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세계 경제는 EU 및 NAFTA와 같은 경제 블럭의 형성과 UR협상결

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가별로 유지해온 市場構造와 規制를 최대한

同質化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기업에게 국경없는 無限競爭을 허

용하는 經濟環境造成을 목표로 하고 있다. 保險部門에서도 세계각국

은 자국의 보험시장을 開放하고 保險監督法律 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

여 국내 손해보험은 1993년 수출적하보험에 대한 國境間 供給(cross

border supply)허용을 시작으로 보험시장을 漸進的으로 對外에 開放하

고, 보험과 관련한 각종 規制를 緩和하여 세계 보험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과정에 있다.

국내시장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로는 價格自

由化를 들 수 있다. 국내시장의 손해보험 가격제도는 정부 및 감독

당국에 의하여 事前審議가 이루어지는 協定料率制로 운영되어 왔다.

협정요율제도란 2개이상의 보험회사가 당국의 認可를 받아 동일한

요율서에 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요율서는 국내 손해보

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危險分類 構造(tariff structure)와 料率

水準 및 引受基準(underwriting criteria)을 정하고 있다. 각 보험회사

는 이 요율서를 반드시 遵守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自律的 判斷에

依한 引受基準 및 價格決定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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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自由化란 이러한 규제환경이 제거되거나 보다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조치로 협정요율제도가 94년 4월부

터 範圍料率制로 바뀌게 되었으며 96년 4월부터는 自由料率時代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는 새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만들

어 營業形態와 市場構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

에 브로커 및 獨立代理店制度의 導入, 國境間 供給의 擴大, 再保險

自由化, 代替保險市場의 出現 움직임 등 보험가격 자유화 이외의 전

반적인 시장변화로 가격자유화의 영향은 더욱 深化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가격제도의 변화와 병행하여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아울러 영업을 위한 諸

般 下部構造인 판매조직, 지원정보시스템 등을 선진화된 모습으로 再

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보험산업은 가격자유화를 수용함에 있어 市場混亂을 最小化하

고 質的 先進化를 이루어 국내보험기업이 세계기업으로 도약하는 轉

機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本考는 현재의 국내보험시장

을 점검하고 자유요율 체제하에서 발생 가능한 競爭狀況과 問題點

들을 분석함으로써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이 준비해야 할 부분과 對應

方案을 제시코자 한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국내 및 주요국의 料率規制現

況과 價格自由化 推進現況을 살펴보고 아울러 가격자유화시의 국내

손보시장의 잠재적 가격경쟁 촉진요인을 保險原價 側面과 制度的

側面에서 분석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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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험회사가 겪게 될 一般的인 價格競爭 메커니즘과 국내보험시

장의 가격경쟁 상황을 예측하고 보험회사에 미치는 營業危險의 變化

를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새로운 시장환경하에서 정책·감독당

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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