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産業은 國民經濟의 급속한 성장과 政府의 保護·育成

에 편승하여 수익성보다는 成長性에 치우친 經營戰略을 채택한 결과, 타 금융

권보다 높은 外形成長을 이룩하였으나, 급격한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리의 하향기조와 固有業務領域의 蠶食 및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등 각종 위험

에 노출되게 되었다. 한편 金融産業의 自由化(liberalization), 世界化(globalization)

및 證券化(securitization)로 요약되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

하여 금융산업을 재편성하고 民間自律의 風土를 조성하여 競爭力을 確保하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생명보험분야 역시 1987년 對內外的 開放1)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

한 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金融自由化 措置의 일환으로 자유경쟁원리에 입

각한 價格自由化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중 1998년 이후

검토 예정인 費差配當自由化와 豫定利率 및 豫定事業費率의 自由化는 생명보험

상품 가격자유화의 최종단계로서, 이의 시행과 더불어 회사별 경영방침에 따른

전략적인 보험료의 산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價格引下를

통한 市場確保 競爭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經濟協力開發機

構(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 가입을 계

기로 經濟的需要審査(ENT ; Economic Needs Test)3) 가 廢止되고, 國境間去來

1) 1987년부터 현재까지 內國社 6개사, 地方社 9개사, 合作社 7개사, 外國社 5개사 등

총 27개의 生命保險會社가 新設되었음.
2) 會員國間 經濟協力 및 政策調整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기국의 하나로서 미·소 冷戰

體制下에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守護

하기 위하여 1961년 9월에 창설되었음.
3) 保險會社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이 資格要件, 設立 妥當性 등을 심사하는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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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4) 가 許容됨에 따라 신규회사의 진입과 가격덤핑 등으로 인한 생

명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은 더욱 熾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의 가격자유화는 無原則的인 가격의 산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보험의 無形的, 專門的인 特性과 社會性, 公共性에 입각

하여 科學的이고 合理的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

상품의 가격은 일반상품과 달리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을 고려

하여 산출5)되므로 高度의 專門性을 요하게 된다. 또한, 事前的價格인 保險料

외에도 決算을 시행한후 剩餘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配當(事後的

價格)까지를 가격의 결정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

험료 산출단계에서부터 將來의 經濟狀況을 예측하여 회사의 부실화 방지와 契

約者 權益의 保護를 동시에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국내의 보험환경은 金融의 世界化에 따른 金利의 下向安定化가 예측되

고, 保險技術의 先進化와 綜合金融化에 따른 조달코스트의 감소 및 규모의 경

제로의 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경영방식으로는 深刻한 經營危機를 초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보험정책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영의 자율성 부여를 중심축으

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設立要件 緩和 및 透明性 提高로 新規進入 및 引受合倂이

이루어질 것임.
4) 外國會社가 우리나라에 지점 또는 자회사 등의 營業據點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國

內消費者에게 보험상품을 販賣할 수 있는 國境間去來로 損害保險의 수출입적하보험

과 항공보험은 기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生命保險 전종목 및 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장기상해보험, 선박보험 등에 도입하였음.
5) 契約者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被保險者 團體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加入開始부터

終了까지 기간중 基礎率(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등)을 예상하여 收支相等의 原則

(Equivalence Principle)에 의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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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自己責任의 强化와 契約者 保護에 그 기조를 두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세계화, 자유화에 따른 國際競爭力 强化 및 自生力 確保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豫定利率과 契約者配當을 中心으로 생명보험의 가격

자유화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먼저 계약자배당에 관해서는 現行 配當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檢討하고, 예정이율에 관해서는 보험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豫定利率의 自由化 方向과 準備金積立의 充實化를 도모하기 위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制度 도입에 따른 評價利率制度로 나누어 예정이율의 二元

的體系에 대해서 기술하므로써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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