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價 格 自由 化 以 後 의 價 格 競 爭 과 그 影 響

1. 一般的인 價格競爭 過程分析

가 . 價格 自 由 化 와 價 格 變 動

가격이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는 체제에서 가격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18) ⅰ) 引受週期

(underewriting cycle)에 의한 가격변동, 특히 軟性市場에서의 과다한

가격인하(price cutting), ⅱ) 剩餘金에 대한 外生的 衝擊(loss shock)과

이에 따른 시장의 硬化를 가격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인

수주기는 보험인수능력(capacity)이 늘고 가격이 낮아지는「軟性市

場」(soft market)과 보험인수능력이 줄고 가격이 높아지는「硬性市

場」(hard market)이 反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산업전체는 보험가격의 큰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연성시장에서의 부적절한 요율에 의한 과다한 가격경쟁은 보험

가격변동의 振幅을 深化시키게 된다. 이러한 주기를 겪지 않더라도

자연재해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서 원가가 급

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보험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19) 이 경우에는 剩餘金이 急激히 減

18) Cummins, J. David, Harrington, E. Scott & Klein, W. Robert, "Cycles and

Crises i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 Causes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10, No. 1, 1991, pp. 62-65.
19)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1980년대 중반의 배상책임보험의 위기의 사례에

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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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잉여금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이 新契約 保險料에 의해서만 증가한다면 保險供給은 상당히 萎縮되

며 결과적으로 原價의 變化를 上廻하는 保險料引上을 가져오게 된다.

나 . 引受 週 期 와 價格 競 爭

이 논문에서는 보험가격변동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인수주

기를 중심으로 가격자유화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引受週期 發生原因

이러한 인수주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經濟的 要因과 制度的 要因

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인수주기가 經濟的 要因에 의해 발생한

다는 이론은「윌슨」(Wilson) (1981),「스튜어트」(Stuart)(1987)와「버

거」(Berger)(1988) 그리고「도허티와 강」(Doherthy & Kang) (1988)이

주장하고 있다. 「윌슨」은 破壞的인 價格競爭 以後의 供給의 減少

로 인하여 주기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스튜어트」와「버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引受餘力을 나타내는 剩餘金比率을 도입하여 보험

공급의 변화는 잉여금의 변화와 새로운 영업의 수익성에 대한 보험

자의 기대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았다.20) 즉 수익성이 기대

20) Cummins, J. David, Harrington, E. Scott & Klein, W. Robert, "Cycles and

Crises i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 Caus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 Vol. 10, No. 1, 1991,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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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공급의 증가는 경쟁을 심화

시키고 영업손실이 잉여금을 枯渴시키는 시점까지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보험자는 장래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

산을 막기 위해서 보험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도허

티와 강」은 재무적 가격결정이론(financial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保險價格이 利子率과 逆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이자

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투자할 財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서 보험공급을 늘리게 되며 이자율에 역으로 움직이는 가격의 변화

가 인수주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았다.

制度的 要因에 의해 인수주기가 발생한다는 理論은「베네지안」

(Venezian)(1985),「커민스와 오러빌」(Cummins & Outreville)(1987) 등

이 주장하고 있다. 「베네지안」은 미국의 요율산출과정을 예를 들어

과거 손해원가를 이용한 補外推定(extrapolation)으로 미래의 원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 計算過程으로 인하여 사이클이 발생된다고 보았

다. 즉 엄밀하지 못한 원가의 추정과정 및 산출모형으로 인해서 보

험산업 자체가 그 주기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커민스와

오러빌」은 각국의 언더라이팅 주기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인수주기

가 보외추정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制度的 혹은 規制的 要素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actor)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假說을

제시했다. 규제적 요소의 예로는 統計作成上의 時差, 요율이 適時에

調整되지 못하는 認可過程상의 時差, 會計基準上의 問題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경성시장에서 요율조정이 늦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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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손해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연성시장에서 요율인하가 늦어지

게 되면 손해율이 더욱 낮아지게 되어 손해율의 週期的 變化를 增幅

시킨다고 보고 있다.

2) 引受週期 過程

인수주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개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격변동을 일으키는 급격한 외부

적 영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격경쟁은 평균이상의 손해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의 尺度인 契約者 剩餘金 比率21)이 낮거나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늘리려는 보험회사에 의해서 主導된다.

21) 계약자잉여금비율= 보유보험료 계약자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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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理 論的 인 引 受 週期 形 態

↑
영

업

실

적

소수 회사가 요율인하시작 최고의 보험료로 높

은 수익을 누림

다른회사들도 요율인하 가세

계속 보험료인상

일부회사가

시장을 이탈

하거나 담보

/ 보유를 감

소시킴

경쟁적 위치에

있는 보험회사

는 요율을 올

리기시작

생존하는 회사는 시장점

유를 늘리고 경쟁적 위치

에 서고 실패회사는 시장

을 떠남

시간의 경과 →

일단 하나의 회사가 보험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의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격경쟁에 가세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원가에 입각하여 가격을 유지하기

는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가격경쟁은 회사간 보험상품의 無差別

性으로 인해서 경쟁의 요인이 주로 價格에 限定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낮은 요율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시간이 지

날수록 영업손실이 커지게 된다.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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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인하할 수 밖에 없는 보험자의 입장을「테일러」(Taylor)

(1996)는 다음의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① 해당 위험분류의 손해율은 높지만 다른 부분에서 損害를 相殺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경우

② 시장의 보험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계약을 인수하지 못하

게 되어 전체적으로 營業이 萎縮될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③ 현재의 요율수준이 손실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해서 언더라이팅 수익이 좋아지는 시점에 이르면 충

분히 現在의 損失을 보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특히 ③의 경우 미래에 기대되는 利益의 規模, 收益 發生時點까지

의 期間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되면 보험회사의 파산위험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보험료를 훨씬 상회하는 보험원가로 영업손실이 커지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引受基準을 强化하여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되지 않기

를 기대하거나 반대로 인수를 대폭 늘려서 보험료 수입으로 영업손

실을 보충하는 극단적인 두가지의 영업형태를 취하게 될 수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점유가 감소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업실적이 호전되어 시장점유가 회복될 수 있는 반면에, 後者의 경

우 破産의 길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계속되면 보험회사의 수가 줄거나 수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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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특정 보험종목의 영업을 抛棄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할 수 있으

며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한 擔保力縮小로 보험공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험자들 사이에 현행 보험가격이 最低水準이라는 共感帶가 형

성되고 價格競爭의 기세가 鈍化되면 보험회사들은 점차 保險價格을

引上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영업손실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

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원가를 초과한 인상은 영업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보험가격이 과다하게 상승하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과다하게 비싼 보험

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代替保險制度

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强制保險이나 公共性保險의 경우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保險購買가 어렵게 되면 보험감독기관은 보험

구매가 가능하도록 保險料水準을 規制하거나 殘餘危險풀(residual risk

pool)구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높은 보험료로 일정수준의 超過營業利益이 實現되면 신규보험회사

가 보험시장에 進入하게 되고 따라서 보험공급이 증가하여 軟性市場

이 形成되고 앞의 인수주기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기간을 週期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민스와 오러빌」(Cummins & Outreville)은 二次 自己回歸式을 이

용하여 인수주기를 <표 3-1>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

르면 각국은 6∼8년의 인수주기를 겪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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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國 家別 언 더 라 이팅 週 期 22)

국 가 a(0) a(1) a(2) R-square 주기

미 국 1.379 0.904 -0.767 0.9 6.11

캐나다 1.193 0.959 -0.670 0.76 6.65

프랑스 1.770 0.904 -0.392 0.9 8.23

일 본 1.268 0.812 -0.349 0.65 7.72

독 일 1.191 0.879 -0.406 0.88 7.76

주：1. 통계기간은 1957-1979년이 사용되었다.

2. 추정에 사용된 식은 t 시점의 손해율을 CR(t)라고 표기할

때 2차 자기회귀식인

CR ( t) = a(0) + a( 1) CR ( t - 1) + a(2) CR ( t - 2) + u ( t)를

사용하여 OLS 방법으로 산출 되었다.

3. 인수주기(P)는 2π/ cos - 1 ( a( 1) / 2 - a(2) ) 로 계산되었다.

다 . 國內 市 場 과 引受 週 期

국내손해보험시장은 재보험자의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일

부 보험종목의 경우 해외 재보험시장의 인수주기를 간접적으로 겪어

왔으며 보험요율의 정책적 요율조정지연에 따른 심한 料率壓迫(rate

suppression)에 노출되는 등 언더라이팅 주기를 발생할 요인들이 존재

했지만 커민스가 각국의 인수주기 분석에 사용했던 回歸模型을 국내

자료에 적용한 결과 適合性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인수주기를 찾을

22) Cummins , J . David & Outreville, J . François (1987) 분석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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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표 3-2> 國內 損 害 保 險市 場 의 언 더라 이 팅 週 期

보험종목 a(0) a(1) a(2) R-square 주기

자동차
0 . 3 6 6 4 0.3506

0.1675

0.2509

0.37 18
0.3039 -

해 상
0.2660 0.5337

0.0452

-0.0238

0.9239
0.2655 -

화 재
0.37 16 -0.0287

0.8758

0.1169

0.3873
0.0464 -

손해보험전체
0.1980 0.4898

0.0492

0.2603

0.2746
0.4549 -

주：1. 통계기간은 1975-1994년이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은 앞서 커민스(1987) 등이 사용했던

2차 자기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3. 계수 밑의 수치는 H 0：a(·)=0 일때의 p-value

이는 실제로 인수주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거나 커민스의 모형이

국내보험시장의 인수주기 패턴을 분석하는데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국내시장에서 이러한 인수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내에서 취급하는 대

부분의 보험종목이 協定料率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상품 및 인수

조건의 수정도 실제적으로 어려워 가격경쟁이 발생할 수 없었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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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보험회사의 進入과 脫退의 실질적인 障壁이 높아 주기적인 보험

공급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 價格競爭의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서 설명한 인수주기의 촉발요인이나 잉여금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보다는 競爭保險者의 價格水準에 過多하게 敏

感한 보험자의 價格決定過程에 의하여 價格引下競爭(price cutting)이

深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은 短期的으로 시장의 軟化를

가져오고 이를 시작으로 인수주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長期

的으로는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보험가격이 限界費用에 近接하면 할

수록 금융시장의 投資收益率 및 利子率의 변화에 敏感하게 반응하여

보험주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價格 自由 化 以 後의 國內 市場 의 價 格競 爭 展 望

가 . 範圍 料 率 制 下 의 價 格 競 爭 評價

1단계 가격자유화조치인 범위요율제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손보사들은 위험별로 요율차등을 하는 것 보다는 標準料率을 주로

사용하는 保守的 料率運營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참조)

즉, 손해율이 예정율 95 %보다 높아 요율을 높게 적용할 필요가 있

는 기계, 조립, 건설공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표준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손해율이 낮은 도로운송, 선주배상, 해외

근재보험 등에도 요율수준이 낮게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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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段階 範 圍 料 率 對 象 種 目 의 平 均 適 用 率

(단위 : %)

종 목 합산비율 범위폭 적용율

운 송 50.1 10 95.0

선 박 98.5 5 100.0

도 난 82.2 5 95.0

기 계 2 12.7 5 99.8

조 립 113.5 10 99.6

건설공사 235.3 10 100.3

영업배상 176.0 5 99.9

도로운송 72.4 5 100.1

체육시설 79.1 5 105.0

선주배상 68.8 5 99.9

가스배상 90.2 10 99.3

국내근재 82.7 5 99.9

선원근재 107.0 5 99.6

해외근재 7 1.3 5 98.9

동산종합 75.9 5 95.0

주 : 合算比率은 FY '90-FY'94의 5개년평균손해율과 FY '94

사업비율의 합.

자료 : FY '94 손해보험 요율검증자료, 보험개발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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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종목에서는 업계가 매우 유사한 범위요율적용지침을 작

성 사용함으로써 범위요율폭 내의 보험자의 요율적용 방법이 충분히

차별화되지 않았다.

<표 3-4> 範 圍 料 率 運 用 實 態

구분 적 하 선 박 운 송 화 재 특 종

업계공동 인수기

준사용여부
× ○ × × ×

본지점간 요율차

이
○ ○

△

(일부사)

△

(일부사)

△

(일부사)

이러한 현상은 범위폭이 요율수준을 다양화 할 만큼 充分치 않았

고 가격차별화에 보험회사가 積極的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국내보험시장의 경우 보험회사(공급자) 수가 적고 上位社

들에 대한 市場集中度가 높아서 과다한 경쟁에 대하여 자제하려는

共感帶가 쉽게 형성될 수 있었던 점도 범위요율의 제한적 운영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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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保 險 種 目 別 市 場 集 中 現 況 (FY 94 基準 )

나 . 自由 料 率 制 下 의 價 格 競 爭 展 望

96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와 2단계 자유요율 대상종목의 해당보험

료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제외하면 2.6%와 6.3%를 차지하고 있

다. 국내손해보험에 자유요율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77.2%에 달하

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성보험의 요율자유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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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段 階 別 自 由 化 對象 保 險 料 (FY 94 保 險 料 基準 )

(단위: 천원, %)

구 분 시기 보험료 비 중

1단계 자유요율대상

(자동차 제외)
'96.4 214,924,067 2.6

2단계 자유요율대상

(자동차 제외)
'97.4 518,800,879 6.3

재보험자유화로 인한

자유요율 대상 보험
'97.4 이후 462,887,322 5.7

자동차보험 '96.8 이후 3,975,103,321 48.5

보증보험 '97.4 622,073,515 7.6

장기보험 * 1,994,162,972 24.4

개인연금보험 - 363,092,443 4.4

해외원보험 기시행 38,912,349 0.5

合 計 8,189,956,868 100.0

주 : 장기보험의 자유요율 시행시기는 <표 2-1> 참조.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유요율제가 운영되더

라도 보험담보가 가지는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서 可用性(availability)

과 負擔可能性(affordability)에 대한 감독당국의 요율규제가 일정수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동차보험요율은

회사별 실적에 근거한 가격차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가격경쟁이 심

- 51 -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요율규제를 심하게 하

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회사간 보험료 수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고 있다.23)

<표 3-6> 美 國 Washington 州의 自 動 車 保險 料 率

회사명 지역 Seattle Tacoma Everett Spokane

Allstate Insurance Co.

American Economy Insurance Co.

Farmers Insurance Co.

Financial Indemnity Co.

Govt. Employees Insurance Co.

Grange Insurance Assoc.

Leader National Insurance Co.

Mutual of Enumclaw

Nationwide Mutual Fire Insurance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

North Pacific Insurance

Progressive Northern Insurance Co.

State Farm Fire & Casualty Ins.

State Farm Mutual Insurance Co.

Unigard Security Insurance Co.

USAA Casualty Insurance

USAA Insurance Co.

$ 857

1031

892

1486

744

839

1757

1095

1113

1180

10 10

1378

12 19

880

1259

935

884

$ 968

1106

883

1629

864

9 19

1847

99 1

1187

1260

1029

1448

1303

94 1

1134

973

92 1

$ 828

949

702

1251

764

752

1601

833

972

1030

906

1242

1116

801

1152

836

790

$ 828

870

608

1176

702

745

1523

838

929

985

870

1242

1033

746

980

802

759

보험료 최저치 744 883 702 608

보험료 최고치 1757 1847 1601 1523

23) 사전인가와 같은 엄격한 요율규제제도에 의하여 요율의 조정을 허용하

는 미국의 자동차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상당한 보험료 차이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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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요율은 1994.3.1일부 현행요율 (6개월)

2. 상기요율은 다음의 조건으로 산출되었음.

운전자조건 : 두 아이를 둔 30대가정으로 남편은 199 1

Saturn SC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아내도 출퇴근용

으로 1988 Volvo 760 wagon을 운전하며 과거 3년간

법규위반실적 없음.

보험조건 :

대인배상 ($100,000/$300,000/$50,000)

UIM(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s) $100,000/$300,000

PIP $35,000

차량종합 공제액 $100

차량충돌 공제액 $250

3. Washington 州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緩和된 事前認可料

率(prior approval with express deemer)을 채용하고 있음.

자료：Washington State Insurance Commissioner

Insurance News Network, (internet 추출자료)

保證保險은 현재 2개의 專業社가 취급하고 있으나 한국보증(주)의

경우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가격자유화가 되더라도 보험자간 가격경

쟁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자유화가 보증보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長期保險은 97년에 예정위험율의 자유화를, 98년에 예정이자율

및 사업비율의 자유화를 검토키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율 수준의 선

택은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생명보험의 자유화 폭과 연계하여 위험율 경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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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해상, 기술, 특종보험과 같이 계약자별 위험도의 차이가 크고

계약자별 보험료규모가 큰 企業性 保險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쟁적

으로 낮게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실적손해율이 낮아 영업이익이 시현되

고 있는 일부 기업성 보험종목은 가격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

상된다.

自由料率制 初期의 價格競爭은 보험종목별 料率水準의 適正性 및

그동안의 收益性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인하경쟁은

초기의 市場占有의 擴大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확보된 시장점유율의 지속적 유지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즉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의 확보는 장래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간의 희생만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勝者의 詛

呪(winner 's curse)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화 초기부

터 시장점유를 목적으로 가격경쟁에 몰입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쟁을

가속화시킬 뿐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부적절한 경쟁전략이 될 수

있다.

가격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보험회사가 시장점유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가격경쟁을 주도하는「loss leader」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

는다면 자유요율체제에서도 다소 안정적인 경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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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會社의 營業危險

가 . 國內 保 險 會 社 의 營 業 危 險 變 化

가격자유화로 인하여 국내보험회사가 당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상

황은 料率競爭이 深化되어 보험계약자에게 危險에 相應하는 適正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아울러 재원부족으로 충분한

준비금적립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赤字狀態는 社內에

留保된 契約者 剩餘金을 계속 減少시켜 결국 보험회사의 破産危險을

크게 增加시키게 된다.

부적정한 보험료의 징수/ 불량위험 인수 → 보험금 지급증가/ 준비

금 적립 의무 증가 → 수지의 악화/ 보험료 부족으로 인한 부적

정한 준비금 적립(부채의 과소계상) → 계약자 잉여금 감소 →

보험자 파산위험 증가

또한 가격자유화 시대의 가격경쟁력의 관건은 사업비의 절감과 높

은 투자수익의 실현에 있다고 볼 때 보험회사는 보다 高危險 高收益

商品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投資危險이 增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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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위험·고수익 상품투자/ 장기성보험의

증가 → 투자위험의 증가 → 보험자의 파산위험 증가

특히 장기성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투자운용 자산이 커

지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수익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게 된

다. 한편 장기성보험이 會計處理上 分離되어 있지 않는다면 貯蓄保

險料部分이 超過損害에 대한 버퍼로 사용됨으로써 일반손해보험의

가격인하(price cutting) 競爭을 더욱 深化시키게 되고 보험회사의 支

給能力은 보다 惡化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일단 악화되면 적정보험료의 부과 및 준비

금의 적정 적립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

는 支給餘力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개방일정에 의한 國境間 供給의 확대시행과 종속보험회사의

출현으로 이들의 주요 공략대상인 국내의 대형 우량물건이 해외나

보험제도권 밖으로 유출되면 국내의 보험시장규모가 축소되고 국내

보험계약의 평균위험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손해율이 다

소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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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美國 損 害 保 險會 社 의 營 業危 險 과 料 率規 制

국내손해보험에 비하여 자유화가 진전되어 있고 회사간 요율경쟁

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보험산업의 보험자 파산위험을 분석한 결과

를 통하여 자유화시대에 보험회사의 재무적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

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보험회사 파산에 대한 통계에 따르

면 보험회사의 파산중 상당부분은 가격결정의 부적정 및 준비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美 國 損 害保 險 會 社 의 破 産 原 因 (1969-1990)

파산원인 파산회사수 비율

지급준비금 부족 및 부적정한 요율

고성장

보험사기

자산의 과대평가

보험사업상 중대한 변화

재보험 실패

대재해

기타

86

64

30

30

26

2 1

17

28

28%

2 1%

10 %

10 %

9 %

7 %

6%

9 %

원인 확인 소계 302 100 %

미 확인 70

전체 372

자료 : State Insurance Department and the A.M. Best Company

미국의 경우 요율에 대한 규제수준이 파산위험에 큰 통제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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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위험은 事

前認可料率(prior approval)을 채택하고 있는 州가 使用後 申告(use and

file)를 채택하고 있는 州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율에

대한 규제가 없는 Illinois 州의 경우 1969-1990년의 기간동안 파산율

은 0.34%로 가격규제가 엄격한 New York 州의 0.65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가격자유화로 인한 요율규제

의 완화가 파산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림 3-3> 美 國 損 害 保險 會 社 의 料率 規 制 形 態別 破 産 率 比 較

또한 파산율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소

형사의 파산율이 가장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規模別 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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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率을 볼 때 소형사보다 중형사의 파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24)

<그림 3-4> 美 國 損 害 保險 會 社 의 規模 別 破 産 率 比 較

<全體 破産會社中 規模別 比重>

26)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1969-1990년의 기간동안의 파산건수 상위 6개주의

파산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명
연간 평균

회사수
파산회사수 평균 파산율(%)

California 120 35 1.33
Florida 50 18 1.63
Illinois 291 22 0.34
New York 210 30 0.65
Pennsylvania 209 35 0.76
Texas 211 4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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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規模別 破産率 >

미국의 이러한 조사결과가 국내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파산의 主原因이 되고 있는 보험가격결정 및 준비금

적립에 국내보험사들이 아직 미숙하고 가격경쟁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위험의 증

가가 없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는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이 競爭體制에 익숙해지고 營業技術이 先進化된

다면 요율규제의 완화가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나쁜 영향으로

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60 -


	III. 가격자유화 이후의 가격경쟁과 그 경향
	1. 일반적인 가격경쟁 과정분석
	가. 가격자유화와 가격변동
	나. 인수주기와 가격경쟁  
	다. 국내시장과 인수주기

	2. 가격자유화 이후의 국내시장의 가격경쟁 전망
	3. 보험회사의 영업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