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要 約 및 結論

가격자유화와 계속되는 국내시장개방으로 국내보험산업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競爭秩序에 適應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 특히 가격제도의 변화는 保險市場 構造를 再編하는 큰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을 保

險原價 側面에서 살펴볼 때 大型社는 小型社에 비하여 有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형보험회사의 잇점은 주로 事業費 부분에 限定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형사의 경우 營業危險이 상대적으로 크고 事

業費 측면에서 다소 不利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중

소형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選別引受 등을 통하여

收益性을 높이고 수익성이 낮은 保險種目의 整理, 業務構造 改善을

통한 事業經費의 節減 등을 통하여 價格 競爭力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보험회사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무리하게「loss leader」의 역할

을 하는 것보다는 資本集約的 인프라 擴充을 통하여 국제수준의 선

진화된 보험업무처리와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영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적용폭의 대폭 확대로 引受週

期와 같은 價格變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변동은

價格競爭 및 전체적인 價格水準調整의 未熟으로 인한 價格引下競爭

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가격변동의 振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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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tuation)과 反復週期(period)를 최대한 短縮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선별언더라이팅 정책, 신상

품개발 등을 통한 營業의 差別化와 原價에 입각한 保險價格決定으로

무리한 價格競爭을 止揚하고,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허용하되 支給餘力 規制 및 市場秩序 監督 등을 통

하여 파괴적 경쟁을 주도하는「loss leader」의 출현을 막아야 할 것

이다.

가격자유화 체제에서 가장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부분은 보험회사

의 언더라이팅 및 價格管理 機能이다. 각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측

면에서 旣存의 언더라이팅정보를 體系化하고 향후 발생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累積시킬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언더라이팅매뉴얼, 언더라이팅시스템, 專門家시스템(expert system)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사내에서 획득된 引受情報가 體系的으

로 共有되어야 할 것이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保險電算網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자료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국내의 부족한 언더라이팅정

보를 업계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가격관리 능력 측면에서

는 보험회사의 實績分析 能力이 增大되어야 하며 적정한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서 손해보험 固有의 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損害保

險專門 計理人制度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필요와 경제적 부담능력을 만족시킬만한 고객에 맞춘

보험상품(tailor-made policy)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현재 표준화된 상품판매에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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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選擇擔保(option coverage)를 擴大하고 여러 증권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화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 간편하고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모집인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상

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商品의 設計, 給付의 圖

解(illustration) 및 保險料 見積機能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자유화시대의 시장전략은 낮은 원가에도 적정수익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選別的 引受와 事業費의 節減이 중요 관건이 된다. 텔레

마케팅은 선별인수와 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사

용될 수 있다. 국내의 기존의 텔레마케팅영업에 새로운 인수 및 가

격기준을 도입하고 기존 판매방법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편리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영업방법으로 발전시킨다면 보다 넓은 시장공략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요율제에서 보험감독기관은 事前的 감독기능이 弱化된 대신

事後的인 市場秩序管理와 보험기업의 財務 健全性에 대한 감독기능

및 消費者 保護機能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감독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장내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되 보험회사간 경쟁을 저해하

지 않는 한 보험시장 질서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야 한다.

자유요율제에서도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험요율이 자의적으로 운용

되어서는 안되며 보험요율의 기본 요건인 適正性, 非過度性 및 不當

한 差別禁止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定期的으로

競爭水準을 모니터하고 事後的으로 市場指導를 통한 충분한 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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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어야 한다.

보험감독기관은 생명보험의 경우를 교훈삼아 신규보험회사의 진입

과 부실회사의 양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支給餘力制度를 현실에 맞

게 整備하고 이를 철저히 遵守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

로 하여금 자사의 지급여력과 파산위험을 適時에 스스로 評價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透明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생명보험 위주로 되어있는 保證基金 運營規程은 손해보험의 보험사

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補償對象 및 補償水準이 명확히 규정되

어야 한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평가시 量的인 측

면 뿐 아니라 質的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정

한 적립기준이 없이 개별적립에 의존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국내전체

실적을 이용한 最低 標準積立率을 채용하여 준비금이 적정하게 평가

되고 적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재무적 정보나 상품정보 뿐 아니라 보험회

사 民願率(complaint ratio)이나 民願類型 및 處理實態 등에 관한 정보

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最善의 保險購買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격자유화와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은 국내보험산업이 이제까지 경

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환경을 가져올 것이며 保險會社, 契約者,

監督機關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까

지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

화를 국내보험산업이 보다 專門化되고 先進化되어 국제시장에서 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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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한 競爭力을 갖출 수 있는 跳躍의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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