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損 害 保險 價 格自 由 化 現況

1. 價格自由化 推進 現況

가 . 國內 市 場 의 價格 自 由 化 現況

국내 손해보험의 價格規制制度는 84년「損害保險料率의 檢證에

關한 規程( 84.9.5)」이 제정되기까지 당국의 엄격한 事前認可制度

(prior approval)로 운영되었다. 86년에는 손해보험 價格自律化의 一

環으로 「海上保險料率算定指針( 86.12)」이 制定되어 선박보험과 수

출적하보험의 요율을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전 보험회사가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

율제가 계속 유지되었다.

89년에는 「損害保險 料率調整指針( 89.10.5)」이 제정되어 수출적

하 및 선박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종목에 대하여 요율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으로 요율규제는 事前認可制 성격이

강한 申告後 使用(file & use)방식으로 운영되었다.

94년에는 앞의 세 規程 및 指針이 모두 廢止되고 「損害保險 料

率管理規定( 94.2.15)」이 제정되었으며 수출적하, 선박보험이 다시 申

告後 使用制에 編入되었다. 이 규정은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施行

日程과 範圍料率 및 自由料率 運營方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일차적으로 94년부터 범위요율이 2년간 시행되었고 96

년 4월부터 자유요율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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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段 階 別 自由 化 日 程

년도 범위요율 자유요율

'94

1단계종목 :기업성 특종

보험, 선박, 운송, 장기

보험(예정사업비), 자동차

보험(할인할증, 특별 할증)

'95

2단계 종목 1단계에서

제외된모든 가계성 특종

보험,자동차(개별적용율)

'96

3단계 종목 : 장기보험

(예정위험율,이자율)

,자동차 (기본보험료)

1단계 범위요율종목

(장기보험제외)

'97
2단계 범위 요율종목 및

장기보험의 예정위험율

'98

3단계 범위 요율종목 및

장기보험의 예정사업

비율, 예정이자율

자료:「손해보험 제3단계 가격자유화 발표(( 96.3.23)」, 재정경제원

이 일정에 따라 범위요율은 94년 1단계 종목에 이어 95년에는 2

단계 종목에 대해서 시행되어 대부분의 손해보험 종목에 대해서 개

발원에서 산출한 標準保險料를 기준으로 ±5 %∼±15%의 범위 내에

서 보험사업자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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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一 般 損害 保 險 種 目 의 範 圍 料 率 運 營 現 況

± 5 % 종목 ±10 % 종목 ±15% 종목

화재

해외여행상해

학생안전상해

국내여행상해

적하

보통상해

건강생활상해

올림픽상해

기타상해

개인동산종합

가정생활종합

주택상공종합

신원보증

교육훈련보증

공통신원보증

크레디트보증

가계수표보증

소득보상

여행자수표

가정종합

유아교육종합

교육기관종합

빌딩종합

학생실습종합

골프

한우리종합

기타종합

주 : 96년 4월 현재 자유요율 대상종목은 제외하였음.

96년 4월에는 가격자유화 2단계의 조치인 自由料率이 시행되었다.

자유요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ⅰ. 보험개발원은 매년 전체보험회사의 최근 5개년 실적을 토

대로 보험종목별 標準料率과 一定 範圍幅 을 산출하여

이를 재정경제원에 申告한 후 보험회사에 自由料率로 提

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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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회사는 이 標準料率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기회사의

실적을 이용하여 修正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다. 다만 標準料率을 修正하는 경우에는 修正內容을 보

험감독원에 使用後 報告토록 한다.

ⅲ. 標準料率의 修正이 가능한 종목은 大數의 法則을 상당히

充足시킬 수 있는 일부종목(6개종목 18개 위험단위)에 한

하여 허용한다.

ⅳ. 보험종목별 범위폭은 義務保險의 경우 계약자보호를 위하

여 ±15 %로 限定하고 任意保險은 경쟁력 촉진 및 탄력적

요율적용을 위하여 ±30%로 한다.

ⅳ. 동질 위험에 대한 不當한 差別을 防止하기 위해서 보험회

사는「保險種目別 料率適用基準」을 운영토록 하고 보험

감독원은 이를 指導한다.

<표 2-3> 保 險種 目 別 自 由料 率 範 圍 幅

종목 범위폭 종목 범위폭

선박

운송

영업배상

도로운송

근재

기계

조립

±30 %

±30

±30

±30

±30

±30

±30

도난

동산종합

건설공사

가스사고

선주(유도선)

체육시설

±30 %

±30

±30

±15

±15

±15

- 7 -



자유요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위폭이 ±5%∼±15 %에서 ±15 %∼±30 % 수준으로 확대되

는 것은 요율적용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재량권이 대폭 신장었음을

의미한다. 범위폭이 ±30 %인 경우에는 최저요율과 최고요율의 차이

가 1:1.86 으로 상당한 요율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범위폭의

채택은 보험사간 요율경쟁을 촉진하고 완전자유요율체제에 대비한

경험축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범위폭 설정방법에 있어서는 범위요율의 경우 종목별 손해율

특성을 반영한 반면 자유요율에서는 보험종목의 加入强制性 與否에

의하여 차등 범위폭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범위폭의 차등적용은 强

制性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약자간 過多한 價格差等을 止揚하고 안정

적인 요율적용이 이루어지도록 配慮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범위요율하에서는 범위폭을 벗어난 요율사용을 금지하였던

반면 금번 자유요율은 범위폭을 벗어나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

험회사가 자사의 실적에 의하여 요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修正

料率에 대한 審議節次도 報告水準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표준요율을

수정할 수 있는 대상종목의 선정기준은 統計的 信賴度에 입각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사고건수가 발생하는 종목으로 한정하여 보험요율

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였다.

넷째, 요율적용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토록 보험회사의 자체

적인 요율적용기준인「保險種目別 料率適用基準」을 운영토록 정하

고 있다. 이 기준은 범위폭 내에서의 자율적인 요율적용이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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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약자간에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토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에 報告할 필요없이 단순한 事後的인 指

導次元에서 운영된다고 볼 때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 主要國의 價格 規制 現況

1) 美國1)

미국의 보험요율은 1869년「Paul vs Virginia Ins. case」判決에 의하

여 各 州의 보험법에 의해 규제 받도록 되었으나 1944년 美聯邦大法

院의「South Eastern Underwriter Association case」判決로 聯邦法의 規

制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美下院에서는「McCarran-Ferguson Act

」를 제정하여 州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聯邦 獨占禁止法

(federal antitrust law)의 적용을 排除토록 하게 된다.

미국의 각 주는 각기 다른 요율규제 법규와 제도를 두고 있다. 美

國保險監督官會議(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주별 요율규제의 統一性을 기하기 위하여 모델법을 제정하

여 州別 保險法의 根幹이 되도록 하고 있다. NAIC의 모델법은 주의

회가 보험법을 입안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으며 주보험법이 모델법을

채택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모델법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요율

제도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1) NAIC, "Rate Regulation/Mode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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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NAIC는 특종 및 보증보험을 위한 모델법과 화재 및 해상

보험을 위한 모델법을 채택하였다. 이 모델법은 事前認可制를 채택

하고 있으며 認可申請後 보험감독관이 15일 以內에 不可措置를 취하

지 않는 경우 承認된 것으로 看做되어 보험회사가 개정된 요율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963년에는 앞의 두 모델법을 하나로 통합하여「The Consolidated

Casualty, Surety, Fire, Marine, and Inland Marine Regulatory Bill」을

만들게 되며 이 모델법은 1989년까지 변경없이 존속하게 된다.

1980년초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요율이 보험자간 경쟁을 저

해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The Property and Liability Model

Alternative Competitive Pricing and Appropriate Support System Act」가

채택되었으며, 이 모델법은「使用後 申告/競爭(Use and File/Competit-

ive)」요율체제를 채용하게 된다. 이 모델법에서는 시장이 充分히

競爭的이라면 요율은 過多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요

율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競爭이 減少되거나 獨占市場을 形成시킨다

면 그 요율은 不適正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요율에

대한 감독기관의 역할은「料率認可」에서 「競爭水準의 監督」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9년에는「The Consolidated Casualty, Surety, Fire, Marine, and

Inland Marine Regulatory Bill」을 수정하여, 요율산출기관이 勸告料率

대신 向後損害原價(prospective loss cost)를 신고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事前申告하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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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The Property and Liability Model Alternative

Competitive Pricing and Appropriate Support System Act」와「The

Alternative Model Worker s Compensation Competitive Rating Act」를

하나로 통합하여「Property/Casualty Model Rating Law」를 제정하였

다. 이 모델법은 모든 손해보험에 대해서「申告後 使用/競爭(File &

Use/ Competitive)料率制度」를 적용하고 있다.

< 요율규제 모델법의 변화과정 >

사전인가 → 사용후 신고/경쟁 → 신고후 사용/경쟁

(pr ior approva l) (use & f i le/ compet it ive ) (f i le & use/ compet it ive )

현재 NAIC는 事前認可制度와 競爭料率體系 중 어느 制度가 적절

한 보험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

다. 미국의 各 州에서는 상기의 모델법중 자기 州의 영업환경에 적

절한 모델법을 채택하여 固有의 料率規制 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미

국의 各 州에서 채택하고 있는 料率規制方法은 다음과 같다.

ⅰ. 州政府 制定(state made rate)

ⅱ. 嚴格한 事前認可 (strict prior approval)

ⅲ. 緩和된 事前認可 (prior approval with express deemer)2)

2) 이 방법은 요율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

아야 하며 일정한 대기기간(waiting period)만료일 이전에 명시적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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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申告後 使用(file and use)

ⅴ. 使用後 申告 (use and file)

ⅵ. 事後 報告(rate filing only)

ⅶ. 범위요율 (flex-rating)3)

ⅷ. 申告不要 (no filing)

요율에 대한 규제가 강한 ⅰ.∼ⅳ. 의 경우에도 州全體의 單一料

率이 아닌 會社別 申告制를 채택하거나 요율적용시 修正(deviation)을

허용하고 있어 가격경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요율규제방법은 緩和된 事前認可 (prior approval

with express deemer)와 申告後 使用(file and use)4)이다.

미국의 보험 감독기관은 회사별 요율을 규제하기 위해서 料率申告

處理와 관련한 行政業務에 상당한 人員을 配定하고 있다. 料率規制

가 강한 New York 州와 요율규제가 거의 없는 Illinois 州의 경우

<표 2-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職務別 人員配定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미국 New York 州에서 주로 공공성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사용하는 제

도로 일정 범위폭(flex-band)내의 요율조정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한다.

이 범위폭은 회사별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 이 경우 요율은 효력발생일 당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감독

기관의 명시적 반대표시가 없는 한 자동 승인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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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美 國 州 保 險 廳 의 職 務 別 常 勤 雇 傭 職員 數 5)

주 변호사
보험요율

증권분석
재무분석

시장활동

분석업무

소비자관

련업무
기타 계

New York 39 115(82) 220 22 58 229 804

California 44 83(83) 95 30 98 406 836

Illinois 7 8(15) 73 14 22 162 301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생명보험부문의 직원임.

2. 상기 인원은 1990년 기준임.

미국의 損害保險 料率은 1960년대 후반 이후 競爭料率體系로 이행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賠償責任保險의 保險危

機로 인해서 제기되었던 보험에 대한 불신과 「McCarran Ferguson

Act」의 개정, California 州의 「proposition 103조」와 같은 消費者

保護法規의 制定 등의 영향으로 規制가 점차 强化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6).

최근의 NAIC의 감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UR 협상,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출범에도 불구하고 料率監督部

分의 완화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에

대한 監督을 위하여 IRIS(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5) NAIC, Insurance Department Resource Report, 1990의 자료를 이재복(1996)

에서 재인용.
6) Barclay, D. Lee, "Rate Regulation for Solvenc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11, No. 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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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Financial Analysis and Surveillance and Tracking System),

RBC(Risk Base Capital)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의 보험감독 당국은 요율 및 양식(rates & forms)의 申告受理節次에

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전산시스템(SERFF: Systems for Electronic

Rates and Forms Filing)을 도입하고 州別 監督官間의 畵像會議(video

conference)를 준비하는 등 情報環境의 變化에 따른 監督業務의 效率

化에 주력하고 있다.7)

2) EC

EC의 경우 1994년 7월 1일부터 發效된 損害保險 第3指針(third

nonlife insurance directive)8)은 보험상품 및 요율에 대하여 事前的 監

督을 금하고 있으며 제도화되지 않은(non-systematic) 감독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간 자유화수준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으나 同 指針의 발효로 EC 각국에서는 保險監督法 및 商品

價格制度를 개정하는 등 급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9) 경우 보험요율 및 상품에 대한 규제가 매우 완화된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보험요율 및 상품에 대해서

公示主義 監督을 채택해 왔으며 화재보험협회(Fire Office Committee)

의 會員間 協定料率(FOC tariff)은 197 1년부터 1985년까지 단계적으로

7) Klein, W. Robert, "Insurance Regulation in Transi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2, No. 3, 1995.
8) EC third nonlife directive 92/49/EEC, Chapter 3, Article 29 참조.
9) 보험감독원, 「주요국의 보험감독제도와 검사방법」, 1995.12, pp. 76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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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기되었다. 각 보험회사는 요율을 個別的으로 산출 적용하고

있으나 대형 보험회사의 요율이 基準役割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성보험의 경우(자동차보험 등) 전체적으로 요율수준이 비슷하나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별로 요율 및 상품이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C지침으로 기존의 보험감독법이 크게 완화되어 보

험가격, 상품 및 인수기준(underwriting criteria)에 큰 변화를 맞이하

게 되었다. 1994년 7월 제정된 보험감독법에서는 사업방법서의 제출

및 변경시 승인 요구조항이 삭제되어10) 보험회사의 新商品開發 및

料率決定이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된 것이다.

10) 구 독일감독법 Ⅱ. 보험사업의 면허 §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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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5> EC 第3指針에 依한 獨逸 自動車保險 料率規制 變化

EC 제3지침 이전 EC 제3지침 이후

- 보험회사별 요율에 대한 사전

인가 필요

- 순보험료는 HU K - V erban d가

산출한 요율준수

- 사업비는 각사의 실적 사용

- 가격 cart el은 불인정

- 보험약관은 감독당국의 인가

필요

- 감독당국은 약관을 통일시킬

수 있는 권한 있음

- 회사요율의 신청 및 인가절차

가 폐지됨

- HUK - Verb and의 순보험료

준수의무 없음 (권고요율제로

전환)

- 요율구분요소의 자율적 조정

가능

- 영업보험요율은 법령에서 규

정한 양식과 절차에 의하되

제출의무는 없음

- 약관의 경우 자배책보험을 제

외하고 사전인가 및 제출의무

폐지 (자배책보험은 즉시 사용

가능한 사전제출제)

- 약관의 통일성은 사라지고 최

저한도의 담보내용만 법규화

이와 아울러 자유화를 補完할 수 있는 監督側面의 장치도 마련되

었다. 예를 들면 연방보험감독청(BAV)은 본지점에 대한 定期的 監督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감사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거나 또는 소비자

에게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顯著한 경우에는 新契約뿐 아니라 旣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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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감독은 상품 및 가격에 대한 事前的 監督의 緩和에 따른

事後的 監督이 强化되었음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경우, EC지침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보험감독법에서 감독

기관에 의한 요율심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책임보험의 경

우 보험요율의 구조, 계산방법 및 사용통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이 이루어져 보험가격 및 상품제도가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왔으나11)

1996년에는 EC 제3지침을 반영하여 요율 및 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

폭 완화될 예정이다.

<표 2-6> EC 第 3指 針 에 依 한 스위 스 自 動 車保 險 料 率 規制 變 化

EC 제3지침 이전 EC 제3지침 이후

-배상책임보험은 요율뿐 아니

라 모든 약관규정이 모든회사

가 동일

-보험회사변경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으며 회사간 경쟁도

다소 제한적임

-위험분류 요율수준 면책금액

등 제반 요율구조가 동일

-요율은 전국통계를 사용

-1996년초 단일요율제 폐지예

정

-일부대형사에서 요율수준을

결정하고 후발 보험회사는 그

수준을 준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당분간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공략 시장에 따라 점차 가격

차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됨

11) 스위스 보험감독법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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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지역의 요율제도는 EC 제3지침의 시행완료 기한인 1997년 이

후에는 완전자유요율제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日本

일본의 가격자유화는 93년 4월 美·日包括經濟協議의 제2바스켓

(규제완화 및 경쟁력)중 保險分野 協商에서 미국측의 상품 및 요율

의 자유화 및 탄력화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12)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정부는 보험업법과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하게 된다. 「新保險業法」13)과 이에 따라 제정된 「損害保

險料率算出團體에 關한 法律」은 일본 손해보험 요율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손해보험요율은 算定會料率과 業法認可料率로 구분된다. 산

정회 요율에는 範圍料率14), 特別料率 및 特定料率이 있다. 範圍料率

은 가격자유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부분으로, 요율산출단체가 산출한

화재보험, 상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며, 보험회사는 대장성이

정한 범위내에서 신고없이 해당종목의 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特別料率은 요율산출의 기초가 되는 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範圍料率 以外의 保險料率을 대장대신의 認可를 받아 사용할

12) 보험감독원, 「세계 보험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1995.9.
13) 일본 「손해보험 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14) 보험회사는 신고한 요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내의 보험요율을 사용

할 수 있다. 범위요율의 범위폭은 보험 종목에 따라 대장성령에서 정한

다. 운용방법은 국내의 범위요율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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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율이다.

特定料率은 금번 개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율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 및 계약 거래양태 등에 비추어 범위요율 적용

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이다. 이 요율은 요

율산출단체가 산출한 요율을 기준으로 純保險料部分은 해당 신고요

율을 적용하되 附加保險料 部分은 보험회사별로 자사의 豫想事業費

를 감안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요율

의 適用對象 契約은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段階的으로 擴大하

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o 1 단계：화재보험 일반, 공장, 창고물건 (한 건물당 50억엔 이상)

자동차보험 1000대 이상의 fleet 계약

o 2 단계：1단계의 화재보험계약 (한 건물당 10억엔으로 확대)

자동차보험 200대 이상의 fleet 계약

o 3 단계：화재보험 전체계약

자동차보험 전체

보험회사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폭은 附加保險料의 50 %수준이 고

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정은 透明한 根據에 의한 調整을 前提로

하고 있다. 이 범위내 요율수정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 특정

요율의 특징은 순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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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特別純率」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요율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모두의 수정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금번에 개정된 요율제도는 일차적으로 화재, 자동차, 상해보

험에 대해서 範圍料率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중 特定料率 적용

대상을 점차 擴大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종목의 모든 계약이 특정요

율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험회사는 장

기적으로 요율조정을 위한 客觀的인 根據만 있다면 순보험료와 부가

보험료 모두를 수정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2. 國內保險市場의 價格競爭 促進要因

자유요율체제에서 보험회사는 일차적으로 자사의 保險原價에 根據

한 保險料로 타 보험회사와 경쟁하게 될것이다. 이 가격경쟁은 保險

原價 側面 뿐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제 요인들의 영향으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보험시장의 價格

競爭을 促進시키는 諸要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 保險 原 價 의 競爭 要 因

보험원가는 보험금지급에 충당될 危險保險料 부분과 보험계약 및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제경비를 충당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附

加保險料 부분 및 보험회사의 보험자산 운용을 통한 投資收益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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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원가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있어서의 회사별

차이는 그 회사의 가격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표 2-7> 保 險 料 의 構 成

위 험 보험 료 (78.5 %) 부 가 보 험 료 (21.5 %)

주：FY 94 기준의 손해보험 전체평균임

자료：FY 94 손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총괄편), 보험개발원, 1995.

1) 危險保險料

국내의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가격조건하에서 보험사업을 영위

하고 있어 보험회사간 損害率15)의 差異는 보험회사간 危險保險料部

分의 原價의 差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2-8>은 보험종목별

로 회사에 따라 위험보험료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국내보험시장이 狹小하여 保險事故의 統計

的인(stochastic) 特性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5) 손해율=손해액 경과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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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保 險 會社 間 損 害 率差 異

(단위 : %)

종 목 평 균 최대(a) 최소(b) 차이(a-b)

화재보험 56.39 70.40 38.68 31.72

해상보험 42.33 67.90 28.54 39.36

자동차보험 87.56 97.24 81.50 15.74

기술보험 45.46 77.80 15.96 61.84

책임보험 63.39 78.92 46.14 32.78

상해보험 33.93 42.38 25.62 16.76

종합보험 43.32 62.68 31.52 31.16

장기보험 89.16 94.44 83.36 11.08

손해보험 전체 80.60 87.22 76.24 10.98

주：1. 통계기간 : FY 90-FY 94 (5개년)

2. 평균은 11개 국내손보사의 회사별 5개년 평균손해율의 종

목별 평균치.

보험회사의 規模에 따른 보험원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FY 94 기준의 보험종목별 市場占有率과 損害率의 相關關係를 분석한

결과 <표 2-9>의 결과를 얻었다.16) 이 결과에 의하면, 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오히려 손해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는 有意

할만한(significant)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16) 보험종목별 손해율과 시장점유율과의 관계는 부록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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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保 險種 目 別 市 場占 有 率 과 損害 率 의 相 關係 數

종 목 상관계수 p-value

화재보험 －0.1161 0.5822

해상보험 0.4615 0.0282(*)

자동차보험 0.4516 0.0324(*)

기술보험 0.0645 0.7599

책임보험 0.2484 0.2437

상해보험 0.0779 0.7 132

종합보험 －0.2564 0.2224

장기보험 0.0000 1.0000

주 ： 1. 통계기간 : FY 94

2. p-value는 Kendall 相關係數 τ에 대해서 歸無假說 {Ho:

｜τ｜=0｝ 에 대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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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保 險 會社 別 市 場 占有 率 과 損 害率 의 關 係

회사별 종목전체 실적과 시장점유율의 사이에는 유의할만한 상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2-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8% 이하인 小型社群과 그 이상의 中

大型社群의 손해율의 평균은 비슷하나 小型社群의 손해율의 分散이

大型社群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위험보험료 측면에서 소형사는 대

형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는 불리하지는 않으나 회사별로 손해율의

차이가 커서 회사에 따라서는 대형사보다 큰 위험보험료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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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附加保險料

보험종목별로 보험원가의 약 20 %∼50 %를 차지하는 부가보험료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附加保險

料의 會社別 實際原價를 比較하기 위해서는 會社別 事業費率을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그림 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사별 사업

비율은 시장점유율의 크기와 逆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사업비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대형

사가 소형사에 비하여 사업비 측면에서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0> 保 險 會社 間 事 業 費率 差 異

구분 평균 최대(a) 최소(b) 차이(a-b)

전종목 26.1 29.8 2 1.8 8.0

주：1. 통계기간 : FY 90-FY 94 5개년

2. 평균은 회사별 5개년 평균 사업비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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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保 險 會社 別 市 場 占有 率 과 事 業費 率 의 關 係

구 분 Kendall 상관계수 p-value

사업비율 對 시장점유율 －0.7455 0.0014

특히 <그림 2-2>에서는 시장점유율 8% 이하의 保險會社群과 8%

초과 保險會社群 사이에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8% 이하

보험회사군은 사업비율이 8% 초과군보다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群內에서도 시장점유율과 사업비율간에 상당한 역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으나, 8% 초과군의 경우 8% 이하군에 비하여 사업비

- 26 -



율이 전체적으로 낮으나 群內에서는 시장점유율과 사업비율간의 상

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

회사 사이에는 회사의 규모에 따른 사업비 측면의 利點이 없음을 의

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형사의 경우 사업비측면에서 중대형사

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다소 불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事業費 節減努力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投資收益

투자수익은 보험료를 경쟁력있게 운용할 수 있는 財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높은 투자수익의 실현은 보다 낮은 보험료로 직결될 수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수익율은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시장점유율과 투자수익율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할만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형사라고 하더라도 투자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1> 保 險 會 社間 投 資 收 益率 差 異

구분 평 균 최대(a) 최소(b) 차이(a-b)

전종목 8.5 11.7 5.7 6.0

주： 1. 통계기간 : FY 90-FY 94 5개년.

2. 투자수익율 = 투자수익/수입보험료*100(%).

3. 평균은 회사별 5개년 평균 투자수익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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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保 險 會 社別 市 場 占 有率 과 投 資 收益 의 關 係

구 분 상관계수 p-value

투자수익율 對 시장점유율 0.3186 0.3396

따라서 保險原價側面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별 價格競爭 與

件을 살펴 보면 大型社가 전체적으로 原價側面에서 有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小型社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서 營業危險이 상대적으로

크고 事業費 側面에서 다소 不利할 것으로 예상된다.17)

17) 공격적 투자를 위한 자산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투자수익의 분산은 대형

사보다 커지게 되어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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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其他 價 格 競 爭 影 響 要 因

1) 募集制度의 變化

1996년 4월부터 자유요율과 동시에 허용되고 있는 獨立代理店制度

와 최근 강력한 도입압력을 받고 있는 브로커제도(1997.4 도입예정)

는 요율경쟁을 부추기는 觸媒劑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대리점은 현재와 같이 회사별 상품 및 서비스의 差別化가 거

의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가격이 저렴하고 대리점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회사를 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낮은보

험료와 높은 수수료의 二重苦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브로커는 독립대리점과는 달리 보험상품 및 요율에 대하여 보험회

사와의 協商力을 기초로 保險契約者 立場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보

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상품 및 요율수준 유지에 상당한 위협을 주

게 될 것이다. 특히 브로커의 주 취급대상인 기업성보험의 경우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유럽시장의 경우 이들 모집채널이

보험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소 경쟁제한적인 요율제도가 운영되었던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브

로커의 비중이 상당히 낮으며 이들은 주로 기업성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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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유 럽 各 國 의 募 集方 法 別 保 險料 現 況 (1993)

(단위 : %)

국가
모집채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대리점 44 80 75 5 17(독립대리인)

브로커 19 10 15 55 52

은행 3 5 - 15 -

모집인/직급 3 3 7 5 13

직판(DM) 0 2 3 20 15

기타 MSI(27%) - - - 3

자료 : Insurance Pocket Book 1995, Towers Perrin Company.

보험요율이 가장 자유화된 국가인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브로커

및 독립대리인(independent intermediary)에 의하여 판매되는 계약의 비

중이 전체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로커는 기업성보험의 대

부분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가계성보험의 30 %이상을 인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영국 손해보험 계약의 52 %를 취급하고 있다. 독

립대리인은 주로 家計性保險을 취급하고 있으나 기업성보험도 상당

부분(독립대리점 취급계약의 약 20 %)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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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英 國 의 保 險 種 目別 · 募 集 方 法別 保 險 料 現 況 (1993)

(단위 : %)

종목

모집채널

개인용

자동차
가정생활

기타

가계성

기업성

(해상제외)

해상

항공
전체

브로커 11.1 4.3 2.3 24.5 9.5 52.0

독립대리인 3.7 7.7 2.3 3.4 0.0 17.4

직판(DM) 4.4 1.8 4.9 3.1 - 14.4

직급 2.0 3.7 0.2 1.3 - 7.4

모집인 0.4 2.7 1.1 1.3 0.0 5.7

기타 0.2 0.4 1.3 0.6 0.1 2.9

계 22.0 20.9 12.4 34.5 9.9 100.0

자료 : Insurance Pocket Book 1995, Towers Perrin Company.

국내시장의 경우 보험요율 및 상품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브로커 및 독립대리적 등의 모집구조가 아직 생소하므로 단기

적으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專屬代理店에 주로 의존할 것으

로 예상되나 외국브로커에게 시장이 개방되는 1998년 이후에는 企業

性 保險을 中心으로 브로커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모집방법으로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그 영역

을 넓혀가고 있는 전화를 통한 直販營業(telemarketing)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면 틈새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低價營業에 의해 가격경쟁이

加速化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자유화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독립대리점, 브로커, 직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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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매조직들은 가격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고 결과적으

로 保險會社의 保險價格에 대한 主導權은 상당히 弱化될 것으로 예

상된다.

2) 再保險 自由化

「再保險 優先出再制度」및「料率求得에 關한 協定」의 廢棄는 원보

험자의 재보험 처리뿐 아니라 기존의 재보험출재 대상계약의 保險

料率이 완전히 自由化됨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의 재보험 관행이 再

保險者가 原保險料率에 대한 支配權을 행사하고 있어 재보험자의 다

양화는 原保險契約 料率의 多樣化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보험자유화 초기에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현행과 같이 대한재보

험(주)와의 재보험거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요율로 재보험처리가 가능한 재보험

거래선으로 窓口를 多變化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험 창구가 다양

해지면 계약자에게 경쟁력있는 요율제시가 가능할 수 있게 되며 특

히 企業性 大型契約의 경우에는 요율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요율경쟁이 가능한 보험료의 비중은 1994회계연도 기준으

로 전체손해보험 보험료의 약 5.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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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再 保 險 者 料 率 使 用 種 目 現 況

(단위: 천원, %)

종 목
협정요율 재보험자요율

보험료 비중 손해율 보험료 비중 손해율

선 박 18,348,256 13.0 68.2 123,187,978 87.0 70.0

공 장 화 재 127,182,785 55.2 74.6 103,37 1,134 44.8 10.3

재 산 종 합 - - - 65,0 12,5 12 100.0 5.8

항 공 - - - 44,631,032 100.0 252.3

영 업 배 상 6,936,127 14.2 125.7 4 1,99 1,736 85.8 68.0

기 계 655,339 2.1 11.9 30,2 10,790 97.9 22.5

조 립 4,203,424 17.0 26.1 20,523,0 14 83.0 38.1

건 설 공 사 652,643 3.4 2.8 18,437,970 96.6 70.2

원 자 력 - 0.0 - 7,306,35 1 100.0 0.4

동 산 종 합 65,973,494 94.0 31.3 4,243,380 6.0 13.8

일 반 화 재 82,299,959 95.9 45.1 3,475,067 4.1 3.0

구조물 설치 - - - 2,353,464 100.0 2 11.3

선 주 배 상 527,845 2 1.3 17.3 1,950,423 78.7 6.2

도로운송배상 3,466,952 78.1 48.8 970,334 2 1.9 54.9

금융기관종합 2245 0.4 472.1 587,82 1 99.6 202.9

체육시설배상 1,190,57 1 82.3 64.3 256,622 17.7 0.0

유도선배상 731,192 74.5 90.6 250,336 25.5 11.7

가스사고배상 3,840,0 10 95.6 64.1 175,335 4.4 -57.7

자료 : FY 94 손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보험개발원, 1995.

또한 해외보험요율은 해외 보험시장의 위험집단으로부터 산출되는

보험요율로서 국내시장의 실적에 의한 참조요율과 상당한 차이를 나

타낼 수 있다. 이러한 요율의 二元化 현상은 국내요율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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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해외 재보험자 요율을 사용하는 재산종합보험의 PAR(Property

All Risk Policy)과 같은 형태의 증권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3) 代替 保險市場 等의 出現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이나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필요에 적합한 위험담보와 경제적으로 부담가

능한 상품의 판매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자의 필요에

보험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自身의 必要에

맞는 擔保와 보험료 節減을 위하여 보다 積極的인 危險管理 方法을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계약자들의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해상 및 특

종보험을 중심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경간 공급 허용종목의 경

우 국내 일부기업은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해외보험자에게 국내

물건을 이미 부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충분한 交涉能力이

있는 일부기업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보편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모색하는

기업은 從屬保險會社(captive)의 설립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보험회

사와 대체관계에 있는 종속보험회사의 설립은 보험산업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종속보험회사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一團의 母企

業(parent owner)의 위험을 주로 담보하기 위해 설립되는 대체보험회

사로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3,500여개 이

상 설립되어 있으며 세계 손해보험시장의 약 6.5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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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從 屬 保 險 會社 의 營 業 構造

소유관계

모기업 자회사A 자회사B 자회사C

종속보험회사(Captive)

재보험자

자료 : Cap tive Insurance in EC, Financial Times, p 50 도표 인용

보험계약자는 종속보험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원수보험료의 事業費

部分을 상당부분 節減할 수 있으며 일반 보험이 담보하지 않은 위험

에 대한 追加的 擔保도 받을 수 있다. 종속보험회사는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위험관리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독일

과 스위스와 같이 전통적인 보험을 선호하던 국가에서도 점차 종속

보험회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국내에 종속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손해

보험회사 설립기준과 동일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보험산업 進

入障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해외에 설립

하는 경우에도 현재 國境間 供給이 허용된 종목에 한하여 原保險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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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종속보험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대상이 再保險에 局限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5> 從 屬 再 保 險會 社 의 營 業構 造

모기업

보험료 담보제공

소유관계
Fronting Company

(기존 보험사)

Captive 재보험

자료 : Cap tive Insurance in EC, Financial Times, p 5 1 도표 인용.

해외에 종속재보험회사를 설립한 기업은 국내 원보험사에 자기물

건을 부보한 후 국내 원보험자로 하여금 해외에 있는 자기 종속보

험회사에 出再토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종전의 수동적인 보험상품의 구매자의 자

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험상

품 및 가격을 요구하는 積極的인 購買者의 모습으로 나서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전통 보험제도권 내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36 -



국내보험회사는 수동적인 「fronting company」의 位置로 轉落될 우

려가 있다. 이러한 계약자의 선택폭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價格引下

努力을 加速化시켜 價格競爭을 促進하는 要素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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