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論

損害保險産業은 1990년대 금융시장의 세계화, 자유화 등의 시대적 조류에 따

라 보험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종전의 획일적인 협정요율

제도에서 保險者의 危險引受能力 및 危險管理能力에 부합되는 보험가격을 산출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보험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율권이 확

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요율산정자가 요율산출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料率의 適正性, 非過度性, 公正性 등의 요율산정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

이 대두되게 되었다.

料率算出機關도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보험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준요

율의 산출 및 제공 방법에 있어서 그 역할의 변화가 요망되고 있다. 즉, 전체보

험시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시장에서 통용될 營業保險料를 제공하던 기존

의 역할이 개별 보험회사의 실적에 맞는 가격결정을 위해 保險價格에 대한 다

양한 情報을 공시하는 역할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요율산

출기관은 현재까지 보험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보

험원가를 보다 객관화된 방법에 의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보험

회사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가격 산정과 결정을 둘러싼 보험자의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최근까지 손해보험의 가격을 料率算出機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격산정에 관한 경험이 일천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

라서 보험자의 가격산정에 관한 자율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에 요율산정기관에서 가격산정시 사용하였던 價格算定方法과 料率算定者의 注

意事項, 그리고 향후 요율산정자의 檢討事項을 고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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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조사자료에서는 보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

으로 고찰함으로서 요율산정자로 하여금 보험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보

다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또한

개별보험회사가 자사실적과 능력에 부합되는 料率을 算定토록 하며, 산출된 요

율에 대한 검증능력의 向上을 도모함으로써 損害保險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유

도하고자 한다. 즉, 현재까지 요율산출기관에서 보험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

고 있던 방법과 향후 요율산정자가 보험가격산정시 고려할 사항을 중심으로 고

찰함으로써 보험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

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런 목적하에 본 연구조사자료는 제2장에서 보험가격산정에 대한 이론적 토

대를 파악하기 위해 保險價格에 대한 普遍的인 槪念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최근까지 요율산정시 사용하였던 料率算定方法, 趨勢分析, 料率의

差別化 등의 保險數理的 價格算定方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 및 방법을 기

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보험투자

소득을 반영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總收益率價格算定法(Total Rate of

Return Model), 資本資産價格決定法(Capital Assests Pricing Model),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s Model)등의 保險經濟學的 價格算定方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보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보험가격산정시에 보다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과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법들중에 향후 보험가격

의 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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