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國內保險産業의 MAI 關聯事項

1. 市場接 近 (Ma rket Acce s s )上의 障碍要 因

1997년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新規設立은 전국규모의 순수내국 생명보

험회사의 허가기준 과 지방생명보험회사 설치허가기준 에 의하여,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은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

과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허가 기준 및 합작생명보험

회사의 설립허가기준 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신규설립의 適正性與否를 결정하는 ENT 조항이 너무

자의적이고 투명성이 없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정부당국은 1997년부

터 ENT 조항을 폐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保險會社設立許可基

準 을 1997년 4월 19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 동 기준에는 주주(내국인

주주 및 외국인 주주)의 자격, 최소납입자본금 또는 최소영업기금에 대한

요건 및 허가신청서류의 제출, 허가심사기준, 허가절차, 허가심사기간 등

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명시

되어 있다11).

이러한 保險會社設立許可基準 의 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요건

및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요건이 완화되고 허가심사기준의 客觀性과

透明性이 제고됨으로써 외국보험회사도 주주12) 및 최저자본금조건을 충

족하는 한 내국민대우를 보장받게 되었으므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11)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은 <附錄 2> 참조.

12) 본국에서 保險事業許可를 취득하고 保險事業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 외국

인주주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

며, 이 경우 외국인주주에 대한 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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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國民待遇(de jure National Treatment)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de facto National Treatment)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

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의 <表 Ⅲ-1>은 MAI 내

용 중 국내보험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表 Ⅲ - 1> MAI關 聯 國內保險制度

MAI의 내용 보험관련제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경제적수요심사제도(1997.1 폐지)

·국내지점대표자의 상주의무

·손해보험 공동인수협정

·모집관련 상호협정

·상품개발규제

건전성규제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규제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요율규제

·지급여력

·책임준비금

·보험보증기금

핵심인력이동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출입국관리법)

독점 및 국영

기업에 관한 사항
·공영보험

송금
·국내지점의 이익잉여금송금시 감독원장 신고

·이월결손금에 대한 보전의무

현재 법상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월

결손금에 대한 보전의무13), 국내지점대표자의 상주의무14) 및 이익잉여금

13) 外國保險會社 國內支店은 본국에 있는 본점과는 독립된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결손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

부터 60일내에 본점에서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함.

1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대한민국안에서 상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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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금시 신고의무15), 국내재산 보유의무(손해보험)1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인 차별대우 이외에도, MAI에서는 특정 법규나 조치로 인

해 외국보험회사들이 자국시장이나 제3국시장에 비해 보다 심한 제약을

받는 경우나 내국보험회사를 외부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는 없으

나 법규나 조치에서 파생되는 효과 때문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진입

을 어렵게 하거나 기진입한 외국업체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도 사실상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7) .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2 . 營業活 動上의 障碍 要因

가 . 판매채널의 制限

生命保險會社의 1997회계년도 판매채널별 市場占有率(<表 Ⅲ-2>참조)을

초회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집인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구분할 경우, 개인보험

15)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이익잉여금을 본점 등으로 送金하고자 하는 때에

는 송금일을 정하여 10일전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6) 외국보험사업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담한 債務(그 본사에 대한 부채와 이연

부채를 제외한다)와 營業基金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재산(이연자산을 제외한

다)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함.

17) MAI에서는 완전한 투자자유화의 예외로서 법적·사실적 내국민대우 위배조

치에 대하여 유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留保事項에 대해서

는 협정체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협상 및 심사 등을 통한 자유화협상이 계속

될 전망임. 특히 사실적 내국민대우 위배사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엄격한 유보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

한 분쟁해결절차가 뒷받침되고 있는 MAI하에서 사실적 차별조치를 유지·

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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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집인의 비중이 91.7%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表 Ⅲ - 2> 生命 保險 판매채널별 初 回保險料 比重 推移

(단위 : %)

기 간

구 분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전 체

회사직급 20.6 21.1 24.2 39.2 35.5
모 집 인 78.1 78.0 74.8 60.0 63.1
대 리 점 1.2 0.8 0.9 0.8 1.3
기 타 0.1 0.0 0.1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book , 각년도 및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 각호.

이러한 모집인의 높은 판매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규로 진입

한 보험사의 경우 모집인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

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타사 모집인의 스카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

집인판매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

나친 모집인 스카웃경쟁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생명보

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및「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

협정」의 경우 본래목적과는 달리 국내에 신규진입하려는 외국사의 경우

모집채널상의 제한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즉, 협정내용

중 타사의 모집인이었던 자를 등록말소후 일정기간이내에 자사의 모집인

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스카웃방지규정이 보험회사를 신설할 경우

실질적인 경쟁제한조치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의 대체할 수 있는 판매채널로서 독립대리점

이나 보험중개인 또는 근래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험선진국에서 활

성화되어 있는 TM이나 인터넷판매 등은 아직 도입역사가 일천할 뿐만아

니라 관련제도의 미비와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판매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며, 보험상품의 은행창구판매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18)(<表 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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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따라서 상대적으로 모집인채널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반면 타판매

채널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의

경우 판매채널전략 수립에 제한을 받게 된다.

<表 Ⅲ - 3 > 유럽國家 個人生 命保險 판매채널 별 市場占有率

(단위 : %)

판매채널

국가

보험

중개인

전속

대리점

은행,

건설조합

직접판매

회사
회사직급 전화판매

벨기에 57 9 19 13 2 0

프랑스 7 13 55 18 2 5

독일 30 61 7 1 1 0

이탈리아 11 43 20 19 7 0

네덜란드 45 7 18 13 1 16

스페인 12 48 23 7 9 1

스웨덴 26 2 22 38 2 10

스위스 9 2 1 87 0 1

영국 45 7 13 33 0 2

資料 : Nuttney, Andrew, The Marke ting and Dis tribution of European Ins urance ,
Datamonitor, 1995

이러한 판매채널의 제한성은 국내 보험산업, 특히 생명보험산업의 寡

占的 産業構造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表 Ⅲ-4>에서 보듯이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

핀달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가 1987년 이후 신설사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1995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1997년

현재 33개 보험회사중 3개의 대형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전

체 수입보험료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부실금융기관들의

시장에서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금융기관 선택시 안정성이 중

18)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한 보험모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의 보험대리점 등록신

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31 -



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대형3사의 시장점

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시장집중도는 일부 대

형사들이 보험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

규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의 시장침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表 Ⅲ - 4 > 生 命保險市場의 市 場集中度 推移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입보험료

상위3개사

기존6개사

71.9

94.2

65.5

87.2

66.6

85.6

64.5

81.8

60.3

76.8

59.7

73.7

61.3

73.1

63.9

74.8

67.2

75.8

허핀달지수 0.2029 0.1739 0.1746 0.1658 0.1444 0.1409 0.1460 0.1547 0.1729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각년도.

損害保險의 경우에도 1997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41.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모집인에 의

한 판매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 가계성보험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체의 43.9%를 차지함으로써 판매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손

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모집

인의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계보험시장에서의 외국사

의 영업력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表 Ⅲ - 5 > 損害 保險 판매채널별 收 入保險料 比重 推移

(단위 : %)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회사직급 13.1 14.2 12.8 10.6 13.2
모 집 인 27.4 30.4 33.7 41.0 43.9
대 리 점 51.9 44.4 41.9 41.8 41.1
공동인수 7.69 11.0 11.6 6.3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 및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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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獨占的 保險서비스 供給機關의 存在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國民年金, 醫療保險, 産災保險 등을 독점적으

로 공급하고 있으며, 遞信保險의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저렴한

사업비 및 전국적인 점포망을 토대로 민영보험회사와 경쟁하고 있다. 또

한 이들 보험은 민영보험의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대부분은

민영보험과는 달리 강제가입 또는 국고보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

론 이러한 공영보험은 대부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보험서비스를 시장

경쟁에 맡겨두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일

부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19)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점적, 배타적인 보험서비스 공급기관의 존재는 그 자체가 장

벽은 아니지만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간접적인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表 Ⅲ - 6 > 公 營保險 運營現況 (199 6年度 )

(단위 : 백만원)

보 험 명 관 련 법 령 보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국 민 연 금 국민연금법 7,425,700(명) 4,943,556 1,117,644

공 무 원 연 금 공무원연금법 971,303(명) 2,475,936 2,420,561

19) 예컨대, 산재보험의 경우 덴마크, 싱가폴, 핀란드, 포르투칼에서는 민영보험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공공기관과

민영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미국, 프랑스 등

에서는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활발하며,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일정소득

이상자에게는 민영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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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6> 계속

보 험 명 관 련 법 령 보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립학교직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법
교직원:191,949(명)

학교:2,668(기관)
409,795 344,435

의 료 보 험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

료보험법

46,344(천명) 6,210,536 5,042,467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56,894(명) 1,675,402 1,355,337

수 출 보 험 수출보험법 155,595(건) 51,510 72,129

체 신 보 험
체신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
1,662,804(건) 2,522,621 1,909,654

고 용 보 험 고용보험법 338,218(명) 777,650 30,526

註 : 고용보험은 1997년 3월말 기준.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및 노동부,『고용보험통계월보』

다 . 資金調達方法의 規制

그동안 保險會社의 資産運用規制는 보험사의 자율과 경쟁촉진 및 외국

과의 정합성제고 측면에서 수차례 완화되어 왔으나, 보험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규제는 주요 보험선진국이나 타금융권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엄

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험료수입과 증자를 제외한 보험

사의 자금조달방법은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

도, 콜머니중개기관을 통한 콜머니,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

입, 그리고 지급여력 확충을 위한 후순위차입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자율성을 인정해주

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은행차입이나 CP 및

사채발행을 규제하는 것은 타금융권과의 형평성이나 국제적인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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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7 > 主要國의 資金調 達規制 現況

대상

국가
규제여부 자금조달방법

미 국

- 법적규제없음 - 일반자금조달 수단

단기 :CP발행,단기차입,양도성대부(Asset Trading)
장기 :사채,부동산저당부사채,유로채

일 본

- 보험감독법상

제한없음

- 행정지도에 의

한 제한

- 당좌차월, Impact Loan, CP발행, RP매매,
후순위채발행

영 국 - 법적규제없음 - 일반자금조달 수단 :은행차입, 채권발행, 유로채

독 일

- 법적규제없음

- 행정지도를 통

해 단기자금

차입인정

- 단기자금: 당좌차월, 은행차입, 콜머니조달, RP매도

프랑스 - 법적규제없음
- 주식회사:Impact Loan, 은행차입, CP발행, 사채발행

- 상호회사:차입제한

한 국 - 법적규제
- 당좌차월, RP매도, 콜머니,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후순위차입

註 : Impact Loan이란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

하여 이를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용도의 제한없이 대출하는

거주자외화계정임.
資料 :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 1996.1.에서 재작성.

이러한 자금조달상의 규제 뿐만아니라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투자비율

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투자비율제

한을 두지 않고 있는 채권이나 대출 등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투자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국내사에게도 적용되므로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은 아니나, 외국보험회사들에게는 자

국이나 제3국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資金調達이나 資産運用상의 自律性

을 제약하므로 무차별적인 규제(non-discriminatory regulation)로서 차별적

인 규제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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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商品開發의 制限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상품인가체계는 상품의 판매전에 금융감독원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상품 과 판매후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인가에 갈음하는 사후보고상품 으로 구분된다. 그

러나 아래 <表 Ⅲ-8>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상품의 비중은 저조한 상황

이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신상품의 대부분은 상품개발기준에 준하여

개발된 보고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表 Ⅲ - 8> 新商品 認 可實績 推移

구분 연도 FY'93 FY'94 FY'95 FY'96 CY'97

생명보험

신고상품 16(17.2) 11(7.6) 11(7.3) 10(6.0) 24(8.3)
보고상품 77(82.8) 134(92.4) 140(92.7) 156(94.0) 266(91.7)

소계 93(100.0) 145(100.0) 151(100.0) 166(100.0) 290(100.0)

손해보험

신고상품 17(47.2) 14(48.3) 17(30.4) 15(20.5) 16(18.6)
보고상품 19(52.8) 15(51.7) 39(69.6) 58(79.5) 70(81.4)

소계 36(100.0) 29(100.0) 56(100.0) 73(100.0) 86(100.0)

資料 : 보험감독원

또한 신고상품의 경우에도 慣行上 타금융권과의 경쟁상품이나 제3분

야보험 또는 선진국형 신상품 등 시장성이 있고 획기적인 상품은 타사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주로 業界 共同商品의 형태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회사간 상품의 差別性이 제한적이다. 한편 공동상품 개발과정에서

도 외국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사의 인수정책에

부합되지 않아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의

경우 96회계년도에 판매된 510종(특약제외) 중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10

개 상품 중 8개가 공동상품으로서 이들 상품이 전체수입보험료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97회계년도 전체 원수보험료의

57.9%를 공동상품이 차지하는 등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높

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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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품개발상의 제한이 그 자체로는 외국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영업망을 지닌 국내사에 비해 영업력이

뒤지는 외국사들의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가격에서 차별성을 지니지 못함

으로써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 損害保險 共同引受協定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

인수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

한 상호협정의 4개의 공동인수협정이 운영되고 있으며(<表 Ⅲ-9> 참조)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제외하고는 국내 손해보험

회사만이 이들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共同引受協定의 경우 원칙

적으로 외국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사가 공동인수협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신규회원 가입에

동의(다수결 또는 만장일치에 의한 의결)하고 협정을 변경한 후 변경된

상호협정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필

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사들의 협조없이는 공동인수협정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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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9 > 損害保險 共同引 受協定 現況

협정

구분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 인수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운영

기관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재보험 11개손보사 중

1개 간사사

보험

종목

화재보험, 조립보

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

산종합보험, 운송

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박건조보험, 항공보

험, 화재보험, 동산종

합보험

원자력관련보험 자동차보험

대상

물건

- 방위산업과 관련

된 보험계약

- 국유건물과 관련

된 보험계약

- 500톤미만 무선급소

형선박의 선박보험

- 방위산업관련 해상

적하보험,선박건조보

험 및 항공보험계약

- 관세법 제65조에 규

정한 지정보세구역

과 특허보세구역중

영업용보세장치장 ,
영업용보세창고, 보

세전시장, 보세판매

장 및 동법 제67조
의 허가를 받은 타

소장치장 관계 보세

화물의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계약

원자력관련물건 회원사가 인수

거부한 자동차

보험계약

참여

회사

11개 국내손보사 11개 국내손보사 11개 국내손보

사, 대한재보사

11개 국내손보

사, 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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