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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손해보험 활성화 방안

-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 사례를 중심으로 -

세계경제와 시민사회

안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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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업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손해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해

□ 국내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 및 리스크 전가 비율을 미국 사례와 비교를 통해

□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 개별기업, 금융기관, 손해보험회사, 금융당국 등 구성원들의 역할 등 시사점 도출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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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Insurance Report(정홍주, 2018,10월)에서 생보사와 손보사의 구성비*를 제조업 강국

선진국과 비교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열위한 손해보험산업의 활성화 등 한국보험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미국 61%, 독일56%, 한국43%, 중국41%, 영국33%, 일본27%



위험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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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은 사고 발생과 경제적 손해가 예측 손해를 상회할 것인지의 불확정성

□ 위험은 금융시스템 마비 또는 국가경제시스템의 붕괴로 그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보험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

□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을 만들고

□ 우연한 사고 발생시 공동자금에서 금액 지급 →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

Hedge



국내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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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은 2017년 손해보험료로 2011년 대비 71.8% 증가한 6조 8,149억원 지출

□ 중소기업이 전체의 79.0%(5조 3,865억원)으로 대기업에 비해 5배 이상 보험료 지출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성장률

대기업 12,807 15,756 16,787 18,841 13,947 14,621 14,284 11.5

중소기업 26,854 29,664 32,011 35,609 45,732 49,644 53,865 100.6

전 체 39,661 45,420 48,798 54,450 59,679 64,265 68,149 71.8

<기업규모별손해보험료지출현황> (단위:억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보험연구원, 기업의손해보험료지출현황과시사점

성장률 : 2011년대비 2017년성장률



국내 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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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 고

대기업 0.06 0.07 0.07 0.08 0.07 0.07 0.06

중소기업 0.23 0.25 0.26 0.28 0.32 0.33 0.33

전 체 0.12 0.13 0.14 0.15 0.17 0.18 0.17

<기업규모별리스크전가비율현황> (단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보험연구원, 기업의손해보험료지출현황과시사점

□ 국내 기업은 리스크 전가 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0.17%수준의 보험료 지출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5배 수준의 리스크 전가 비용 지출

※ 리스크 전가 비율 :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비율



미국 vs 국내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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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업은 리스크 전가 비율이 0.98%

□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에 비해 리스크 전가 비용 지출이 1/5 수준 (선진국일수록 손해보험 활성화)

☞ 손해보험 가입 확대로 리스크 관리 필요성 및 손해보험 산업 활성화 필요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 고

미 국 - - 1.09 - 1.06 1.01 0.98

한 국 0.12 0.13 0.14 0.15 0.17 0.18 0.17

<기업규모별손해보험료지출현황> (단위:억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보험연구원, 기업의손해보험료지출현황과시사점
www.rmmagaxine.com



□ 중소기업 중심으로 리스크 전가를 위해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 국내 기업의 리스크 전가 수준은 미국에 비해 1/5로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의 수단의 하나로써 손해보험산업의 활성화가 필요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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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_2017)

ㅇ 미국, 영국, 호주처럼 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준을 국가규격으로 제정 운영

ㅇ 기업성 보험애 대하여 손해보험사가 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와 성과요율제도를 연계 운영

ㅇ 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리스크관리를 확산하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시사점

□ 개별기업은 기업성 보험가입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등의 자체노력이 필요하고,

□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보상한도 증액 등을 통해 가입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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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은 리스크 헷지를 위해 기업성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또는 여신 심사시 우대 정책 모색



시사점

□ 금융당국은 최근에 과 도한 출재가 원수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손해

보험 가입 등을 저해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별 맞춤형 상품 개발 경쟁력 강화, 언더라이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원수보험 최소 10%이상 의무 보유 조항 신설 (보험업감독규정 신설_2019.1월 시행예정)

→ 향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비율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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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년 8월 누계 2018년 8월 누계

비고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출재율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출재율

일반보험 35,084 18,604 53.03 36,068 17,642 48.91

자동차 101,725 3,096 3.04 100,755 2,981 2.96

장 기 156,786 15,721 10.03 172,989 17,837 10.31

<국내주요손보사출재율비교>
(단위:억원,%)

자료 : SGI서울보증
일반보험 : 화재,해상,기술,책임,상해, 기타특종등 8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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