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의 자산관리 서비스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쓰이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란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산의 보존에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

를 주로 지칭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그 영역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자산 

형성 및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까지를 통칭하는 표현이 되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PB 및 은퇴설계 서비스, 증권의 WM와 CMA 및 랩어

카운트, 보험의 경우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 자

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 서비스인 

국민연금의 연금 그리고 사적영역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산층 및 부유층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영국의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와 독일의 보험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회사 MLP

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 공적영역의 서비스

공적영역에서 제공하는 재무관련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국민연금에

서 제공하는 “내 연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내 연금”에서는 노후설계상담, 노후준

비 등에 대한 자가진단, 재무설계, 노후설계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하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무설계의 경우 국민·퇴직·개인연금 정보 입력 시 예상 연금액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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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층 연금설계, 노후의 재무적 필요 및 준비상황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간단재무

설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결혼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등의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전략을 제공하는 생애자무설계, 그리고 종합설계

에서는 본인의 정확한 연금예상액을 알려주는 내 연금 알아보기와 앞서 언급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현재의 소비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무설계를 제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내 연금 서비스는 이용료가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고, 온라인을 통

한 자동계산 및 상담은 물론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편리

하게 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

서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Ⅲ-1> 국민연금 “내 연금” 재무설계서비스

자료: 국민연금 “내 연금” 서비스 홈페이지.

하지만 공적영역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상황과 준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선에

서 서비스가 종결되고 자산관리 서비스의 실질적인 역할인 어떠한 금융상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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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앞으로 닥칠 재무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나. 은행

1)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PB)은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PB)

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을 대상으로 재무 및 비재무 영역을 망

라한 종합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하나은행이 PB영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2010년 기준으로 현재 14개 은행

이 P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B전용 영업점의 수는 2010년 기준 101개로 확대

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PB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는 2010년 6월 

기준 29만 5천 명이며 관련 수신액(예금, 신탁, 수익증권)은 약 86조 4천억 원 정도

이다.30) PB 고객의 비중은 전체고객의 0.2% 수준이지만 전체 가계수신에서 PB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10년 6월 말 기준 12.9%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1> PB 업무 규모

도입시기 06년 말 09년 말 10년 6월 말

고객 수 20만 3천 명 29만 2천 명 29만 5천 명

수신액 63조 7천억 원 83조 7천억 원 86조 4천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2010).

적은 숫자의 고객이 수신비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PB 서비스를 이용하

는 계층이 거액자산가임을 의미하는데, 거액자산가를 PB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

다수 은행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만 PB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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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경우 PB 서비스의 최소 가입기준은 5억 원이며, 신한은행의 경우 5억 

원 이상(골드클럽) 등 거액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PB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최

근 들어 PB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소 가입금액 기준을 금융자산 1억 원 정도로 다소 

완화한 PB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다.

<표 Ⅲ-2> 시중은행의 PB 현황

구분 PB전문인력 PB 서비스 자산기준 PB영업점

국민은행 95명
HNWI 센터 30억 원 2개

Gold and Wise 5억 원 23개

신한은행 117명
PB센터 5억 원 12개

PWM센터 3억 원 12개

하나은행 190명
Gold Club 5억 원 15개

VIP Club 1억 원 146개

우리은행 52명
Two Chairs 10억 원 6개

PB 영업점 1억 원 39개

자료: 서병호(2012), 정진하(2010) 및 각사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함.

은행의 PB는 고객의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종합서비스

를 지향하고 있다. 은행의 PB 서비스는 크게 금융종합서비스, 부동산종합서비스, 세

무법률 자문서비스 그리고 기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예금, 수익증

권 및 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재무적 필요를 채

워주며 부동산종합서비스의 경우 부동산투자를 기본으로 하여 임대차관리 등의 서

비스까지 제공한다. 또한 세무법률 서비스의 경우 기업운영 관련 세금 자문에서 양

도 증여를 포함한 부의 이전을 위한 서비스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타 서비스의 경우 건강관리, 친목, 교육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의 PB는 앞서 자산관리 서비스의 특징으로 

언급한 개별성, 복잡성, 맞춤형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입금액이 최소 1억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자본의 축적기에 있는 고객들이 이용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서비스가 거액자산가의 자산보존 및 승계에 초점을 맞춘 서비

스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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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설계 서비스

최근 들어 노후의 경제적 대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에 다소 치우쳐 있던 은행권은 요즘 들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설계 서비

스를 개설하여 고령화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신한은행(2014), 하나은행(2014), 국민은행(2013) 등은 각각의 은퇴설계 브

랜드를 론칭하였다. 연금 상품과 관련한 재무 중심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등까지 챙기는 고령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 4월 “신한미래설계”를 론칭하였다. 신한미래설계의 차별

화되는 점은 기존의 은퇴설계 서비스가 주로 연금 상품을 제시해 주는 수준에 머물

렀다면, 신한미래설계 서비스는 고객의 현재 재무상황과 은퇴 이후 원하는 소비수준 

및 필요한 재무자원의 조달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약 70여 개 지점에 미래설계센터를 오픈하여 은퇴생활비 관리를 위한 

미래설계통장, 중위험·중수익의 은퇴포트폴리오 제공, 은퇴준비상황 진단서비스, 상

속·증여 심층상담, 은퇴교실 제공 등 고령화에 대응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의 소비성향 및 형태에 부합하는 미래설계 카드를 제공하며, 특히 은

퇴 이후 공적연금 수급기까지 소득단절기의 대체 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연

금 상품(크레바스연금 및 펀드) 그리고 보증료와 설정비를 면제한 주택연금 상품(크

레바스 주택연금) 역시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구성을 통해 소비자의 재무목표

에 따른 복잡성 및 맞춤형 서비스의 형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 높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내교육을 통해 은퇴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300여 명의 은퇴설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할 계

획이다.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신한미래설계통장의 경우 론칭 8

개월만인 2014년 12월 현재 70만 계좌가 개설되었고 은퇴 관련 신상품 판매액이 1

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거래 고객 중 88%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은퇴를 앞둔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31)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은퇴설계·연금 통합브랜드인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47

행복노하우를 2014년 9월 론칭했다. 하나금융 행복노하우의 특징은 은퇴와 관련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금융계열사가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유기적 관

계를 유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나·외환 은행은 행복노하우 통장을 제

공하여 연금수급편의와 더불어 우대이율 및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한다. 하나 대투

증권은 하나UBS행복노하우 연금펀드를 제공하고 UBS와의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위험률 및 수익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한 펀드상품을 제공한

다. 또한 행복노하우 CMA를 제공하여 연금수급자가 별도의 은행 은퇴계좌개설 없

이도 다양한 은퇴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생명보험은 행복노하우 연금

보험을 내놓았는데 10년 이상 유지 시 구간별 보너스 금리가 지급된다. 보너스 적립

액은 보험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 120회 차에 전일 적립액의 2%

를 지급하며 180회 차에는 전일 적립액의 1.5%, 240회 차에는 전일 적립액의 1%를 

지급한다. 또한 하나카드는 고령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행복노하우 카드를 론칭하였다. 비재무 영역 서비스로는 기존의 PB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복파트너라는 은퇴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금융 관련 상담뿐만 아니

라 재취업, 봉사 등에 대한 상담 역시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KB 골든라이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 골든라이프 서비스의 

차별점은 기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에서 벗어나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을 통해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생활비 등 간단한 질문지 응답을 통해 노후생활에 희망

하는 생활수준에 필요한 자금 수준과 그에 대한 재무상황과 부족한 정도를 진단하고 

개인별로 맞춤 상품을 제안해주고 있다. 또한 은퇴시기부터 공적연금 수급기까지의 

소득단절기의 소득원 마련을 위한 골든라이프 적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라는 컨셉에 맞추어 장기간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으로 최장 10년간 나누어 수령하는 상품이다. 비슷한 개념의 가교형 연

금 상품으로는 골든라이프 예금이 있는데 이 상품은 골든라이프 적금과 달리 목돈을 

31) 신한은행 보도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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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해 공적연금까지의 소득단절기의 대체소득을 마련해 주는 상품이다. 또한 KB

카드에서는 노령층의 소비성향에 맞춰 병원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골든라

이프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적 영역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재무 영역에서는 

재취업, 창업, 건강 여가 등의 비재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은행 역시 “IBK 평생설계” 브랜드를 도입하였다.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에 필

요한 전문가 220명으로 구성된 ‘평생설계 플래너’를 양성하여 각 영업점에 배치하여 

금융상품, 노래교실, 상조·장례, 건강검진, 재취업·창업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업권의 서비스를 두루 갖추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퇴설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카드를 총망라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종합서비스는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한 고령층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개별성, 복합성 그리

고 맞춤형 서비스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

<표 Ⅲ-3> 주요 금융그룹의 은퇴설계 서비스

구분 신한 하나 KB

은행 미래설계통장 행복노하우통장 골든라이프 예·적금

증권 크레바스 펀드
하나UBS 

행복노하우 연금펀드
행복노하우 CMA

-

보험 크레바스 연금예금 행복노하우 연금보험 -

카드 미래설계카드 행복노하우 카드 골든라이프 카드

기타 크래바스 주택연금 - -

자료: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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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설계 서비스 이용 후기

A은행에서 제공되는 은퇴설계 서비스를 방문하여 실제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아 

보았다. 서비스는 PB 센터와 공유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고 쾌적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은 현재의 

나이 및 예상은퇴연령, 은퇴이후 희망 소비 및 소득수준, 현재 소득현황, 자산보유현

황, 예상 인플레, 기대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저축 산출 및 필요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해당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시점의 원하는 소비수준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저축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 하는가에 관한 자료가 즉시 출력되었다. 저축을 

위해 어떠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에 있어서는 특히 절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담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어서 금융지

식 및 정보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축 

포트폴리오로는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펀드를 주로 추천하였는데, 해당 금융지주회

사의 상품보다는 객관적인 수익률을 근거로 하여 추천을 해주어서 수익률을 무시한 

자사상품판매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객의 정보접근성의 측면

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경우 급여정보(급여이체를 해당은행을 받는 경

우), 대출정보(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고객의 정확한 재무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담자들은 보험판매 및 펀드판매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상담을 맞

아 신뢰도가 높은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상담서비스의 결과를 5장 내외의 리포

트 형식으로 제공해 주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고객의 월 소득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액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필요 저축액 역시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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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권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PB)의 경우 자산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증권사

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자산증식을 위한 서비스에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시장을 키

워 나가고 있다. 특히 거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를 개설하여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1)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 서비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PB(Private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삼성증권은 2000년 3월부터 Fn Honors Club을 론칭하여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여, 금융투자 상담은 물론, 노후설계, 상속, 자녀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대우증권, LG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여러 금융

투자 회사들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증권사의 PB가 제공하는 금융포트폴리오의 경우 예금, 수익증권, 보험 등 전 금융 

업권을 아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2) 또한 서비스의 대상은 대략 금융자산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은행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한 까닭에 증권사의 PB는 은

행 PB 서비스만큼 큰 성장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은행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성

32) 증권업계 PB 담당 임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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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시작한 것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상을 거액자산가가 아닌 중산층에 맞춘 다음

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종합주가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

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펀드에 가입

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투자 수

익률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막연한 펀드투자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

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니즈의 증가에 따라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

비스는 고객의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주식, 채권, 펀드, ELS, 선물, 옵션, 

ELW 등 모든 투자상품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합

적인 투자상품을 고객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공하

며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MA의 경우 투자자

산의 종합적 관리 분석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과 결합하여 자유입출금

이 가능하고 다양한 투자기능으로 은행권의 자유입출금식 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여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어 2014년 9월 현재 개인기준 약 1,085만 계좌

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신액 규모는 3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였다.33)

자산관리 서비스 중 투자조언 및 대리 기능을 갖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또한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경우 최소가

입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은행이나 증권의 PB보다 낮으

며 펀드상품에 비해 구체적인 운용방향이 제시되어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관

리가 가능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받으며 자문

형 랩어카운트는 2001년,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2002년 판매를 시작하여 2014년 9월 

현재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의 경우 수신고가 약 70조 원으로 짧은 기간에 큰 성장

을 이루었다.34)

33)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http://freesis.kofia.or.kr/).

34)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http://frees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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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주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가입금액과 특징

증권
사

분류 상품명
최저

가입 금액
특징

대우

증권

본사
운용형

폴리원 1,000만 원

● KOSPI 자산배분모델 시그널에 따라 ETF 투자하
는 자산배분형 랩

● 시그널에 따라 주식ETF와 채권ETF, RP를 이용
해 주식 편입 비중 조정

분할매수랩 1,000만 원

● 일정수준의 코스피 범위를 정한 후 50pt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지수가 하락해 해당 구간에 진입
할 경우 10%씩 레버리지 ETF를 분할 매수 

● 고객이 지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ETF를 매도하
여 수익을 실현시킴

자문형
대우

(자문사)랩
상품별
상이

● 고객의 투자 니즈에 따라 다양한 자문형 상품 투자 
가능

● 현재 15개 운용자문사 상품 판매 및 운용 중

미래

에셋

증권

지점
운용형

Premier 
Multi 랩

3,000만 원
● 미래에셋증권 지점
● 투자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본사
운용형

Safe 
Plus 랩

1,000만 원
●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정

추구형 MP를 기반으로 2등급 이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산 배분

자문형
Best 

Selection 랩
3,000만 원

● 미래에셋증권이 선별한 우수투자자문을 기초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 운용형 랩

삼성

증권

본사
운용형

삼성정석
포트폴리오

1억 원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커버리지 종목 활용
● 개별기업보다는 국제경쟁력이나 성장성을 중시

하며, 경영진이 합리적,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
업에 투자 

● 환율, 유가 등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라 포트폴
리오를 조정

자문형

Blend
집중형
(자문:
케이원)

1억 원

● 미래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고, 장기
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우량주 중
심으로 투자(가치 지향적 종목 발굴)

● 인덱스를 추종하기 보다는 핵심 기업에 집중 투
자하여 수익 추구

자료: 각 증권사, 더 벨(2013) 자료 재구성.

3)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한계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는 CMA와 랩어카운트 상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하고 시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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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서비스이다. 또한 가입금액 역시 낮은 편으로 중산층이 접근하기에도 비교적 용

이한 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혹은 

랩어카운트 상품을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근본

적인 문제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목적이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에 대응하는 

형태의 자산관리가 아니라 단순히 투자이익의 최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는 

점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다양한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애자산관리 서비

스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라. 보험

1) 보험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이전까지 보험사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험은 인적, 물

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보험상품의 비과세 기능을 이용한 재테크 및 상속 

기능 등 여타 업권과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보험상품

을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가 인정되어 2008년 보험사의 자문·일임업이 허

용되었고 보험사도 은행, 증권과 같은 PB 형태의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대형 보

험사를 중심으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인바운드(Inbound

‒ 고객의 자발적 방문)영업이 어려운 보험업의 특성, PB에서 직접 보험상품 판매 시 

기존 설계사 조직의 반발 우려, PB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부족, 투자 상품 부재, 교

차 판매 어려움 등으로 은행 증권과 같은 형태의 PB 서비스 시장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사의 PB는 기존 영업망과는 별도의 투자자문 및 일

임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혹은 증권업과 달리 지역 FA 센터에서 보험설계사들이 관

리하는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무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해 주는 역할에 집

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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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보험사의 부유층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보험사 가입기준 전담센터 서비스

삼성생명
연봉 2억 5천만 원
금융자산 10억 원

전국 9개 FA센터
(’14년 기준)

의사, CEO, 자영업, 부동산오너 
등 직업군별로 특화된 자산관리 
140여명의 PB 전문인력 보유

무료 건강검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발송, 골프 초청행사, 

전용 콜센터 응대 등

한화생명 
연봉 1억 원

금융자산 5억 원
전국 9개 FA센터

(’14년 기준)

자산관리 가이드 및 경제보고서 
발송, 종합 자산관리, 

골프보험무료가입, 건강검진, 
문화 행사 초대

교보생명
월 소득 5,000만 원
금융자산 10억 원
총자산 50억 원

전국 7개 
노블리에센터
(’14년 기준)

라포(Rapport)프로그램, 
전용 콜센터 로열폰 서비스, 

재무상담, 자산관리 리포트 제공

자료: 동아일보 (2010. 2. 10); 정진하(2010); 각 사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설계사 개인이 제공해오던 위험관리 및 재무설계의 서비스

에 보험회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한 형태는 보험회사의 독

특한 영업환경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들의 

경우 고객을 일대일로 응대하여 위험관리와 재무설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본사의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면 자산관리의 개별성, 복잡

성, 맞춤형을 충족시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실물서비스 기능으

로 볼 수 있으며, 생애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보험 본질적 기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2) 보험사 설계사를 활용한 중산층 대상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국내 대표적 대형사 두 곳과 해외의 선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외국계 1

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관찰 분석하였다. 국내 대형 B 생명보험사의 보험설

계사가 제공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재무설계는 단순히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55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재무설계를 시작하였다. 노후와 관련하여 3층 연금에 관한 설명과 노후소

득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재무상황, 자산 및 

부채 등의 정보에 기반을 두어 희망은퇴연령, 희망 소비수준 등에 따른 현재의 상황 

진단 및 추가적인 저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의 소비계획 및 향후 일

어날 수 있는 지출가능 항목들에 대한 꼼꼼한 상담이 이루어져 정확한 재무설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적인 저축을 위한 금융상품 상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으

로부터 기타 비과세 절세상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의 추천이 이루어져 정부의 세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주었다. 노후의 재무적 위험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사망위험 혹

은 상해위험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졌다. 또한 본인의 재무설계와 더불어 부모 및 

형제관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 등에 부의 이전에 대한 상담까지 가능하였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3층 연금에 관한 설명은 잘 이루어졌으나 국민연금과 퇴직연

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지는 못했다.35) 또한 추천 상품으

로 제시된 상품들이 모두 자사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

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펀드 추천에서는 수익률을 중심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이는 보험설계사가 적용받는 일사전속주의 원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펀드를 

함께 추천하였지만 주요 포트폴리오는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더불어 종신 혹은 변액 

등 보험상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다른 국내 대형 C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연금의 3

층 보장에 관한 설명과 3층 보장에 근거한 노후자산 Planning은 없었다. 태블릿 PC

를 이용해 향후 필요한 적립금대비 현재 적립상태 등을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위험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 보장성보험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

성향분석을 통한 적절한 상품구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역시 가능하였다. 하지만 특

정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설명으로 끝나서 자산관리 서비스로는 미흡한 

35) 국민연금 사이트의 “내연금”을 이용하면 현재 급여액에 대한 국민연금 기여금액과 기여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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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였다.

외국계 D 생명보험사의 경우 소득과 소비를 자세히 기술하여 실질적인 재무설계

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생활비, 기본생활비, 여유생활비로 구분 관리하여 합리적 소비

를 유도 및 제안하였다. 소득, 자산/부채, 현금흐름 등에 기반을 둔 재무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노후설계를 가능하게 하였고, 가구주 사망 시 남은 가족의 필요 자금까지 

고려하여 보험설계를 제공하였다. 노후 설계뿐만 아니라 결혼, 육아, 교육, 주택마

련, 노후생활, 상속 및 사후정리 자금을 망라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해당보험사의 보험상품만을 제공·소개해 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표 Ⅲ-6> 각 보험사별 설계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구분 국내 B사 국내 C사 외국계 D사

인프라
태블릿을 이용한 
전산화된 매뉴얼

태블릿을 이용한 
전산화된 매뉴얼

태블릿을 이용한 
전산화된 매뉴얼

3층 연금 정보 제공 없음 자세히 제공

위험관리해법 제공 제공 자세히 제공

재무상태진단 진단 없음 자세히 진단

생애재무설계 제공 없음 자세히 제공

해법제시 형태
재무설계에 따라 복합적 

상품 제시
단편적 상품 권유

재무설계에 따라 복합적 
상품 제시 

강점 설계사의 질 높은 서비스
전산장비를 이용한 
표준화된 상품제시

매우 자세한 진단과 
해법 제시

약점
설계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

자산관리라 부를 수 없음 비싼 보험료

결과물 약 10page 보고서 특정상품 약 35page 보고서

마. GA

유료로 재무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회사들은 보통 연령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배우는 20대, 종잣돈을 형성하는 30대, 종잣돈을 키워가는 40대,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 50대 등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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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금융, 대출, 보험, 투자습관, 소비습관 등의 영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진

단과 처방을 내려주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 재무설계의 재무분석 서비스의 

경우 약 한 달 여의 기간을 거쳐 예비 상담, 본 상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고객의 필요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의 특징은 재무설

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 E 재무설계의 경우 약 20만 원의 기본 상담

료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상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E 재무설계의 재무

관리 서비스의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걸쳐 고객의 재무관리를 모니터링하고 행동패

턴 분석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약 20만 원이다.

GA가 제공하는 유료재무 설계의 효과에 관한 조사로는 한국재무설계(2013)가 자

사로부터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은 근로자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무설계 전후

의 행동변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를 보면 재무설계 이후 불필요한 소비가 30% 이

상 줄었고, 총저축은 월 63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금투자액은 월 

1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무설계가 저축 확대 및 노

후를 위한 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실증분석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노후준비가 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저축률인 것으로 나타

났는데, 한국재무설계의 조사 결과는 재무설계를 통해 저축률이 상승한 것은 재무설

계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미래 자산 축적을 유도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산배분을 효

율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 업권별 서비스 비교

각 금융권별 자산가 그리고 중산층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은행의 

경우 부유층 PB, 중산층 은퇴설계, 증권의 경우 부유층 WM, 중산층 CMA와 랩어카

운트, 보험의 경우 주로 영업 일선에서 설계사들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거액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본사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서

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산층의 노후 소득보장에 특화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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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업권은 은행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의 경우 기존의 자산가를 위한 PB 서비스와 더불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

설계에 특화된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산가와 중산층 모두를 자산관

리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여 시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권사의 

경우 CMA 혹은 랩어카운트를 통해 중산층도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비스라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업의 특성상 생존 및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상품을 설계해

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여타 업권과 달리 자산가, 중산층을 막론하고 

서비스 전달은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중산층의 노후소득 보장

을 위한 정형화된 서비스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

스의 품질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보험위주로 구

성되어 설계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고객의 필요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복잡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7> 각 금융업권의 소득수준별 자산관리 서비스

구분 자산가 중산층

은행 PB 서비스 은퇴설계 서비스

증권 WM 서비스 CAM, 랩어카운트

보험 설계사의 서비스 설계사의 서비스

2. 해외의 자산관리 서비스

가. 독일 MLP

1) 개요 및 현황

독일의 대표적인 독립자문회사(Independent Consulting Company)인 MLP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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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보험자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보험중개회사 중 상장(1988년) 

된 최초의 회사이다. 현재 MLP는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여 은행업까지 영위하고 있

는 독립금융서비스 회사로 부유층(affluent) 고객은 MLP, 고액자산가(HNWI)의 경

우 자회사인 Feri AG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MLP는 주로 고학력 및 고액자산가를 목표 고객군으로 설정하여 연금, 투자상품, 

보험 및 예금관리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장기자산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사

업 모델로 하고 있다.

MLP의 고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기준 830,000명 이상의 

개인 고객과 2,000여 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Ⅲ-2> MLP의 고객 및 컨설턴트 현황

 자료: MLP Annual Report(2013).

2) 서비스방식 및 주력상품

MLP는 목표 고객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접촉하여 고객으로 만든 다음 이들의 라

이프 사이클에 따라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해 주는데, 설립 당시에는 법과대학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융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후 의사, 치과의사, 경제학자 및 

엔지니어가 목표 고객으로 추가되었다. 현재는 경제학자, 의사, 약사, 건축가,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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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변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과학자 등이 고객군에 포함되어 있다.

MLP는 고객의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자녀교육, 노후 대비 등에 대한 솔루션을 

개인에게 제공하며, 전 생애 기간 동안 유동성 관리 및 자산 투자 등에 대한 매우 세

한 조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판매상품을 살펴보면 고객의 대학 졸

업 시점에는 연금상품 및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대학 졸업 4~5년 후에는 창업지원 

및 필요 인력의 스카우트 지원까지 모든 측면에서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는 업무 관

련 책임보험을 판매하며, 사업 기반 확립 이후에는 자산 관리 차원의 투자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그림 Ⅲ-3> 비즈니스 모델

자료: MLP Company Presentation(http://www.mlp-ag.com/).

고객 연령별 판매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업형성시기에는 연금관련 상품을 집

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관리 차원에서 투자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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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고객군의 연령별 구매상품

  자료: MLP Company Presentation(http://www.mlp-ag.com/).

MLP의 수익구조를 보면 FY2013 기준 연금이 전체 수익 중 48%, 건강보험이 

10%, 자산관리 서비스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이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주력상품이기는 하나, 2005년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체 수익 중 자산관리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수익 

중 자산관리 서비스의 비중이 2005년 3%에서 2013년 30%로 크게 증가하였다. MLP

의 신계약 상품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운용자산의 규모가 2007년 127억 유로에

서 2013년 245억 유로로 약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8> MLP의 상품별 매출액 규모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금1) 6.8 6.6 5.1 5.0 5.2 4.8 3.6

대출/모기지 1.16 0.91 1.12 1.22 1.33 1.30 1.51

운용자산 12.7 14.0 17.0  19.8 20.2  21.2 24.5

주: 1) 보험료.
자료: MLP Annual Report(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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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턴트 역량 강화

MLP 고객의 평균 연령은 대략 41세로 생애주기 중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증가

하는 연령대이므로, 수준 높은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다. 따라서 MLP는 컨설턴트

의 역량 관리를 비즈니스 전략 중 중요 요소로 삼고 있다.

MLP는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컨설턴트 자격 강화 및 심도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 MLP Corporate University

를 설립하여 컨설턴트 교육 및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유럽국가 경영

대학장 협의회(EFMD: 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2012년부터는 CFP 훈련 과정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어 

현재 100여 명 이상의 CFP 자격자를 양성하였다.

나. 영국 IFA

1) 개요 및 현황

영국의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는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를 제

공하는 영국 내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한명의 금융투자상품 

재무설계사이기도 하고, 그들의 연합체(IFA Networks)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IFA는 상품제공자와 전속관계를 갖지 않는 자문업자로서 집합투자상품의 전 시장

(whole of market)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 주로 투자형 및 연금 상품을 판매한

다. 영국의 자문업자 유형은 크게 IFA, whole-of-market advisor, single-tied advisor, 

multi-tied advisor로 구분되며 총 IFA의 숫자는 2013년 기준 22,790명이다.36)

IFA는 영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주력 채널로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

고 있다. 2011년 기준 IFA(whole-of-market 포함)는 75.4%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9.3%에 불과하다.

36)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er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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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영국의 독립 자문업자 유형

구분 내용

IFA
상품제공자와 전속관계를 갖지 않은 독립자문업자로 전체 금융시
장의 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투자자에
게 자문보수(fee option)를 요구할 수 있음

single-tied advisor
(1사 전속)

특정 금융회사 또는 상품제공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multi-tied advisor
(복수 전속)

제한된 범위의 금융회사 또는 상품제공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
한 자문서비스 제공

whole-of-market 
advisor

특정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전체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IFA와 유사하나 투자자에게 자
문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2) 서비스 방식 및 주력상품

IFA는 고객의 재무상태, 선호,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고객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언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

절한 금융 상품을 추천한다. 또한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은퇴 설계, 상속 등의 상담 

및 보험 및 연금 등 금융상품 중개업무와 함께 세제 및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2012년 기준 수익이 5백만 파운드 이상인 대형 IFA 수는 68개이며, 상위 100개사 

수익 중 상위 20개사 수익 비중이 77.1%에 달하고 있다. IFA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주로 투자형 및 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의 자문 수요 증

대로 인해 IFA의 연금 및 투자상품의 수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위 10

개 사 중 9개사는 연금 및 투자상품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문보수의 경우 RDR37) 시행 이전까지는 상품판매 수수료(commission) 수취가 

가능하였으나, RDR 시행(2012년 말) 이후에는 투자형 및 연금상품 판매 시 자문보

수 수취만이 가능하다. 각각의 IFA는 각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근거하여 자문보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7) 소매투자시장의 건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2년 말부터 적용된 ‘소매판매채널 개선

방안(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은 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자문체계의 명확화, 자

문비용청구 등의 사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투자형상품(retail investment product)

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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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Top 10 IFA의 상품별 수익비중

주: 상위 IFA 중 상품 분류가 상이한 경우 본 순위에서는 제외됨.

자료: Datamonitor(2012), UK IFAs 2012.

RDR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들은 그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문서비스에 대

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로 인한 고객 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

고 있다. APFA(Association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ers)에 따르면, RDR 시

행 이후인 2013년 각 분기별 고객 수를 관찰한 결과 금융자문회사의 평균 고객 수는 

약 200여 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IFA의 자격 및 역량

IFA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FSA(Financial Service Act)로부터 인가를 취득

해야 한다. FSA는 RDR을 추진하여 금융자문업자의 전문성 기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을 기존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38) 

레벨 3 및 최소자기자본 1만 파운드에서 QCF 레벨4 및 최소 자기 자본 2만 파운드

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35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이수 및 윤리강령 준수 

38) 국가자격학점제도로서 등록단계부터 레벨 8까지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레벨 4는 

학사 1년 수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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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문업자의 윤리와 전문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존 민간

협회 중 금융감독청 지침에 맞는 협회를 인증기관(Accredited bodies)으로 지정해 

금융자문업자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모든 자문업자들은 매년 이름, 소속된 인

증기관, 인증만료일, 유효자격, 금융감독청 등록사항, 윤리기준 준수와 지속적인 지식 

연마에 대한 서명이 있는 전문경력기술서(SPS: Statement of Professional Standing)

를 유지하고 갱신해야 한다.

4) IFA 서비스의 효과

Aviva(2011)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IFA의 전문적인 금융자문 서비스 이용 이후 대

부분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혼동이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설계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8%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도 10%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Ⅲ-6> IFA의 자문서비스 효과

자료: Aviva(2011), Aviva Report: The Value of Financial Advice.



66 조사자료집 2015-6

3.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자산관리 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공

적영역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다. 현재 및 미래의 재무상황의 진단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질 높은 서비

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재무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금융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할 몫임을 알 수 있었

다. 사적영역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업계 모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은행, 증권업의 경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었다. 은행

의 경우 최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의 은퇴

설계 서비스의 경우 현재의 소득흐름과 미래의 희망소득을 분석하여 현재 필요한 저

축 수준과 노후대비를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시하여 자산관리 서비

스로서 필요한 개별성과 복잡성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권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보급해 

왔으며 현재 많은 중산층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증권사

의 CMA 혹은 랩어카운트의 최종목표가 단순히 부의 증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산관

리 서비스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보험사의 경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PB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설계사들이 위험보장과 노후소득보장

을 위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설계사들을 통해 제공되는 생애자

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설계사의 개인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의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보급에 필요한 준비가 충

분치 않음을 시사한다.

해외사례에서는 독일의 보험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전문회사 MLP의 예와 영국

의 독립자문인(IFA)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해외사례의 대상인 독일의 

MLP와 영국의 IFA의 숫자가 한국의 설계사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그에 따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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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해당국가의 일반적인 중산층 보다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

문에 해당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서비스 형

태 및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자산관리 서

비스 제공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독일의 MLP의 경우 중산층을 대상으로 창업과 관련된 금융상담부터 결혼 육아 등 

생애 전반에 관련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사업영역 포트

폴리오는 2005년까지만 해도 연금이 전체의 80%에 육박하여 노후를 책임지는 형태

의 컨설팅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자산관리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방향이 자산관

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보험업의 서비스 형태가 나아가

야 할 바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LP는 설계사들의 자질 향상 및 유지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자체적인 대학을 설립하여 높은 

수준의 설계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부분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의 경우 IFA라는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FA는 현재 

연금 상품과 투자 상품에 대해 자문 수수료만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로 서비스가 이

루어지고 있는데, RDR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자문 수수료 중심(Fee base)의 서비스 

형태가 가능할까에 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현재 큰 폭의 수요 감소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몇몇 GA가 유

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유료 재무설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IFA를 통해 주로 연금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은 IFA의 주된 기능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재무설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부분 역시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정도를 생각할 때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시사한다. 또한 영국 

IFA 이용 후기를 보면 IFA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었다는 답변과 

금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답변을 많이 하였는데, 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정

확한 정보전달을 해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Ⅲ.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의 자산관리 서비스
	2. 해외의 자산관리 서비스
	3. 소결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