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험회사 사업모  황  

1. 국내외 황

가. 국외 황

1)시장규모

로벌 자산 리서비스시장규모는 지난 4년 동안 2.4배 증가하 다.<표Ⅱ

-1>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성장해 온 자산 리서비스 제공 스폰서 수와 운용

자산규모 추이를 보여 다.2004년 6조 달러에 불과하던 자산 리 서비스 운

용자산 규모는 2007년 17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하 으며,2008년에는 융

기의 향으로 14조 5천억 달러로 감소하 다.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7%에 달한다.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운용자산 6,000 8,500 10,800 17,400 14,500

운용자산 성장률 30.4 41.7 27.1 61.1 -16.7

스폰서 수 120 200 180 211 248

자료 :PrivateBankingKPIBenchmark,ScorpioPartnership

<표 Ⅱ-1> 로벌 자산 리서비스시장 규모

(단 :십억 달러,%,개)

운용자산 규모를 기 으로 자산 리서비스 스폰서별 시장 유 비 을 살펴

보면 <표 Ⅱ-2>와 같다.가장 큰 스폰서는 BOA로 2008년 말 기 운용자산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이며,뒤를 이어 UBS가 1조 4천억 달러,Citigroup이 1

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BOA는 2007년에 운용자산 규

모기 으로 3 던 MerrillLynch를 2008년에 인수한 이후 1 를 지키고 있

다.그 외에 WellsFargo,CreditSuisse가 상 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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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

운용자산규모

2007년

비 성장률

5개년 연평균

성장률

BankofAmerica 1,501 14.67 9.93

UBS 1,393 -26.50 4.55

Citigroup 1,320 -26.01 52.89

WellsFargo 1,000 250.88 49.10

CreditSuisse 612 -17.86 5.77

JPMorgan 552 1.28 15.72

MorganStanley 522 0.00 32.05

HSBC 352 -28.74 15.81

DeutscheBank 231 -19.16 4.45

체 14,500 -16.67 25.81

주 : 상은 5개년(2004~2008년)동안 상 10 안에 연속 포함되었던 9개사를 기

으로 하 음.

자료 :PrivateBankingKPIBenchmark,ScorpioPartnership

<표 Ⅱ-2> 로벌 자산 리서비스시장 성장률

(단 :십억 달러,%)

2)시장구조

최근 로벌 자산 리서비스시장의 집 도가 낮아지고 있다.2008년 기

상 3개 스폰서가 보유한 운용자산 규모는 체 운용자산 규모의 약 29.1%를

차지하 는데,이는 2004년의 56.5%에 비해 반 정도 낮아진 수 이다.이처

럼 시장집 도가 낮아진 이유는 스폰서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스폰서 수는 120개 으나 2008년에는 248개로 나타나 지난 4년간

스폰서의 수가 2.1배 증가하 다.즉,자산 리서비스에 한 사회 심이

커지면서 동 역에 새롭게 진입한 융회사의 수가 많아진 결과, 형 스폰

서들 사이에서 인수 합병이 지속 으로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집 도 지

표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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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집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3개사 운용자산 규

모
3,392 3,729 4,255 4,989 4,214

체 운용자산 규모 6,000 8,500 10,800 17,400 14,500

CR3 56.5 43.9 39.4 28.7 29.1

자료 :PrivateBankingKPIBenchmark,ScorpioPartnership

<표 Ⅱ-3> 로벌 자산 리서비스시장 집 도

(단 :십억 달러,%)

자산 리서비스시장의 집 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시장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하며,이는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된다.<표 Ⅱ-4>는 운용자산 기 상

10개 스폰서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의 평균,표 편차,변동계수를 보여 다.

운용자산 규모의 표 편차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크게 감소하 음을 확

인할 수 있는데,이로부터 스폰서 간의 편차가 작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변동계수(평균 운용자산규모가 증가한 효과를 조정한 후의 편차)에 의

해서도 스폰서들 사이의 편차가 축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운용자산 평균(A) 532 606 687 810 770

운용자산 표 편차(B) 428 454 531 625 493

변동계수 (B/A) 0.81 0.75 0.77 0.77 0.64

주 :각 년도 운용자산규모 기 상 10개사

자료 :PrivateBankingKPIBenchmark,ScorpioPartnership

<표 Ⅱ-4> 로벌 자산 리서비스시장 경쟁도

(단 :십억 달러)

<표 Ⅱ-5>는 2006년 이후 맞춤형 로그램 규모와 뮤추얼펀드 규모의 분기

별 추이를 보여 다.2006년 1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뮤추얼펀드 규모

비 맞춤형 로그램 규모의 상 비 이 증가한 것으로부터,해당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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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춤형 로그램이 뮤추얼펀드에 비해 보다 빠르게 성장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2008년 1분기 이후에는 로벌 융 기의 향으로 맞춤형

로그램 규모도 축되어 음(-)의 성장률을 시 하 는데,이때에도 뮤추얼펀드

에 비해 축 규모가 상 으로 작았다.이러한 추세는 간 투자서비스를 제

공하는 융회사들이 통 인 수수료 심 사업모형에서 보수 심 사업모

형으로의 환을 도모한 결과라고 보인다. 한 고객들이 객 성이나 투자다

변화 차원에서 뮤추얼펀드에 비해 맞춤형 로그램을 보다 선호하게 된 결과

라고도 볼 수 있다.

뮤추얼펀드

(조 달러)

맞춤형 로그램

(조 달러)

비

(%)

1Q2006 7.1 1.0 13.8

2Q2006 7.2 1.0 14.1

3Q2006 7.5 1.1 15.3

4Q2006 8.1 1.3 15.8

1Q2007 8.3 1.3 16.0

2Q2007 8.9 1.4 15.9

3Q2007 9.1 1.5 16.1

4Q2007 8.9 1.5 16.8

1Q2008 8.3 1.4 17.1

2Q2008 8.3 1.4 17.1

3Q2008 7.2 1.3 17.8

4Q2008 5.8 1.1 19.0

주 :뮤추얼펀드는 MMF와 MFA제외,맞춤형 로그램은 RAA제외함.

자료 :MoneyManagementInstitute,DoverFinancialResearch,LLC

<표 Ⅱ-5>맞춤형 로그램과 뮤추얼 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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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 유형별 규모

맞춤형 로그램 시장은 5개 부문(SMA,MFA,RAPM,RAA,UMA)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MMI,2009).이들은 객 성 제고, 험 리의 개선,투자

과정의 체계화 등을 지향한다는 에서 맞춤형 로그램에 해당되지만,제공

하는 상품이나 재량권 범 를 기 으로 서로 구별된다.

<표 Ⅱ-6>은 2006년 이후 2009년 1분기까지 맞춤형 로그램에 해당되는

유형별 성장 추이를 보여 다.맞춤형 로그램의 운용자산규모는 2006년 1분

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 지속 으로 성장하 다.해당 기간 동안 RAA를 제

외한 자산규모는 9,790억 달러에서 1조 4,950억 달러로 증가하 으며 성

장률로는 34.5%에 이른다.다만 2009년 들어서는 자산규모가 4,761억 달러 감

소하여 2009년 1분기 기 자산규모는 1조 190억 달러이고,동 시 까지의

성장률은 4.1%이다.2009년 1분기 기 비 에서는 MFA와 RAPM이 두드

러지지만,증가율 면에서 보면 UMA의 성장이 에 띤다.

2006년 1분기

(십억 달러)

2009년 1분기

(십억 달러)

성장률

(%)

SMA 559 432 -22.8

MFA 285 322 13.1

RAPM 114 219 91.8

UMA 16 44 175.6

기타 5 29 -56

체 979 1,019 4.1

주 :2007년 4분기부터 포함된 RAA규모는 제외함

자료 :MoneyManagementInstitute,DoverFinancialResearch,LLC

<표 Ⅱ-6>맞춤형 로그램 유형별 성장 추이

<표 Ⅱ-7>은 맞춤형 로그램에 해당되는 유형별 자 유입 추이와 2008년 3

분기 기 구성비 을 보여 다.2006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의 자 유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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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보면,MFA로의 자 유입이 1,730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RAA가 1,380억

달러,RAPM이 1,16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SMA에서는 790억 달러,

UMA에서는 170억 달러의 유입이 발생하 던 반면,기타의 경우에는 84억 달

러의 유출이 발생하 다.2008년 3분기를 기 으로 하면,상 으로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SMA이고,그 다음은 MFA,RAA,RAPM,UMA순이다.

SMA에서 자 유입이 상 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 다고 단된다.우선,SMA자산 부분이 국내 주식에 집

되어 있는 계로 로벌 융 기의 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맞춤형 로그램을 제공하는 융회사들이 통 인 SMA-로그램

을 UMA-로그램으로 환하려는 과정에서 SMA성장세가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단된다.

2006년

(십억 달러)

2007년

(십억 달러)

2008년

(십억 달러)

구성비

(%)

SMA 47 49 -17 39

MFA 55 81 37 27

RAA - 112 26 16

RAPM 32 57 27 14

UMA 4 5 8 3

기타 1 -9 0 1

체 139 295 81 100

주 :RAA는 2007년 4분기부터 포함되었음.2008년은 3분기까지의 자 유입 규모임.

자료 :MoneyManagementInstitute,DoverFinancialResearch,LLC

<표 Ⅱ-7>맞춤형 로그램 부문별 자 유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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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황

국내 간 투자 시장에서 재 제공되는 자산 리 서비스는 아직 SMA수

에 머무르고 있다고 단되는데,향후 맞춤형 로그램에 한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인바 MDA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상

된다.한편 국내에서 자산 리서비스는 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어 왔는

바,이하에서 신탁업을 심으로 자산 리서비스 황을 악한다.

1)신탁업 황

가)규모

<표 II-8>은 국내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를 보여 다.2009년 6월말 기 으

로 체 수탁고는 약 285조 원으로 년 동기 비 26.5조 원 증가하 다.이

은행이 50%,부동산신탁회사가 37.1%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증권(12.8%),보험(0.1%)의 수탁고는 상 으로 낮은 수 이다.

구 분 2007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비 율

겸

사

은 행 150.6 149.6 147 142.7 50.00%

증 권 22.3 24.3 27.5 36.5 12.80%

보 험 0.1 0.2 0.3 0.3 0.10%

소 계 173 174.1 174.8 179.5 62.90%

부동산신탁회사 76.6 84.6 95.9 105.7 37.10%

합 계 249.6 258.7 270.7 285.2 100.00%

자료 : 융감독원,신탁회사 업실 분석 보도자료

<표 Ⅱ-8>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단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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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는 국내 신탁회사 업수익 추이를 보여 다.2009년 6월말 겸

신탁사의 신탁 업수익은 1,663억 원으로 년 동기 비 213억 원 감소하

으며,감소 추세는 2007년 말 이후 계속되고 있다. 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신탁 업수익이 년 동기 비 238억 원 감소한 반면,증권사의 신탁 업수

익은 25억 원 증가하 으며,보험사의 신탁 업수익은 유지하고 있다.

구분
2007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비 율

겸

사

은 행 3,553 1,714 1,625 1,476 89%

증 권 사 239 160 215 185 11%

보 험 사 0.1 2 5.5 2 0.00%

합 계 3,792 1,876 1,846 1,663 100%

자료 : 융감독원,신탁회사 업실 분석 보도자료

<표 Ⅱ-9>겸 신탁회사 업수익 추이

(단 :억 원)

<표 Ⅱ-10>은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를 보여 다.2009년 6월 기

신탁이 98.8조 원,재산신탁이 186.4조 원으로 년 동기 비 각각 2.1%

15.1% 증가하 다.이러한 성장은 특정 신탁이 2.8조 원,부동산신탁이

17.3조 원, 채권신탁이 8조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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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2007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비 율

신탁

불특정 18.3 17.2 17.6 16.5 6.50%

특 정 76 79.5 80.3 82.3 29.70%

소 계 94.3 96.8 97.7 98.8 36.10%

재산

신탁

채권신탁 36.6 32.7 35.8 40.7 13.20%

유가증권신탁 9.7 8.8 8.9 8.1 3.30%

부동산신탁 109 120.3 128.1 137.6 47.30%

소 계 155.3 161.9 172.8 186.4 63.80%

합 계 249.6 258.7 270.7 285.2 100.00%

자료 : 융감독원,신탁회사 업실 분석 보도자료

<표 Ⅱ-10>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단 :조 원)

<표 II-11>은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의 업수익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여

다.2009년 6월 기 부동산신탁회사 업수익은 년 동기 비 443억 원

감소하 으며,당기순이익도 439억 원 감소하 다. 업수익 구성요소별로는

신탁보수가 년동기 비 18억 원 감소하 고,신탁계정 2)이자도 84억 원

감소하 다.

2)토지개발사업을 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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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상반기 2008하반기 2009상반기

업수익(A) 4,369 2,146 1,713 1,703

업비용(B) 2,867 1,220 1,621 1,288

업손익(A-B) 1,502 926 91 415

당기순이익 1,237 789 172 350

자료 : 융감독원,신탁회사 업실 분석 보도자료

<표 Ⅱ-11>부동산신탁회사 업수익 당기순이익 추이

(단 :억 원)

나)신탁 수수료

<표 Ⅱ-12>는 국내 신탁 수수료 추이를 보여 다.국내 신탁업의 수수료는

2007년 말 0.22%에서 2009년 6월 말 0.09%로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는데,이는 가격경쟁이 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융

업권별로 살펴보면,2009년 6월 기 수수료는 증권회사가 0.05%로 가장 낮

고 은행이 0.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험회사의 수수료는 2008

년 말 0.18%에서 2009년 6월 말 0.07%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7 2008상반기 2008하반기 2009상반기

겸

사

은 행 0.24 0.11 0.11 0.10

증 권 사 0.11 0.07 0.08 0.05

보 험 사 0.01 0.10 0.18 0.07

합 계 0.22 0.11 0.11 0.09

<표 Ⅱ-12>신탁 수수료 추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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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권별 황

<표 Ⅱ-13>은 융업권별 신탁업 회사와 수탁고 규모를 보여 다.국

내 신탁업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업업무와 은행의 겸업업무로 되어 오다,

2005년 6월 신탁업법이 개정되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에게 신탁업 겸 이 허

용되었다.이후 동년 12월 9개 융투자회사에 해 신탁업 겸 이 인가됨에

따라 융투자회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하 다. 재 생명보험회사들 5개 회

사가 겸 인가를 받은 상태이며,손해보험회사들 에는 신탁업 겸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2008년 3월 기 으로 체 수탁고는 약

224조 원이며,이 은행이 57.5%,부동산신탁회사가 33.1%로 높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

구 분 회 사 수탁고

은행 부분의 은행 128.8조 원

융투자회사
교보,굿모닝신한, 신, 우,동양,미래,삼성

우리,하나,한국,
21.0조 원

보험회사 미래,삼성,교보,흥국, 한 0.1조 원

부동산

신탁회사

KB,다올,생보, 한토지,한국토지

국제,한국자산,코람코
74.1조 원

<표 Ⅱ-13>업권별 신탁업 회사와 수탁고 규모

가)은행

은행은 2005년까지 독 겸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하 다.은행은

외환 기 까지 신탁을 장기자산조달 수신기반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

는 바,상 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신탁 주로 신탁업을

하 다. 를 들어,1999년 9월 기 으로 체 신탁 신탁의 비 은

99.7%에 달하 다.그러나 은행 신탁 규모는 1999년 9월의 121조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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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2004년 12월의 38조 원까지 속히 축되었다.이는 채권시가평가

제도 용으로 채권상각 비 을 립하게 됨에 따라 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진 한편 간 투자자산운용법 실시로 원 보장형 불특정 신탁의 취

이 지되었기 때문이다.

<표 Ⅱ-14>는 은행의 신탁 유형별 수탁고 황을 보여 다. 체 신탁

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탁은 지속 으로 성장하 다. 를 들어,

체 신탁 특정 신탁이 차지하는 비 은 2003년 12월의 20%에서 2008년

3월의 40%로 높아졌다.동 기간 특정 신탁의 부분은 기업을 상으

로 하는 맞춤형 자산 리와 주가 리 목 의 특정목 형 신탁이었다.

한편 체 은행 신탁 재산신탁의 비 은 증가하여 2007년 12월에 50.5%

에 달하 다.이는 ABS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신탁 규모가 증가하고,부

동산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부동산신탁 규모도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특정 신탁을 제외하고 부분이 연 신탁을 심으로 매

되고 있다.연 신탁 상품은 보험사의 연 보험,증권사의 연 투자신탁과 유

사한 상품으로 노후를 해 일정기간 신탁 을 립한 후 신탁원리 을 연

으로 받는 불특정 신탁으로서 합동 운용된다.

(단 :조 원)

신탁종류 2003 2004 2005 2006 2007

신탁 44.3 38.1 39.8 52.3 65.8

개인연 신탁 6.6 6.8 6.9 6.8 6.1

퇴직신탁운용 1.9 2.2 2.9 3.4 3.6

특정 신탁 20.6 18.5 24.1 37.7 51.8

재산신탁 58.6 42.7 41.1 47.1 60.9

유가증권신탁 1.4 1.7 2.7 2.8 5.8

채권신탁 51 33.1 26.1 26.4 24.6

동산부동산신탁 6.2 7.9 12.3 17.8 30.5

체 105.4 83 83 101.2 128.8

<표 Ⅱ-14>은행의 신탁 유형별 수탁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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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투자회사

융투자회사가 신탁업 겸 을 시작한 목 은 자산 리서비스시장에서 투

자일임업인 랩어카운트 이외에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우선 퇴

직연 시장 출범에 응하여 동 시장에서 자산 리업무와 운용 리업무를 수

행하고자 하 다. 한 은행과 차별화된 우량고객을 상으로 자산가치증식

주의 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다.

융투자회사의 경우,법인 고객 상의 MMT, 신탁 정기 매칭

형이 매고의 분을 차지하고 있다.증권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상품은 투자

융 기능을 강조한 생상품형 신탁상품으로,수익성 높은 자산을 발굴하기

한 신탁을 제공함으로써 타업권의 신탁상품 비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ELT(EquityLinkedTrust)의 경우 ELS(EquityLinkedSecurities)를 신탁에 편

입하여 운용하는 구조이며,외화증권신탁은 헤지펀드,뮤추얼펀드 등 외국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생상품신탁은 ,기타 실물자산 등에

한 생거래를 통해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표 Ⅱ-15>는 융투자회사의 수탁고 황을 보여주는데,2005년 12월 기

658억 원에서 2008년 3월 기 21조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 다. 체 수

탁고 89.6%는 특정 신탁 상품이며,2008년 3월 기 으로 퇴직연 의

비 은 체 수탁고 1.5%에 지나지 않는다.이에 따라 융투자회사가 퇴

직연 시장에 진출하기 한 수단으로 신탁업을 겸 하려던 목 은 크게 퇴

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재산신탁부문의 비 은 재 매우 낮은 수 이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은행업무 련 경험과 장 을 살려 부동산신탁시

장에 본격 으로 진출할 경우 동 비 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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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 원,%)

신 탁 종 류 액 비

신탁 19.1 91.1

특정 신탁 18.8 89.6

퇴직연 신탁 0.3 1.5

재산신탁 1.6 7.4

기타 0.3 1.5

체 21 100

<표 Ⅱ-15> 융투자회사의 신탁 수탁고 황

다)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한 목 은 다음과 같다.첫째,퇴직연 운

용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기존에

매되던 퇴직연 보험은 확정 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운용 상에 지

않은 제한이 존재한다.반면 신탁상품에서는 과 ,유가증권,사모펀

드, 생상품 등 운용 상에 한 제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신

탁업 겸 으로 퇴직연 운용수단이 다양화될 수 있다.

둘째,보수기반(fee-based)업무 역에 진출하려는 것이었다.최근 펀드 매

활성화로 국내 융산업 체가 보수기반 업무를 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있는데,보험회사들의 보수기반 융상품 매는 상 으로 제한 이었다.

보험회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개시한 수익증권 매와 더불어 신탁업

를 통해 보수기반 업무 역으로의 환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보험 신탁상품을 매하려는 것이었다.보험 신탁이란 보험 청

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수익자인 자녀가 성장하기 까지 안정 으로

리해주는 서비스로서,보험 청구권과 연계된 신탁이 활용되면 보다 효과

인 생애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진출 동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 겸 생명보험회사의 시장 유

율은 극히 미미하다. 한 보험회사는 신탁업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아직까지

주력 신탁상품은 MMT(MoneyMarketTrust)가 부분을 차지한다.다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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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신탁상품에 보험의 보장성과 환성을 혼합한 자산 리형 신탁을 출

시하는 등 은행, 융투자회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신탁상품들은 원칙 으로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산을 지정한 방법으로 단독운용하는 맞춤형 신탁으로, 표 인 로

생 증여신탁,특별부양신탁,보험 신탁 등이 있다.생 증여신탁은 탁자

본인 생 에는 본인을 해 신탁재산을 사용하고 본인 사후에는 수익자와 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수탁자에게 재산 리를 탁할

수 있도록 설정한 상품이다.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

탁으로 설정하여 증여자의 뜻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에 도움

을 주는 신탁상품으로서 기본 인 신탁상품에 보험의 보장성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보험 신탁은 보험 만기도래 시 혹은 고객의 사망보험 지 시

에 지 보험료를 재유치하여 운용․ 리해 주는 상품으로서 최근 보험회사들

은 동 상품을 활용하여 신탁상품의 수탁고 확 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Ⅱ-16>는 국내 보험회사의 수탁고 황을 보여 다.2007년 하반기에

신탁겸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출 하 으며,2008년 재 신탁겸 보험회사

는 총 5개이다. 융 원회에 따르면, 재 미래에셋생명보험(2007년 9월),삼

성생명보험(2007년 12월),교보생명보험(2007년 9월), 한생명보험(2008년 5

월),흥국생명보험(2008년 5월)등이 신탁업 겸 을 인가받았다.각 보험회사

의 주요 진출 목 에 따라 수탁고 황이 특정 유형에 편 되어 있다. 를

들어,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퇴직연 신탁에 주력하고 있으며,미래에셋생명

은 신탁을 활용하여 상품라인업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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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신탁

기 타 체
특정 퇴직연

삼성생명 2008.3 - 4,201 450 4,651

2008.9 20,278 14,812 - 35,090

교보생명 2008.3 - 1,171 7 1,178

2008.9 - 2,166 3 2,169

미래에셋생명 2008.3 42,823 1,160 180 44,163

2008.9 123,929 2,288 870 127,087

한생명 2008.3 - - - -

2008.9 5,856 - - 5,856

체 2008.3 42,823 6,532 637 49,992

2008.9 150,063 19,266 873 170,202

<표 Ⅱ-16>보험회사의 신탁 수탁고 황

(단 :백만 원)

2. 보험회사 사업모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산 리서비스에 한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 이며,

핵심서비스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자산 리서비스 제공 업무에서의 효율성

도 매우 낮은 수 이다.종합 으로 볼 때 보험회사들이 자산 리서비스 제공

을 한 한 사업모형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된다.

 가. 자 부족

신탁업 인가를 받기 해서는 지 않은 규모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를 들어,총 250억( 신탁 인가를 해 130억,비 신탁 인가를 해 120

억)원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다른 구비요건으로 신탁 련 운용 문인력

(최소 5명)확보,신탁계정과 일반계정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한 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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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운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이와 같은 명시 인 비용뿐만 아니라 신탁업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것은 국

내외 으로 확 되고 있는 자산 리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을 인지하 기 때문

이다.Capgemini와 MerrillLynch(2009)는 2013년까지 부유층의 인구가 큰 폭

으로 증가하여 자산 리서비스시장규모가 48.5조 원에 이르는 한편,자산 리

서비스에 한 고객의 요구도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국내에

서도 기 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공 연 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오히

려 약화됨에 따라 고객 스스로가 생애 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래될

것으로 상되어,자산 리서비스( 생애에 걸쳐 소비수 을 안정 으로 유

지하려는 로그램)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같은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국내 보험회사들도 2005년 신탁업 겸

허용을 계기로 자산 리서비스 제공에 심을 보이고 있다.그런데 신탁업 인

가를 받은 이후 보험회사들의 신탁업 련 투자규모는 은행이나 융투자회

사에 비해 상 으로 미흡한 상태이다.신탁업 련 인력·시스템·인 라에

한 투자에 소극 이며 자산 리서비스 업성과도 타업권에 비해 미미한

수 이다.4)<표 Ⅱ-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2008년 9월 기 신탁을 겸

하고 있는 4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신탁부서 황을 보면 신탁담당 인원은 10

명 이내이다. 한, 부분의 회사에서 신탁 장이 략기획실이나 업 표

산하 하 부서에 속해있으며,신탁부문이 별도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3)2007년 기 우리나라의 기 수명은 남자가 OECD평균과 같은 76.1세이며 여자는 OEC

D평균을 상회하는 82.7세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1960년과 2007년의 기 수명 변화를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터키와 더불어 기 수명이 25년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OECD(2009)를 참조한다.

4)국내 보험회사들 신탁업 인가를 받은 회사는 5개에 머무르고 있으며,회사별 신탁업

련 인력은 10명 내외이다.자산 리서비스 련 투자에 인색한 만큼,경 성과도 미미

한 수 으로 2009년 상반기 기 업이익 규모가 은행 1,500억 원, 융투자회사 185억

원에 비해 보험회사는 2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융감독원(2009)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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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탁담당 조직도 담당인원

삼성 기획 리실/경 기획담당/신탁 트 10

한 략기획실/기획담당/신탁 9

교보 CEO/신탁 담당/신탁 7

미래 채 업 표/신탁 업본부/신탁 10

<표 Ⅱ-17>생명보험회사 신탁부서 황

(단 :명)

나. 핵심 비스 부재

환경변화에 응하여 로벌 융회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 리서비스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그런데 국내에서는 자산 리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우선 국내 융회사들도 고객별 계좌에 기 하여 자문서비

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그 서비스 내용이 복합 재무목표를 수용하는 맞춤

형 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자산 리서비스가 기존 핵심업무와

함께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간주되거나 펀드와 유사한 융투자 서비스로

이해되고 있어,각 업권별로 차별화된 로그램이 많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각 업권의 융회사들은 각자의 문성을 토 로 차

별화된 내용의 자산 리 로그램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은행은 지 결제를

기반으로 수탁‧사무 리 서비스에 주력하면서,개인 고객을 할 수 있는

매채 을 확보하고 있다. 한 융투자회사는 투자자문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 고객에 한 자산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 고객으로부터도 자

산을 탁받아 운용하는 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이와 같이 은행과 융투

자회사의 경우 일부 핵심서비스를 심으로 차별화된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으며,상 으로 업력이 긴 계로 고객확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산 리서비스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른 융회사

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내용의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그런데 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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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게 합한 사업모형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로,다른 융회사에 비

해 자산 리서비스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를 들어,보험회사들은

재 퇴직연 신탁,집합투자재산 수탁,통합보험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퇴

직연 신탁의 경우 운용능력이 제되어야하고 집합투자재산 수탁의 경우 수

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한,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이 결합

된 축성보험이나 보험상품과 융투자상품이 결합된 투자성보험의 경우,계

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사후 조정기회가 극히 제한 으로 주어지고 있다.

다. 도  약

성장 잠재력이 큰 자산 리서비스시장에 보험회사가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하나는 보험회사에 보다 불리한 제도 제약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제도 제약은 향후 자산 리서비스에 한 수요가 확 되고 수

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라고 볼 수 있으나,자산

리서비스의 조기활성화를 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인식제고와 함께 제도

장애요인을 선도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 제약으로 세 가지 사항을 지 할 수 있다.첫째,신탁계약에 은행상

품과 융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반면 보험상품은 담을 수 없도록 제한되

어 있다.둘째, 융투자회사는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의 통합운 이 가능하도

록 허용된 반면 보험회사는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을 통합운 할 수 없도록 제

한받고 있다.셋째,설계사나 리 이 펀드투자 권유는 가능하나 신탁투자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다.이러한 제도 제약으로 보험회사가 보

험업 를 통해 축 해 온 노하우,상품, 매채 을 신탁업에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보험업과 자산 리서비스 사이에서 시 지 창출이 어려우며

보험회사가 타업권에 비하여 경쟁열 에 놓여 있다.

가)신탁 규정 련

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투자목표와 험목표에 따라 은행상품,보험상품,

융투자상품을 복합 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만큼,맞춤형 자산 리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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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그런데 국내 제도에서는 신탁업이

융투자업의 일종으로 포함됨에 따라 본연의 신탁기능이 제한되고 자산 리

서비스의 복합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진 익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련

재 보험회사가 모색하는 자산 리서비스 사업모형은 융투자상품 매

에 자문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며,그러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틀은 신탁업 겸 이다.5)그런데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 보험회사들과 달리

신탁업을 사내에서 겸 하고 있다.국내 보험회사들이 자회사겸 방식이 아

닌 사내겸 방식을 선택한 것은,자산 리서비스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 투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그러나

보험회사가 신탁업을 사내에서 겸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제도 제약이 존

재하여 자산 리서비스를 극 으로 확 하기 어렵다고 단된다.특히 이종

업종의 사내겸 시 구축해야 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로 인하여 신탁업 사내

겸 에 따른 비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회사에 따라서는 자산 리서비스시

장 진입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 신탁업은 융투자업 하나로 분류되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

고 있다.그런데 자본시장법은 6개 융투자업의 겸 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 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투자매매업,투자 개업과 집합투자업의 겸 에 따른 이

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련된 입증책임은 투자자가 아닌 융투자회사

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자문서비스 제공의 제도 근거로 신탁업과 더불어 투자자문‧일임업 겸 이 가능하며,보

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문‧일임업 겸 도 가능해 질 것이다.

6)앞서 지 한 바와 같이,신탁업 인가기 에 자본규모가 포함되어 있어 자회사 설립 시

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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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합투자업 겸 보험회사7)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자본시장법 제

251조)을 두어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8)특히 이해상

충 방지체계를 구성하는 수단들(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매매에 한 정보

제공 지,임직원의 겸직 제한,사무공간분리,회의․통신 제한)에 한 규정

을 검토해 볼 때, 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 용되는 기 에서 차이가 존재

한다.임직원 겸직제한,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 제한과 련하여서는

모든 융업권에 해 유사한 기 이 용된다.그러나 차단장치 설치 상에

있어서는 융투자회사에 비해 보험회사에 용되는 기 이 보다 엄격한 것

으로 단된다.

융투자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 업무들(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

업·투자 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기업 융업무)간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된다.반면 보험회사는 집합투자업,신탁업,보험업,일반 리사무

간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 융투자회사가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보험회사에게는 그러한 선

택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고유재산

ㆍ

매매

ㆍ

중개

일임

ㆍ

자문

신탁 집합투자 신탁

기업

금융

집합투자 보험업

일반사무 리

<그림 Ⅱ-1> 융업권별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상

주 :실선은 정보교류 차단업무를, 선은 통합운용 가능한 업무를,음 은

좌우로 통합운용 가능한 업무를 나타냄.

자료 : 융 원회(2007)

7)자본시장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르면,집합투자업겸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

라 집합투자업에 한 융투자업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이다.

8)자본시장법 제251조는 자본시장법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에

한 규정들에 비하여 집합투자업을 겸 하는 보험회사에 외 으로 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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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채 련

보험회사가 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매채 의 활용에 제도

제약이 존재한다.보험회사의 행 매채 은 법인채 (퇴직연 ‧MMT)과

개인고객채 (특정 신탁‧보험 신탁‧종합재산신탁)로 별된다.법인채

은 퇴직연 이나 MMT에 활용될 수 있으나,신탁겸 시 요구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감안하면,법인채 이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개인고객채 은 특정 신탁‧보험신탁‧종합재산신탁에 활용될 수 있

으나,보험설계사의 신탁투자권유 행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를 들어,

투자권유 행인의 자격조건을 정한 자본시장법 련 규정(자본시장법 시행

령 제56조)에 따르면,9)보험설계사ㆍ보험 리 는 보험 개사는 집합투자

증권의 투자권유만 행할 수 있다.보험설계사가 투자권유 행인이 되기

해서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나 투자운용인력 련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 련 시험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설계사는

투자운용인력 련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보험설

계사가 응시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요컨 ,보험회사의 신탁 매는 창구 내 임직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신탁

투자권유 행인 자격요건의 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9) 한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보험설계사·보험 리 는 보험 개사(집합투자

증권 한)는 융 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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