 곧 금융기관간 특히 저축기관간 격심한 가격경쟁을 의미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보장함에 따라 타금융권 상품과의 차별성

은 있지만, 貯蓄性保險이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타금융권

의 수신금리 자유화와 무관할 수 없다. 먼저 생명보험상품이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價格競爭力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가격도 자유화되어야 한다. 이미

위에서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규제금리 상품으로부터 자유화금리 상품으로의 資

金移動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金融商品 比較能力이 향상되고 있

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Ⅱ-7>에서 전체 금융권의 資金保有比率을 보면, 1991년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권(은행신탁 제외)과 보험권의 자금보유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非通貨機關

의 자금보유비율은 伸張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自由化 比率이 높은 비통

화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보험분야의 점유율 감

소현상은 금리자유화의 영향 이외에도 短期貯蓄性商品의 판매를 줄이고, 經營

效率 및 財務構造의 充實을 도모할 수 있는 中長期商品으로의 판매전환에 기인

한다. 따라서 상대적인 점유율 감소는 무리한 외형경쟁이 아닌 회사체질에 맞

는 상품의 다양화로 가격자유화 진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에도

財務健全性의 確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力 强化 및 契約者保護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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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7> 金融機關別 預金의 占有率 現況

(단위 :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6

통화기관

비통화기관

생명보험

51.3

48.7

12.1

49.2

50.8

12.5

47.4

52.6

12.5

43.6

56.4

12.9

41.4

58.6

13.1

38.5

61.5

13.8

34.5

65.5

13.4

30.8

69.2

12.5

29.2

70.8

11.7

27.8

72.2

11.7

26.1

73.9

11.8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96. 11

한편 각 금융기관별로 漸進的인 自由化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보험

상품중 特殊商品의 경우 부리이율이 1년만기 定期預金利率에 連動되어 있는 경

우가 있다. 그 예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 2%) 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

율×125%)로 부리되는 상품을 들 수 있다. 이 때 정기예금이율은 수신고 상위

5개 은행의 이율을 산술평균한 것이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자유

화되어 있어 각 銀行의 價格戰略에 의해 보험상품의 부리이율이 변동할 가능성

이 있다. 정기예금 이율이 규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심하지 않을 뿐 아

니라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금리를 사용하였으므로 보험회사들도 은행금리를 안

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은행들이 獨自的인 金利設定 戰略을

채택할 수 있어 長期安定的 金利를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와 함께 보험업계 독자의 예정이율 체계와 부리이율 체

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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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價格自由化의 推進效果

가격자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自由競爭原理의 實質的 效果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가격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많은 利益을 示顯했다 하더라도 타보험

회사와 同一한 配當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보험가격의 자유화는 가격에 관한

각 보험회사의 자율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험료의 인하, 계약자배당률의 인

상 등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이는 곧 契約者의 利益을 增進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둘째, 創意的, 戰略的, 責任經營의 風土를 造成한다. 과거 우리나라 보험업계

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채널, 자산운용, 가격경쟁면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經營戰略은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보험

회사의 過當競爭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金融産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창의적·전략적 책임경영을 저해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國際競爭이 활발한 작금에는 産業體質을 허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보험가격의 자유화는 각 보험회사가 형편에 맞

는 고유의 경영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經營技法 및 保險技術의 發展을 誘導한다. 가격자유화의 요체는 보험

회사의 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실적은 언더라이

팅, 투자, 경영효율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각 보험회사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

기 위하여 경영기법 및 보험기술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격

경쟁에 뒤쳐지게 되고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消

費者들의 價格敏感度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에 뒤떨어질 경우

과거에 비해 쇠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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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험가격자유화는 보험산업 경영체질의 劃期的 改善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副作用도 간과할 수 없다. 부작용으

로 우려되는 것은 지나친 保險料 引下競爭과 配當競爭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가격이 자유화될 경우 販賣量 增加를 위해서 보험료 인하경쟁과 배당경쟁이 나

타나게 된다. 보험료 인하경쟁이 장래의 보험금지급에 부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消費者利益을 增大시키고 경쟁력있는 회사가 시장에

서 평가받는 것이므로 경쟁의 원리에 합당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不充分한 價

格設定은 막대한 營業損失과 財務不健全性을 초래한다.

미국 A.M. BEST사가 1976년∼1991년간 倒産한 생명보험회사를 분석한 결

과, 不適切한 料率設定이나 剩餘金 不足이 도산의 가장 큰 原因으로 나타났다.

전체 290개(원인 확인 회사 207개)의 도산회사중 47개사가 요율설정이나 잉여

금 부족으로 도산하였으며, 이는 도산회사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過度한 價格引下 競爭은 止揚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Ⅱ-8>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經營破綻 主要 要因(1976∼1991)

경영파탄 원인 회사 수 구성비율(%)
부적절한 보험가격/잉여금 부족 47 22.7
급속한 성장 41 19.8
자회사 문제 40 19.3
자산의 과대평가 37 17.9
사기행위 16 7.7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15 7.2
재보험 실패 5 2.4
기타 6 2.9
계(원인 확인된 건수) 207 100
원인 불명 건수 83

자료 : A.M. Best Company, Best 's Insolvency Study Life/Health Insurers, 197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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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保險 價格自由化는 타금융권의 금리자유화 일정, 외국 보험사업자와의

경쟁,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保險料算出基礎와 配

當自由化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6년도 현재에는 1단계와

2단계의 자유화가 시행되어 契約者配當 側面에서는 死差配當, 保險料算出基礎

側面에서는 예정사업비중 維持費 比率이 자유화된 상태이다. 1997년 4월부터는

利差配當과 豫定危險率이 자유화될 계획이다. 그리고 費差配當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率의 自由化는 1998년 이후에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시기를 확정하

지 않고 있다.

<표Ⅱ-9>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일정

대상

제1단계

(1994.4)

제2단계

(1995.4)

제3단계

(1997.4)

제4단계

(1998 이후)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이차배당 비차배당

보험료 예정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자료 :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 심의위원회 확정방안, 1993. 12.20

1996년까지 自由化된 部門에 대한 效果를 살펴보면, 먼저 예정유지비의 경우

자유화를 전후로 하여 예정유지비 비율 수준을 平面的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전에는 예정유지비의 慢性的인 維持費差損으로 인해 하한

선을 규제함으로써 비차손을 최소화 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예정유지

비를 최소로 부가하여 타사 상품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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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예정유지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保險加入金額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가 내려지지 않아 사망급부금이 아닌 특정급부(예:암사망급부)를 보험가입금액

으로 하여 사업비가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生命保險商品管理規程에 보

험가입금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全體

保險料를 基準으로 예정유지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상품포트폴리오의 차이

가 감안되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을 槪括

的으로 고찰해 보면, <표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후 사망보험을 제외한 종목에서 오히려 豫定維持費率이 多少 上昇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향상되는 등

모집효율성이 증대하고 재무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정유지비 引下競爭을 自

制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을 명확히 정의23)함에 따라 예정

유지비 부과수준이 상향 조정된 요인도 작용하였다.

23)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정(1993. 7)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이 판매단위별로 계산되

고, 회사별로 상이하였으나, 제정후 회사별, 상품별로 통일되었음.

상품별 예시를 변경전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장내용 변경전 변경후

교육

보험

보험가입금액
생존급여금 총액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 1,000 3/ 1,000×2=6/ 1,000

연금

보험

보험가입금액 연금연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은 연금연액의 10배)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 1,000 3/ 1,000×2=6/ 1,000

제정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대해 4/ 1,000를 적용하였으나, 제정후 보험가입금

액의 3/ 1,000을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실제로는

제정전 기준으로 6/ 1,000을 사용한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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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0> 豫定維持費 比率 推移(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

연 도
보 험 종 목

합계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0

2.8

3.3

2.9

2.8

2.8

2.7

2.7

3.3

3.6

11.7

11.0

8.6

8.7

9.2

8.8

8.1

7.7

7.9

7.9

2.4

1.9

1.7

2.0

1.9

1.8

1.7

2.6

2.8

2.0

1.4

1.2

1.0

1.0

0.8

0.9

0.9

1.1

1.1

1.0

2.7

2.2

2.2

2.3

2.2

2.2

2.3

2.7

3.2

3.2

한편 死差配當率에 관해서 보면, 과거에는 사차배당율을 일정범위내(예: 경

험사망율의 20∼30%)로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사

차배당율 最高限度를 適用함으로써 사차배당 범위율 실시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실질적으로는 均等配當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차배당율

의 完全自由化가 시행된 1995년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에 따라

회사간 사차배당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95년도에는

사차배당율의 차이가 벌어져 사차배당율이 0%∼30%까지 多樣한 樣相을 보이

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財務構造가 堅實한 會社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을 하는 반면, 赤字를 보이는 회사들은 배당규모가 적거나 심지어는 사차배당

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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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회사의 언더라이팅 실적에 의거하여 사차배당율이 결정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配當準備金의 적립이 充實한 회사들중 일

부 회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들은 1994년 이후 동일한 사차배당율을 적용하

고 있다. 기존사(동아제외)들은 사차배당율의 자유화이후 1994년에 經驗死亡率

의 25%, 1995년에 25%, 1996년에 20%를 사차배당율로 결정하여 배당율에 차이

가 없다.

配當率 決定에는 實積 뿐만 아니라 將來의 收支推移, 經營政策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실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들이 배당경

쟁에 消極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행동양식이 향후 이차배당

자유화나 보험요율 자유화시에도 지속된다면 재무건전성이 허약한 회사들의 經

營難을 加重시킬 뿐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자유화의 肯定的 效果를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Ⅱ-11> 會社別 死差配當率 推移

(단위 : % )

구 분
사 차 배 당 율

19963) 19952) 1994 1) 1993 1992 1991

기존 6개사

내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20

5

5

5

5

25

15

15

15

15

25

25

25

25

25

23

23

23

23

23

22

22

22

22

22

37

30

30

30

30

주 : 1) 1994년 배당율 : 영풍 30 %, 코오롱 20 %

2) 1995년 배당율 : 동아 15 %, 영풍 30 %, 네덜란드 및 프랑스 0%

3) 1996년 배당율 : 동아 5%, 한일 15 %, 영풍 20 %, 프랑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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