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保險 價 格이 란

1. 保險價格

가 . 保 險料 와 料 率

일반적으로 商品價格은 투입된 生産要素의 平均原價에 생산자의 希望利益을

부가하여 산정된다. 이에 반해 保險商品價格인 보험료는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豫測하여 산정된다. 보험가격의 이러한

특성때문에 상품가격의 事前確定性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험가격을 豫定價格

또는 推定價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정성 또는 추정성을 지니고 있는 保險價格은 가격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保險營業收支를 惡化시키는 原因이 된다. 즉, 보험가격을 過大하게 책

정한 보험자의 경우는 價格競爭力 低下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극단적으로 경

쟁력 상실로 인해 市場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반대로 保險가격을 過小하게 책

정한 보험자의 경우는 보험상품의 판매수입으로 장래 발생하는 費用을 充當하

지 못하는 不健全한 財務狀態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보험가격의 豫測誤謬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항구적으로 발생

한 것일 수도 있어 그 豫測過程과 結果는 保險事業의 運營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요율산정자는 보험자의 가장 基本的인 收入이라 할 수 있는 보험가

격의 산정을 보험회사의 競爭力 維持, 適正規模의 收支 確保 등을 할 수 있도

록 보험원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料率算定者의 이와 같은 노력은 실제로 危險測定單位(exposure unit)당 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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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을 의미하는 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保

險價格의 算定은 料率의 算定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율산정과정에서는 保

險原價와 對應되는 槪念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保險價格, 保險料 그리고

料率의 용어는 근본적으로 다소 상이하지만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1) 즉, 요율

산정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요율, 보험료 그리고 보험가격은 동일한 의미로

요율산정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감 독 권 자

요율사용신청 불만사항제시
인가 및 감독

요 율 산 출 기 관 인가 및 감독 보 험 소 비 자

요율산출통보 요율제시

요율산출의뢰 요율승낙

보 험 공 급 자

<그림 Ⅱ-1> 보험가격의 역할

1) 보험가격 ≡ 보험료 ≡ 위험측정단위 ×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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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 險價 格의 役割

보험가격(또는 보험료)은 보험상품의 消費者와 供給者 그리고 그외 關係者(料

率算出機關, 監督當局)와 유기적 相互關係를 유지시켜주는 媒介體로서의 役割을

한다. 즉, 보험가격는 소비자(보험계약자)와 공급자(보험자)의 保險契約關係를

성립시켜주는 매개체이고, 간접적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중간자인 보험감독

권자에 의해 이들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시키는 매개체이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과 같은 보험계약자, 보험자, 요율산출기관, 보험감독권자 등의

관계는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으나 가격자유화라는 시장환경변화로 인해 이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자는 擔保能力, 營業戰略 그리고

기타 料率關聯要素를 고려하여 自社의 料率을 算出하고 요율산출기관은 資料銀

行(Data Bank) 기능, 料率과 관련한 주요 情報 提供 및 市場競爭 土臺를 構築

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율산출기관과 보험자가 기존

에 지니고 있던 역할의 변경은 보험감독권자로 하여금 保險者의 競爭誘導와 消

費者의 保護라는 상호상반된 입장에서 더욱 더 균형된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노

력하게 될 것이다. 즉, 保險監督權者는 보험자의 공정경쟁여부와 요율의 부당한

차별성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事前的인 料率監

督에서 事後的 監督으로 轉換을 圖謀하게 될 것이다.

요율산출기관과 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한 役割의 變化는 보험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전개시켜 消費者가 보험시장에서 동일상품에 대하

여 多樣한 保險價格을 經驗하게 할 것이다.2) 이는 가격자유화가 정착됨에 따라

2) 보험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자는 보험시장에서 하나의 보험료만을 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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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별로 보험가격의 차별성을 빈번하게 경험할 것이다.3)

따라서, 供給者인 보험자의 시장정보 제공 노력과 소비자의 정보획득 노력

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이에 감독권자는 이들의 노력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권자는 요율 및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하고, 이

원칙하에 보험시장환경이 왜곡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요율 및 상품의 規制原則을 遵守하면서 경영목적인 영리획득을 위해

활동하게 될 것이다.

2. 價格의 構成 4)

손해보험상품에 있어서의 가격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게 保險保護의 代價로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금 지급에 충당

되는 부분인 純保險料와 사업비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 부분인 附加保險料로

구성된다. 이들을 보험료에 대한 原價要素別 構成比로 표현하면 각각 豫定損害

率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益率로 나타낼 수 있다.

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은 가계성보험에서 이러한 현상을 뚜렷이 감지하였을 것

이다.
3 ) 가격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우열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보험회사간의 우열이 나타남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상품, 가격, 그리고 서

비스면에서 차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이며, 하위사의 경우에는 신규시장개척 (틈새

시장)에 의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4 ) 가격산정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자 보험회사 경영시 대표적인 경영목표인 예정기

초율은 보험자의 기초서류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 기재되어 있다.

즉, 보험자는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예정기초율을 명기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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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보험료의 구성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율

豫定損害率은 향후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純保險料

(危險保險料)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豫定事業費率은 보험영업

에 필요한 諸經費등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예정기초율의 마지

막 구성요소인 豫定利益率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상

품의 판매로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획득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서

보장하고 있는 몫이다. 이 예정이익율은 異常危險으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되는

경우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예정이윤을 활용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豫定事業費를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營業費, 損害調査費, 一般管理費,

投資經費로 분류할 수 있다.5) 營業費는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특히

본점의 영업담당 임원 및 지점 등의 경비이다. 損害調査費는 손해조사, 보험금

지급업무, 사고보고, 지급준비금의 계상관리 및 구상권 업무 등과 관계되는 비

용이다. 一般管理費는 영업업무, 손해조사업무 그리고 투자업무6) 이외의 본점

의 관리직 및 일반관리부문의 업무와 관계되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보험료에 豫定基礎率7)을 두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

5) 여기서는 장기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보험에서

사업비로 처리하고 있는 신계약 및 수금비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6 ) 투자경비는 경리부 등의 투자관계자의 경비이다.
7 ) 보험가격이 미확정된 보험원가를 기초로 하여 장래에 지출하게 될 비용을 판매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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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요소인 原價를 상품의 販賣時點에서 파악할 수 없고, 실제 당해

보험계약의 保險期間이 滿了되는 時點 이후에나 비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판매

시의 보험가격은 科學的인 統計分析을 통한 豫測原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험상품의 판매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保險契約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모았다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소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危險分散의 原理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

험계약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保險團體를 前提로 한다. 따라서 保險原

價는 개별적인 원가의 산출이기 보다는 同一危險集團별로 大數의 法則에 의해

綜合的인 原價算出을 통해 豫測·計算될 수 밖에 없다. 이 때 요율산정자는 예

정기초율을 요율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즉, 사전가격

인 보험료가 실제로 보험상품이 판매된 후 손해율의 크기와 예정손해율, 실제

집행한 사업비의 크기와 예정사업비율들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보험료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정보를 기초로 요율산정자는 예정한 손해율과 사업비율 보다 실제로 나타

난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높거나 낮으면 보험료를 實際損害率이 豫定損害率에

實際事業費率이 豫定事業費率에 近接하도록 調整한다. 이러한 요율산정자의 보

험료 조정은 보험료를 100으로 하여 예정원가로 설정된 예정손해율과 예정사업

비율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상품판매시나 요율의 조정전에 설정된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

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면 개정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

시키게 된다. 즉, 요율의 조정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인 합산비율을 근간으

에서 예측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원가의 구성비를 기초율이라 하지 않고

예정기초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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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나 그 내용인 예정손해율 측면에 있어서의 과소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부(-)의 효과를, 과대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8), 요율개정의 원인분석이 모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3. 價格算定의 原則

가 . 價 格算 定의 必要 性

保險價格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契約內容을 履行할 수 있고 경영활동의

목적인 利潤이 적절하게 保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지불

하는 보험료의 총액인 총수입보험료가 보험사고시 지급될 총보험금과 사업운영

에 소요되는 제경비의 합인 지출 총액이 일치를 이루는 收支相等의 原則 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가격은 이 원칙이 준수되

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適切하고 公正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개개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公平하게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보험료가 높게 산정·부과되었다면 보험자의 과다 이

익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로부터 가격저항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보험료가

낮게 산정·부과될 경우에는 保險者의 收支不均衡을 초래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

8) 보험경영의 부의 효과는 보험수지를 악화시켜 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양의

효과는 보험수지상으로 경영상 많은 보탬이 되지만, 시장가격경쟁의 열세, 보험계약

자의 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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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가격은 보험가입자, 보험자, 감독권자 등에게 모두 합리적인 것으

로 인식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監督當局은 合理的이고, 公正한 料率算出基

準을 설정하고, 料率算定者는 요율을 산정9)하고자 할 때 이 기준에 따라 요율

산정대상이 지니고 있는 危險의 定意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 위험이 내포하

고 있는 危險特徵(또는 危險變數)을 把握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험특징에 따라

危險度의 計量化 및 料率化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요율이 等級料率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危險變數의 選定과 당해 위

험변수의 等級數 및 危險度의 算定이 요율산정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 비록 일부 보험종목에서 개별요율의 성격을 지닌 요율을 사용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등급요율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가격자유화의 시행에

따라 요율산정자의 이런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율

산정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수정, 위험변수의 선정과 등급 및 위험도의 결정에 이르는 요율산정과정 외

에도 언더라이팅, 마케팅, 보험수리, 사회적 수용성 등10)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 價 格算 定의 原則

9) 요율의 산정과 요율의 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나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요율의 산정과 요율의 조정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정과 조정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다소 다른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부연 설명하기로 하겠다.
10) A AA , RIS K CLA S SIF ICAT ION ST AT EMENT OF PRIN CIPLES , 1979 :미국

계리인학회는 언더라이팅, 마케팅, 프로그램설계, 경쟁, 통계적 고려사항, 경영활동

고려사항, 위험보유, 사회적 수용성 등을 요율체계 구축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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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의 豫定性과 事後 損益檢證性 그리고 보험회사들간의 價格競爭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상품의 販賣價格과 實際保險原價와는 乖離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보험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낳을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손실

을 가져와 수지악화는 물론 보험금 지급불능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감

독당국은 보험자간의 無責任한 價格競爭을 防止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불

능사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過度한 利益이 發生하는 것을 抑制하고

자 보험가격산정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율의 適正性, 非過度性, 公正

性의 法的要件으로 설정하고 있다.

料率의 適正性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축적된 資産의 투자로 발생하게 되

는 投資損益을 감안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保險金

과 보험영업으로 지출될 事業經費를 적절히 支給할 수 있도록 하는 狀態의 요

율을 말한다.11)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요율의 적정성 요건은 보험회사

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保護裝置로서 뿐만 아니라 재력있는 보험회사가 경쟁력

이 약한 보험회사들의 영업을 약탈하기 위한 價格側面에서의 戰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율의 적정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보험자측면에

한정하여 접근한 것이고, 이 요건이 상한선이 없는 最低價格에 관한 정보만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過度하거나 不公正한 가격을 보험자가 결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감독당국은 요율의 적정성외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나친 보험료가 부

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높지 않으면서도 경쟁의 여지가 있게 요

율을 정해야 한다는 요율의 非過度性(또는 요율의 充分性)과 보험자에 의하여

11)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미국의 손해보험요율산정』, 연구자료 No.1, 1988,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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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별위험에 대하여 공정하게 요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율의 公正性을 설정하고 있다.12)

이는 適正性 요건이 「보험자의 最低價格에 대한 요건」이라면 非過度性과

公正性은 일종의 「最大價格에 대한 要件」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정성은 보험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격화됨으로서 발생가능한 보험자의 지급불능사태를 예방

하는 것이라면 비과도성과 공정성은 보험상품의 구매자인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에 부합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결국 감독당국이 설정한 3가지 요율산정의 규제 목적은 보험회사의 事業的

側面과 社會的 側面(保險契約者 側面)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支給不能狀態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고 공정하게 요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다 . 保 險數 理的 價格 算定 原則

危險保險料(純保險料)를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더 나아가 破産(또는 支給不能)

確率과 연관시켜 利益의 期待效用理論에 근거한 價格決定模型에 의해 산정되는

보험수리적 가격은 요율의 적정성보다는「요율의 非過度性」과「요율의 公正

性」에 重點을 두면서 보험회사경영의 7대 원칙13)중 보험영업에 관한 危險大量

의 原則, 危險同質性의 原則, 保險料適正의 原則, 保險給付適正의 原則 그리고

12) 서영길·박중영·장동식,『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1997.3, 72쪽.
13) 조해균,『최신보험경영론』, 박영사, 1994,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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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산정된다.14)

危險大量의 原則은 대량관찰에 의하여 개개의 단위에 부착되어 있는 개체특

유의 우연적 제요인이 상호중화되며, 이로 인해 集團에 내재된 本質的인 傾向

性을 알 수 있다는 大數의 法則에 따라 되도록 많은 계약을 모집해야만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危險同質性의 原則은 보험이 대수의 법칙을 적절히 이용한 경제시설인바 이

법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해야 할 뿐만아니라 이들

위험종류와 크기면에서 동질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保險料 適正의 原則은 보험료를 산정·부과시에 개개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리이다.15) 이에 保險

給付 適正의 原則은 보험급부가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게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保險料 適正의 原則과 表裏一體의 관계가 있다.16)

14) 이 다섯가지 원칙은 보험자가 위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실제의 전체 손해가 보험료 산정시에 예정된 전체 손해 보다도 크게 나타나

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징수한 순보험료 총액 보다도 지급보험금 총액이 많게 되

어 보험사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보험기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

수리적 가격산출 원칙들이다.
15) 보험료 적정의 원칙은 적정한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와 그 운영이자의 합계로서 지

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보험료를

의미하나 보험수리적 가격산정에서는 인수대상위험의 정도(사고발생확률과 손해정

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부과된 공정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보험수리

적으로 적정보험료 (또는 공정보험료)가 산정·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보

험료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6)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부가 과대하게 지출된다면

수지의 불균형을 가져와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반대로 보험급

부가 너무나 과소하게 지출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에게 권익침해를 주게 되

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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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收支相等의 原則은 보험회사가 거수한 순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

험금의 총액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7)

이 5가지 原則들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을 階層的으로 살펴보면 위험대량의

원칙과 위험동질성의 원칙에 의해 危險을 分類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보험가격인 保險料의 推定値를 算出하고, 그리고 보험료 적정의 원칙과 보험급

부 적정의 원칙에 의해 수입보험료와 그 운영이자의 합계로서 지급보험금과 사

업비를 지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 保 險經 濟學 的 價 格算 定原 則

전술한 保險數理的 價格算定原則은 보험가입자가 지니고 있는 위험을 數理的

妥當性에 근거하여 추정한 순보험료에 일정한 예정사업비와 예정이윤을 부가하

여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추정치인 가격을 보완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수리적 가격산정이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投資所得18)을 보험료 산정시 고려하

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수리적 가격산정원칙에 의한 가격은 판매가능한 보험상

17) 흔히 수지상등의 원칙은 총수입(순보험료+부가보험료+자금운영이자+재보험급부+재

보험수수료)과 총지출 (보험급부총액+사업비+재보험료)이 균둥하여야 한다는 원칙

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사업의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항상

많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업의 경영원칙이 될 수 없다.
18) 보험자산의 운용하는 데에는 일반금융자산의 운용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그리고 다양성의 원칙에 의해 운용되지만 투자대상, 투자한도, 분산투자에

대한 감독권자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금융자산의 투자소득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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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最低販賣價格을 결정하지 못하여 適正利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

다.19) 그래서, 보험수리적 가격산정을 보완하여 최저가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즉 保險經濟學的 價格算定方法20)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保險經濟學的 價格算定은 자본자산의 수입(보험료 수입)과 소비(보험금 지급)

의 시기적 불일치로 인해 보험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본자산을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투자소득을 보험상품

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언더라이팅 이익과 연계시켜 運營比率(op erating ratio)

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운영비율은 合算比率에서 投資所得率(투자소득/ 경과보

험료)을 차감한 比率로서 利益의 測定値이다. 이 운영비율은 합산비율과 언더라

이팅 이익이 투자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나 投資所得의 槪

念設定, 株式時勢 變動에 따른 所得變動, 債券의 販賣時點에 따른 損益變動 등

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21)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원칙에는 전술한 다섯가지의 保險數理的 價格算定原則

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다양성등의 資本資産의 運用原則22)들이 언

19) 언더라이팅부문과 투자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수지균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순보험료총액 + 투자소득 = 지급보험금 총액

20)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시하는 경우에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방법이라

할 수 있고, 재무이론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시하는 경우에 재무적 가격산정방법이

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이 중시하는 기본개념에 의해 달리 불리고 있지만 일반적으

로 재무적 가격산정방법이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험경제학적 가격

산정방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21) Stephen P . D 'Arcy , "INVEST MENT IS SUES IN PROPERT Y - LIA BILIT Y

INSURA NCE ", F O UN DA T I ON OF CA S UA L T Y A CT UA R IA L S CI E N CE ,

Ch apt er 8, 1990, pp516- 518
22)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조사연구자료 No. 46

1996.1, 3쪽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원칙은 일단의 보험자금을 과학적 및 합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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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이팅 및 투자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원칙을 산정원칙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방법은 언더라이팅 손익

산출에 관한 원칙과 투자 손익 산출에 관한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상등의 원칙하에서 보험자의 언더라이팅 손익과 투자손익의 관계를 규명을

통하여 보험자의 적정이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수리적 가격산정원칙 중 收支相等의 原則을 保險經濟學的 價格算定의 기본원칙

이라 할 수 있다. 즉,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은 언더라

이팅부문과 자본자산투자부문의 수지를 균등하게 하는 언더라이팅손익과 투자

손익의 관계를 추정하여 보험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최저가격을 결

정하는 원칙이다.23)

4. 價格算定方法

가 . 保 險數 理的 方法

損害保險分野에서 요율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判斷法, 純

保險料法, 損害率法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개별적으로 각기 독특한 특징을 지

니고 있지만 料率算定 過程에서는 종목의 危險特性을 考慮하여 서로 混合하여

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운용대상의 선택, 선택된 운용자산의 조합, 운용성

과의 분석지침이 되는 투자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재

산운용에 관한 준칙 에 재산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23)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방법은 보험자가 지급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격, 즉

보험상품의 최저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산정의 원칙

중 적정성을 만족하는 요율은 최저판매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모두 적정가격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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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다. 이는 요율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산정방법의 선정 등에 대해서

는 해당 보험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요율산정자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判斷法은 언더라이터(underwriter)의 판단에 의해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판단법에 의한 요율산정은 주로 해상보

험, 항공보험 그리고 내륙운송보험종목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24) 그리고 그

외의 보험종목에서는 요율산정시 사용되고 있는 경험기간, 신뢰도, 추세, 손해

진전등에 있어 料率算定者의 判斷이 일부 개입되고 있다.

純保險料法은 순보험료의 산정 및 사업비 혹은 경비의 부과라는 두가지 단계

로 이루어지며,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제 계산요소(손해발생빈도 및 손해심도)가

일정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同一危險集團에 대한 危險度

(損害發生確率 및 平均損害額)를 수리적 또는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예측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순보험료법에 의한 가격산정은 危險

單位數(exposure units) N, 保險事故 發生件數 T, 平均損害額 D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P = T
N

D 25)

損害率法은 동일위험집단의 균형된 수지를 이루기 위해 사업의 운영결과로

24) Bern ard L . W ebb , Conn or M . H arrison , Jam es J . M arkham , "In suran ce

Operat ion s", A M E R I CA N IN S T I T UT E F OR CH A R T E R D P R OP E R T Y

CA S UA L T Y UN D E R W R I T E R S , CP CU 5, Vol II, 1992, p 153.
25) 영업보험료 P '는 예정손해율 (ELR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P ' = P / 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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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實際損害率의 變化에 따라서 保險料를 調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 보험료를 수정하는 척도인 조정요인을 산출하기 때문에 旣存料率을 현실

적인 요율수준으로 調整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손해율법에 의한 조정요인

의 산정은 기존보험료중 純保險料의 構成比率을 E, 實際損害率을 A, 그리고 순

보험료에 대한 調整要因을 M이라 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본공식을 이용하여 조

정요인을 산정한다.

M = A - E
E

한편, 損害率法에 의한 요율산정은 危險單位數와 事故件數를 알고 있다고 가

정하면 이 손해율법은 개별계약에 대한 확률변수인 사고발생율과 사고심도의

기대값에 의해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純保險料法과 同一한 結果를 얻는다.

나 . 保 險經 濟學 的 方 法

아직까지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방법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의 경우 1960년대에 일부 주에서 가격산정시 이를 고려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

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으로 總收益率價格決定法(TRRM : Total Rate of

Return Model), 資本資産價格決定法(CAPM : Capital Assets Pricing Model),

현금흐름할인법(DCFM : Discounted Cash Flow Model) 등이 있다.26)

26) Stephen P . D 'Arcy , "INVEST MENT IS SUES IN PROPERT Y - LIA BILIT Y

INSURA NCE ", F O UN DA T I ON OF CA S UA L T Y A CT UA R IA L S CI E N CE ,

Ch apt er 8, 1990, pp52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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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收益率價格決定法(TRRM)은 1968년에 Ferrari가 제시한 것으로 순소득을 투

자소득과 언더라이팅소득으로 분리27)한 후 投資 所得率과 언더라이팅 所得率의

關係式에 의해 언더라이팅 純所得이 실현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소득율을 구하

고, 이를 가격산정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r E = r A + s ( r A k + r U )28)

∵ r E : 자산 소득율(the rate of return on equity)

r A : 자산의 투자소득율(rate of investm ent return on assests)

r U : 언더라이팅 이익률 (rate of underwriting return)

s : 언더라이팅레버리지율(premiums-to-surplus ratio)

k : 지급준비율(liability-to-premiums ratio, fund generating factor)

資本資産價格決定法(CAPM)은 자본시장에서 株式을 비롯한 모든 資本資産의

危險과 收益사이에 존재하는 均衡關係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에 있어

서 保險契約者의 剩餘金에 대한 投資所得을 價格決定에 반영시키는 하나의 모

형분석방법이다. 즉, 보험가격결정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의 基本模型을 變形

하여 아래와 같이 유도된 언더라이팅 소득율산출공식을 이용하여 價格決定(또

는 料率調整)시 投資所得을 반영한 언더라이팅 所得率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27) 총소득 = 투자소득 + 언더라이팅소득

28) J . David Cum m in s , "Statist ical an d F inan cial M odels of In suran ce Pricin g and

th e In surance F irm ", J ournal of R isk and I ns urance , V ol. LVIII, No. 2, 1991,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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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U = - k r f + U ( r A - r f )

∵ r f : 무위험 이자율 (the risk - free rate of int er est )

r m : 시장의 기대소득율 (expect ed return on m arket portfolio)

U =
Cov ( r U , r m )

Var ( r m )
: 언더라팅이익의 체계적 위험계수

현금흐름할인법(DCFM)은 보험자가 축적하고 있는 자본자산의 期間利益에 대

한 개념을 도입하여 축적된 자산에서 증식된 소득만큼 現價率에 의하여 保險料

를 割引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현금흐름(cash flow)를 기준한 MC법

(Myers and Cohn' s m ethod)과 보험자의 현금흐름을 기준한 N CCI법(N ational

Council on Comp ensation Insurance's 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의

MC법과 N CCI법의 기본모형은 보험자의 사업비와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

우에 보험료 P를 산정하는 공식이다.29)

- MC법

P = L
1 + R L

∵ R L : 기대보험금의 할인율(risk- adjusted rate of losses)

L : 기대보험금(expected losses )

P : 보험료(premiums)

29) 소득세를 포함한 현금흐름모형은 Ⅳ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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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I법

P =
L + D (R c - R f )

1 + R f

= L
1 + R f

+
D (R c - r f )
1 + R f

∵ : 지급보험금기준 잉여금비율(surplus- to- reserve ratio)

D : 지급준비금(reserves)

R f : 무위험 이자율(th e risk - fr ee rat e of in terest )30)

R c : 자본비용(cost of capital)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의 보험경제학적 방법외에 시장의 均衡收益率, 즉 가

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과의 공분산을 추가하여 가격변동의 제변수 또는 위험

을 考慮한 裁定價格決定法(APM : Arbitrage Pricing Model)과 보험거래가 여러

측면에서 선물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옵션가격결정법(OPM : Option

Pricing Model)등이 있다.31)

5. 價格의 運營形態

가격은 산출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형태상으로는 等級料率

(class rate), 매뉴얼料率(m anu al rate), 個別料率(individu al rate), 成果料率(merit

rate)로 분류된다.

等級料率은 하나의 위험집단내 구성원간의 위험도차이를 반영하여 집단을 소

30) R f 은 자본자산가격결정법의 r f 와 동일한 개념을 지닌다.

31) 지범하, 「보험경제학의 측면에서 본 손보사업의 적정보험수지」,『보험학회지』,제

35호, 1990.3,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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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구분(또는 등급)하고, 이 구분된 등급의 危險度를 計量化 또는 料率化

하여 책자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요

율형태(책자사용 : 매뉴얼요율이라고도 함)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요율은 동일위

험으로 분류된 대위험 집단을 다시 위험이 차별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수의 小集

團으로 分類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집단으로 분류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간의 保險料 補助의 문제32)를 약화시켜 보험자의 시장경쟁

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보험자의 수지균형과 계약자의 가격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등급요율은 보험실무에서 요율을

차별화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형태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등급요율은 適用이 간편하며, 요율을 사용하는 과정

에서 費用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등급요율은 유연성이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등급요율이 동질적인 위험집단에게 동일한 위험도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나 완전히 동질적인 위험집단은 이론상으

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등급내의 개개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요율은 너무 높

거나 너무 낮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등급요율은 등급내의 평균적인 위

험도를 반영하지만 등급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평균적인 개별 위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등급요율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야기된다.33)

32) 동일위험집단의 보험료는 동집단에 속하는 개개위험물건이 동일한 위험도를 지니

고 있다는 가정하에 평균위험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산정시

설정한 동일한 위험도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단은 낮은 위험도를 지

닌 위험물건이 높은 위험도를 지닌 위험물건을 보조하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일반

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등급을 세분화하거나 개별요율 또는 성과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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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는 選別的 引受(selective underwriting)이다. 만약 언더라이터가

담보위험의 인수에 대한 전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언더라이터라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등급내의 어떤 사람에게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해

요율이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다면 보험회사는 요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계

약의 인수를 거절하고 요율이 높은 사람만을 인수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危險分類에 있어서의 지나친 細密性이다. 동일분류에 속하는

개개인의 처한 위험을 불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적게하기 위해서 동일 분류에

속하는 위험을 더 細分化(subclassification)하여 각기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料率에 대한 信賴性이 적어지게 마련

이고, 그 반면에 예정했던 확률을 실제로 얻으려고 한다면 위험의 수를 될수록

많이 늘려야 하므로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個別料率은 다수의 동질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급요율을 산정하여

활용할수 없는 경우에 全的으로 保險目的物이 처해 있는 危險을 요율산정자가

個別的으로 검토하여 算定하는 요율이다. 이 개별요율에는 요율산정자의 판단

에 의한 判斷料率과 料率算出表(schedule rating)에 의한 요율이 있다.

개별요율중 判斷料率은 위험에 대한 引受者의 評價에 따라 요율이 쉽게 변

경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料率算出表에 근거를 둔 요율은 판단요

율 보다는 유연성이 적으나 다른 장점이 있다. 요율산출표에 의한 개별요율산

정은 개별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統一性을 도모하며, 또한 피보험자로 하여금

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며 피보험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하

33) Bern ard L . W ebb , J .J . Launie, W illis P ark Rokes an d Norm an A . Baglin i,

"In suran ce Com pany Operat ion s : Volum e II", A M E R I CA N IN S T I T UT E F OR

P R OP E R T Y A N D L IA B IL I T Y UN D E R W R I T E R S , 3rd E dition , 198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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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쉽게 說明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個別料率도 등급요율과 비교할 때 많은 管理費用이 소요

되는 단점이 있다. 즉, 숙련된 査定人 및 專門技術要員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

고 개별요율의 適用에 時間이 많이 소요되어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요율산출표

를 근거로 하는 요율은 보험목적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요율전문가가

결정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成果料率34)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는 위험집단내에서도 개개위험물건을 중

심으로 볼 때 위험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등급요율

에 個別危險度를 반영하는 요율이다. 이와 같은 요율은 등급요율이 특정피보험

물건에 적정한 수준의 요율을 適用하는데 限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

정한 料率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成果料率은 等級料率과 個別料率을 절충한

요율이라 할 수 있다. 즉, 성과요율은 개개의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그리고 예상

되는 손해와 경험 혹은 경비를 근거로 애초의 등급요율을 상향 또는 하향시킨

요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요율은 豫定料率, 經驗料率 및 遡及料率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豫定料率(schedule rate)35)이란 보험자가 특정 피보험자의 장래 손해액을 평

가하고, 이 평가를 근거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장래 적용할 매뉴얼 요율을

조정하는 요율로 다른 두가지 형태의 성과요율보다 덜 복잡하며 더 탄력성이

34) 미국의 경우 배상책임보험분야에서 경험요율, 소급요율, 스케쥴요율 등의 성과요율

을 사용하고 있다.
35) 보험목적이 처해 있는 위험을 평가를 위한 요율산정표의 평가결과에 의해 전적으

로 결정되는 개별요율과 달리 예정요율은 등급요율을 근본요율로 하여 경영활동이

나 손해통제활동에 따른 언더라이터의 평가에 의하여 할인 및 할증하는 요율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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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율이다. 예정요율은 보험상품 구매자의 經營活動이나 損失統制活動에

의해 언더라이터의 評價36)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요율로 보험상품의 구매자에게

요율할인혜택을 부여하거나 요율할증을 부과한다.37)

經驗料率(exp erience rate)은 피보험자의 過去實積에 따라 매뉴얼요율을 조정

하여 장래에 적용할 요율을 새로이 산출하는 형태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실제

로 발생한 사고실적을 근거로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현행

매뉴얼 요율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보험료는 현재년도가 아닌 과거실적을 이용

하여 장래의 요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경험요율제도는 소급요율제도와 구분하여

事後經驗料率制度(prosp ective rating plan)라고도 한다.

遡及料率(retrospective rate)이란 소급경험요율이라고도 하며 특정 保險期間

동안의 피보험자의 실제 經驗資料를 根據로 특정 기간내의 최종보험료를 定算,

決定하는 요율을 의미하며, 일종의 제한적인 自家保險(self insurance)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통상 標準保險料인 개산보험료를 지급

하고 보험계약이 만기가 된 후 보험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

약자의 손해실적을 근거로 遡及保險料를 결정한다. 이는 특정 보험기간 동안의

실제 손해를 근거로 동 기간의 보험료가 산출된다는 점에서 사후경험요율과 대

조를 이룬다.

36) 이론적으로는 언더라이터의 평가에 의해 할인 및 할증폭이 결정되다고 할 수 있으

나 실제 적용에서는 경쟁이 할인과 할증폭을 결정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37) Bernard L . W ebb , J .J . Launie , W illis P ark Rokes and N orm an A . Baglin i, op .

cit .,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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