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험업 진단

1. 보험업 환경

가. GDP 및 인구 환경

1) GDP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상품 수요는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사회 문화적 및 구조적 요

인에 향을 받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다.6)7) Subir Sen and S Madheswaran(2013)

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12개 국가의 생명보험 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금리, 유년부양비율은 생명보험수요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한편, 외국인의 보

험회사 소유가능 여부, 규제 개선이 보험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Lee Hui-Shan et al.(2018)은 아세안 국가 중 비교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 다. 이

들 국가의 생명보험 수요(침투도)는 국민소득, 유년부양비율, 3차 교육 수준과 정의 관

계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금리, 도시화, 기대수명, 2차 교육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고는 먼저 베트남 국민소득 수준의 상황을 조사하여 생명보험 상품 수요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6) Outreville, J.F(2013)

7) 이 문단은 이기형(2018. 3)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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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저소득 국가이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 1인당 

GDP가 2,350미국 달러 수준(한국 29,890미국 달러, 태국 6,590미국 달러)으로 아직까

지 저소득 국가에 위치한다. 그런데 2016년 실질 GDP 성장률은 6.2%, 2017년 6.8%에 

이른다(<그림 Ⅱ-1> 참조).8) 한국이 2017년 3.1%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른 성장속

도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정책(도이모이 정책)9)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해

외에서 유입된 직접투자 자본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글

로벌 기업의 진입10)이 이루어지면서 수출11)과 내수12) 모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는 주요 세계기구의 평가이다. 

2017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실질 GDP 성장률 6.5~6.7%를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13)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

발은행(ADB) 등은 이 목표를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4) 2018년 아세안 역

8)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6.0%, 2015년 6.7%, 2016년 6.2%, 2017년 6.8%에 이름(한국은
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인포맥스), 1인당 GDP(미국 달러)는 2014년 2,050, 2015년 2,090, 

2016년 2,170, 2017년 2,350(전망값) 수준임(IMF)

9) 도이 모이(베트남어: Đổi mới, 쇄신이라는 뜻) 정책 이전의 베트남은 노동 집약적 경제 체
제, 낮은 저축, 낮은 투자, 낮은 발전도의 사회적 분업 국가로 특징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 모이 정책'을 내놓았음. 이 정책의 목적은 두 
가지임. 첫째, 상품경제·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함. 둘째, 공적 
소유제가 사회주의의 유일한 소유 형태라는 기존의 생각을 재고하여 사유재산제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 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함

10) 외국기업의 베트남 직접투자 이행금액이 작년에 이어 신기록을 달성함. 2017년 1~11월 기
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 투자금액 331억 달러(신고액 기준)로 전년동기 대
비 53.4% 증가함. 투자 이행금액 역시 전년보다 11.9% 증가한 16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이주현 2017. 12)

11)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2017년 1~11월 기준 베트남의 수출액은 1,938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함(베트남 통계청). 2017년 수출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① 글로벌 교역활동 증가, ② 미국·EU 등 주요 시장으로 수출 확대, ③ 수출 목적의 현지 
생산활동 활발, ④ 주력 수출 품목들(전자기기, 휴대전화, 의류 등)의 수출증가세 확대 등
이 꼽힘(이주현 2017. 12)

12) 소비·생산 활동 성장세가 견고함. 2017년 1~11월 베트남 재화서비스 판매시장 규모는 약 
1,60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함. 부문별로는 소매유통업이 10.8%, 숙박외식
업이 11.2%, 관광업이 16.2% 증가함. 같은 기간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PI)는 전년동기 대
비 9.3%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이 14.4% 증가함

13) 해당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GDP 성장률 6.5~6.7%, 물가상승률 4% 이내, 수출액 7~8% 

증가, 사회개발투자 비율 총 GDP 대비 33~34%, 도심지역 실업률 4% 이하, 의료보험 가
입 비율 총 인구의 85.2% 등을 2018년 베트남 주요 경제 목표로 하고 있음

14) KOTRA 베트남(http://news.kotra.or.kr)



22 연구보고서 2018-19

내 관세 철폐 혹은 인하,15) 소비자 대출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시장 확대, 도시

화에 대응한 사회개발 투자수요 증가, 주요 수출 시장인 선진국의 경기 호조로 수출 증

가, 해외의 직접투자 이행금액 베트남 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Ⅱ-1> 한국과 베트남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IMF(2018. 4)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주요 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

이다.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해외 자본 결합 중심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

이테크 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광인프라 개발, 부품 현지화

율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주현 2017. 12). 하이테크법 시행령을 통해 전

기·전자, ICT, IT, 자동차·부품, 하이테크 농업, 친환경 제품 등 기술집약적 분야에 대

한 외국인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베트남 경제의 리스크는 공기업 민 화 속도 지연, 높은 공공부채 비율, 은행 부실

15) 베트남은 ASEAN 회원국 AFTA(ASEAN Free Trade Area), 한-아세안 FTA(AKFTA: 

ASEAN-Korea Free Trade Area), 중-아세안 FTA(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 일본과 개별 경제연대협정, 베트남-칠레 FTA 등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
자를 포함하여 총 8개 협정이 발효 중임. 2014년 12월 10일 한베 FTA가 실질 타결됐으
며, 2015년 12월 발효됨. ASEAN 역내국 수출 시 적용되는 수입 관세는 최대 5%로, 

ASEAN 시장을 목표로 생산기지로서 베트남 활용 시 관세 인하효과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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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가 등이 있으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 먼저, 민 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

여 공공부채를 줄이고 사회개발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 화가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이미 몇몇 회사는 민 화하 다. 그리고 추가적인 민 화 계획을 

발표하 지만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민 화는 시기의 문제이지만 

추진될 것으로 본다. 베트남 재무장관(Ding Tien Dung)은 2018년  베트남 공기업 민

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16) 민 화한 공기업의 증시 상장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경우 관치 금융으로 인한 비효율적 국 기업에 대한 대출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최근 은행업 구조조정, 비효율

적 국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및 소매금융 확대, 대손충당금 확대, 보험업 겸  허용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변화가 있어 중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실질 GDP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증가한 소득이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Ⅱ-1> 참

조).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하고 최상위 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2006 2008 2010 2012

한국 31.7 32.3 32.0 31.6

베트남 35.8 35.6 39.3 35.6

<표 Ⅱ-1> 한국과 베트남 지니계수

자료: World Bank(2018)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험수요가 증가할 것이다(Browne et al. 2001; Hussel et 

al. 2005).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국가이므로 당분간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고소득층에게는 보장성보험 혹은 연금보험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 수준에서는 저축성보험, 중소득 수준에서는 

보장성보험, 고소득 수준에서는 연금보험이 주요 수요 상품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도 경험한 바이다.  

16) 한국금융(2018. 4. 18), “베트남 재무장관 “공기업 민 화 지속 추진…한국투자자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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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선행 실증분석 결과는 인구구조 또한 생명보험 상품 수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구구조를 조사하여 생명보험 상품 수요에 대한 대략적인 방

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인구가  2015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9천 5백만 명에 이르

는데다가 연 5%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Ⅱ-2> 참조). 증가율은 196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소폭 높아졌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전반적 

하락 추세는 정부의 산아제한 운동에 기인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

남은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 인구는 풍부한데 일자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인구의 증가가 완전고용을 어렵게 하고 1인당 소득 수준을 낮추

고 있다고 보고 산아제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증가는 보험업 성장에 긍정적 요소이다. 더욱이 15~64세 인구 비중(베트남 

70.2%, 한국 73.0%)이 커지고 있어 보험 수요층이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림 Ⅱ-3> 참조). 

<그림 Ⅱ-2> 베트남 인구증가율 <그림 Ⅱ-3> 베트남 연령별 인구 구조

(단위: 백만 명, %)

   자료: UN(2017)

(단위: %)

자료: U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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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다(<표 Ⅱ-2> 참조). 이것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

생활이 개선되고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베트

남 정부의 평가가 있다. 

그런데 기대수명 연장 속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1985

년에는 한국보다 높았는데 2015년에는 한국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베트남 

기대수명 연장 추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겪은 장수리스크 크기보다는 작을 것으로 본다. 

구분 1975 1985 1995 2005 2015

한국
기대수명 64.2 68.8 73.7 78.2 82.0

증가율 -   7.2   7.1   6.1   4.9

베트남
기대수명 61.5 69.0 72.0 74.3 76.1

증가율 - 12.2   4.3   3.2   2.4

<표 Ⅱ-2> 한국과 베트남의 기대수명
(단위: 세, %)

주: 증가율은 과거 10년 대비 변화율임
자료: World Bank(2018)

나. 은행업

은행업은 금리와 방카슈랑스를 매개로 보험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은행업의 

상황을 볼 때 보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은행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경쟁적 예금유도 등으로 예금성장률은 2016

년 19.0%(정기예금 비중 81.0%, 당좌예금 19.0%)에 이른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금수요가 증가하여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은 최근 수년간 85% 수준으로 높은 상황

이고, 신용잔액 규모는 2012~2016년 연평균 15.5% 성장하 다(<그림 Ⅱ-4> 참조). 

빠른 양적 성장에 따른 금융안정성 리스크 확대 문제가 발생하 다. 비효율적 공기

업에 대한 신용 제공으로 부실채권 증가를 가져왔고, 과도한 예금유치 및 대출 경쟁으

로 수익성이 낮아 졌으며, 높은 예대율은 예금 기간과 대출 기간의 시차에서 오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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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리스크를 확대시켰다.17)

정부는 2016년 생존가능 은행의 자본 재구성, 퇴출, 공적 자금 투입 회피를 위한 

M&A 장려 등 구조조정을 하기에 이른다(<표 Ⅱ-3> 참조). 비효율적 공기업에 제공되던 

신용이 점차 소매금융으로 옮겨가도록 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현지 전문가는 2017년 현재 고조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예금 유치를 위해 은

행이자율이 상승하고, 지나친 대출 경쟁이 줄어들어 은행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며, 예

대율은 80% 이하로 떨어져 유동성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개

혁으로 현재는 금융안정성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은행은 낮은 수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카슈랑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그리고 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면 베트남 보험업은 예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본고는 은행업의 금융안정성 리스크 축소를 위한 개

혁이 방카슈랑스의 성장 및 이자율 상승을 가져와 보험업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한다.

<그림 Ⅱ-4> 베트남 은행 신용잔액 <표 Ⅱ-3> 베트남 은행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 상업

은행
  2   1   1   1   4

민 상업
은행

38 38 38 37 31

합작은행   5   4   4   4   3

외국계
은행

  5   5   5   5   5

(단위: 개)

  

자료: State of Bank Vietnam(2017)

다. 증권업

증권업은 변액보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증권업은 장기적으로 보

험업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본다. 

17) 2016년 ROA는 국유 0.47%, 주식회사 8.24%, ROE는 국유 0.26%, 주식회사 3.49%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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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2016년까지 GDP 대비 시가총액은 연평균 15.6%p 증가하고 있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급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GDP 대비 시가 총액은 낮

은 상태에 있고, 경제 성장에 따른 증권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글

로벌 기업이 속속 진입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도시화에 대비한 사회 인프라 투

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

고 가계 소득 수준 상승과 함께 소비재 수요도 고속성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규모 및 이익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많은 공기업을 민 화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

을 상장하고 이때 확보된 재원을 사회 기간산업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공기업 민 화와 정부 지분 매각, 공기업 상장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주식회사들의 재정보고서 투명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18) 본고는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기간산업이고 상장에 따른 경  효율성 개

선이 기대되어 투자 수요는 클 것으로 본다. 더욱이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간접투자 여

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19) 베트남 증시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증권업은 2006년 증권업 규제 개선 이후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었고, 급격한 증권

회사 수 팽창이 있었다(<그림 Ⅱ-5> 참조). 그 결과 주식시장 규모 대비 과도한 회사 수

로 인하여 부실기업이 발생하 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인가유보, 2014년 M&A, 

업규제 등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 다. 구조조정은 마무리되어 산업은 안정을 찾아 

다시 성장하고 있다(<그림 Ⅱ-6> 참조). 한편, 과열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자본시장의 성장은 변액보험에 긍정적 향을 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베트남 시

장은 갓 출범한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갖는다. 베

트남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은 시장임과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을 겪

18) 한국금융(2018. 4. 18), “베트남 재무장관 “공기업 민 화 지속 추진…한국투자자 역할 중요””

19) 한국금융(2018. 4. 18), “베트남 재무장관 “공기업 민 화 지속 추진…한국투자자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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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고위험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변액보험은 이러한 시장 특성에 어떻게 대처

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그림 Ⅱ-5> 베트남 증권회사 수

(단위: 개)

<그림 Ⅱ-6>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

(단위: %)

자료: State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nam(2017) 자료: World Bank

2. 보험업 현황

가. 보험업 개혁 과정

여기서는 먼저 베트남 규제개혁 과정을 조사하고 다음 목차에서는 외자계 진입 허

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험시장 성장 환경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생·손보 유일의 보험회사이었던 Bao Viet의 역사를 보면 보험업 개혁 과정을 엿볼 

수 있다(<그림 Ⅱ-7> 참조). 1975년 이전에는 3개의 베트남 회사와 70여 개의 외자계 

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1975년 이후 모든 사유 보험회사는 업을 중

지하 으며, 1964년에 설립된 국  Bao Viet(1965년 손해보험 상품 판매 시작)만이 유

일한 보험회사(Vietnam Insurance Company)로 남게 되었다.20) 

20) Bao Viet은 1989년 공기업(Vietnam Insurance Corporation)으로 전환하고 25개 지역 공
기업의 중심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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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베트남 보험산업 개혁 과정

보험업 개혁은 1986년 ‘도이 모이(혁신)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시장경제

를 받아들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이 정책 방향에 따

라 개혁은 진행되게 된다. Bao Viet의 독점은 1994년 국  Bao Minh21)과 국  재보험 

VINARE 설립으로 붕괴되었다. 1996년 외자계와 베트남 기업의 합작을 허용하는 조치

에 따라 Bao Viet(51%)은 일본기업 TokioMarine & FireInsurance(49%)와 최초의 합작

회사 Bao Viet-Tokio Marine(BVTM)을 설립하 다. 그리고 같은 해에 Bao Viet은 생·

손보 겸  허가를 받아 베트남 최초의 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하 다. 

1999년에 보험업법을 제정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불확

실성을 제거하고 외자계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보험시장을 해외에 개방하 다. 이것

이 보험산업을 재탄생시켰고 외자계 기업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손해보

험은 Bao Viet Insurance Ltd.(Bao Viet Holdings22)가 대주주), 생명보험은 Bao Viet 

Life(Bao Viet Holdings가 대주주)로 분리되게 된다. 이후 2004년 Bao Viet Life, 2006

년 Bao Viet Insurance Ltd., Bao Minh, VINARE의 부분민 화를 추진하 다.

21) 계열회사로 손해보험회사 Bao Minh Insurance Corporation, United Insurance 

Corporation(UIC), Bao Minh Securities Corporation JSC, Bao Minh Fund Management 

Co JSC 등이 있음. UIC는 2002년에 LIG와 합작함 

22) Bao Viet Insurance Corporation, Bao Viet Life Corporation, BV Tokio Marine(Joint 

venture), Bao Viet Fund, Bao Viet Securities, Bao Viet Bank, Bao Viet Investment의 
대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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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0% 지분 외자계 보험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처음 진입할 때 외자계 보험

회사는 몇 가지 베트남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장벽(Protective Barrier)에 직면하 다. 

첫째,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유일한 국  보험회사인 Bao Viet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다. 이 회사는 외자계 회사의 설립 절차 등에 개입하여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 타사

의 진입을 막고자 하 다. 그렇지만 Bao Viet에 의한 진입 방해 정도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외자계 보험회사는 외자계 보험회사의 진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 서비스의 개

선, 국내 저축의 증대, 기술과 관리 노하우의 이전, 보험 규제의 질 향상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를 설득해야만 했다. 둘째, 부당한 자금요건을 충족해야했

다. 2001년까지 베트남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500만 미국 달러의 자금 요구사

항을 충족해야 했다. 베트남 국내 보험회사와 외자계 합작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요건

은 200만 미국 달러 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셋째, 지방 

진출에 대한 장벽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외자계 보험회사의 첫 번째 업 연도는 본점 

외에 지점을 하나밖에 설립 할 수 없었다.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면 2개 지점을 설립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지점의 설립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다. 최근에는 보험업법 

시행규칙23) 개정을 통해 베트남 내 보험회사 지점(Branch) 설립에 대한 자본금 관련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한 없이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

었다. 마지막으로, 업에 관한 장벽은 없었다. 1999년에 진입한 Manulife과 Prudential

의 경우 현지 인력의 채용, 재보험, 부당한 과세, 협회 가입 등에 대한 장벽은 없었다. 전

체적으로 보호 장벽은 도이 모이 정책의 향으로 높았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다. 

베트남은 2006년 말에 WTO 회원국이 되면서 다시 큰 개혁을 단행하는 계기를 맞이

하 다. 먼저 100% 지분 외자계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 시장개방을 확대하

다. 현재는 사실상 제도적 진입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개혁을 단행하

다. 2007년 11월 23일 유니버셜보험(Universal Life), 2007년 12월 14일 변액보험, 

2010년 민 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24) 2013년 10월 15일 사적 개인연

23) Circular No.194/2014/TT-BTC

24) Health insurance means a class of insurance in case the insured person is injured, in 

an accident, illness, disease or health-care is paid insurance by insurance enterprise 

as agreed in th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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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운 을 허용하 다. 

최근에도 베트남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 보험산업 발

전 계획안’25)을 보면 베트남은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포괄

적이고 다양한 개혁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 계획 1차 계획(2011~2016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 다.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 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생

산성, 경쟁력26)27)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양적 증가 및 질

적 개선이 이루어졌고28)29) 보험회사의 운  네트워크 및 판매채널 확장30)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 2차 계획(2017~2020년)을 발표하 는데, 사회·

경제 및 금융발전과 부합하는 보험시장 발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 그리고 보험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모범사례 채택, 타 국가들과의 점진적인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31) 2차 계획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

는 1단계(2017~2018년)에서는 감독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자본적정성, 리

스크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기존의 

(http://luatkhaiphong.com/Van-ban-Tieng-Anh/Law-No.-61/2010/QH12-dated-December

-06-2011-6041.html)

25) Chi Liey Dang(2018. 1. 11)

26) 보험시장을 개방하고 독점체재 방지를 위한 정부 지분 매각이 이루어짐

27)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법률에 따라 전문 절차를 개발하 으며, 단계별로 사업 활동의 단계
를 표준화하 음. 많은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및 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기술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 음
(http://www.baominh.com.vn/phat-trien-ben-vung-thi-truong-bao-hiem-viet-nam)

28) 2017년 현재 베트남 보험시장에는 약 350개의 생명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6개 생명
보험회사에 대해 연금보험 판매를 허가하 음. 손해보험을 포함하면, 보험회사는 1,187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29) http://www.baominh.com.vn/phat-trien-ben-vung-thi-truong-bao-hiem-viet-nam

30) 베트남 현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들은 전국에 3,044개가 넘는 전통적 판매 사업장을 
설립하 음. 전통적인 판매채널 외에도 방카슈랑스, 파트너를 통한 보험, 온라인, TM 등과 
같은 새로운 판매 채널도 발전하고 있음

31) Decision No. 1826/QD-TTg(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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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법규준수에 기초한 감독모형(Compliance-based Supervision Model)에서 위

험 기준 감독모형(Risk-based Supervision Model)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2019~2020년)에서는 법적 체계 관점에서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 및 개선을 

위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고 인슈어테크보험 및 다양한 판매채널 운 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업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

발 프로젝트32) 및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요건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

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정부는 글로벌 통합 과정에서 신세대 자유무역협정(“New 

Generation” Free Trade Agreements)과 같이 보험업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협약 협

상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개혁은 보험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 Subir Sen and S Madheswaran(2013)

는 외자계의 보험회사 소유가능 여부, 규제 개선이 보험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실

증분석하 다.   

나. 기업 활동 

1) 소유자

생명보험시장에 진입한 회사는 2009년 11개에서 2014년 15개, 2017년 현재 총 18

개로 증가하 다. 2017년 현재 총 18개 보험회사 중 Bao Viet Life33)는 유일하게 베트

남 국유 회사이며, 2개 회사는 외자계 합작회사(Joint Venture),34) 1개는 합자회사

32) 베트남에는 보험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를 갖추기 위해 2018년 
현재 한국의 보험개발원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33) Bao Viet Life는 Bao Viet Tokio Marine, Bao Viet Fund, Bao Viet Bank, Bao Viet 

Securities, Bao Viet Invest 등을 소유한 Bao Viet Group의 자회사임. 1965년에 설립되었
으며, Manulife가 1999년 말 진입하기 전까지 생명보험시장에서 독점기업이었음. 100% 정
부소유 회사 으나, 2007년 부분민 화를 통해 HSBC Insurance(Asia-Pacific) Holdings가 
Bao Viet Life 지분의 10%를 인수하 음. 2009년 HSBC는 지분을 18%까지 인수하 으나, 

2012년 HSBC의 지분을 Sumitomo Life가 전액 인수하 음 

34) 합작회사는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정부기관이 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 운 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경  방식으로 전체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짐. 공동소
유의 대상은 자본·채무·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장권·상표권· 업권 등)·경 노하우·기술노



보험업 진단 33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회사 설립형태

Prudential
100% 직접투자

 1999 
35.45 32.74 31.98 29.26 26.80

Bao Viet 

Life

국 회사
합자 2004 

28.27 27.07 28.11 26.47 26.65

Manulife
100% 직접투자

1999
11.73 11.15 11.61 11.78 12.13

Dai-ichi
100% 직접투자

2007
8.04 7.96 8.98 9.25 10.50

AIA
100% 직접투자

2000
7.6 7.55 8.56 9.17 9.32

Chubb
100% 직접투자

2005
5.52 5 4.67 4.34 4.11

Generali
100% 직접투자

2011
0.1 0.28 0.9 2.00 2.64

Hanwha
100% 직접투자

2008
1.25 1.19 1.6 1.89 2.11

Sun Life
100% 직접투자

2013
- 4.39 0.97 2.19 1.67

Vietinbank

-Aviva

100% 직접투자
2011

0.06 0.16 0.35 1.11 1.41

Prevoir
100% 직접투자

2005
0.42 1.64 1.3 1.38 0.94

Cathay Life
100% 직접투자

2007
0.64 0.4 0.47 0.54 0.61

(단위: %)

(Joint Stock)35)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회사는 100% 해외자본회사이다. 100% 해외자

본회사는 현지법인 설립(Greenfield) 혹은 현지법인 인수합병 방식(Cross-border 

M&A)36)으로 진출하 다(<표 Ⅱ-4> 참조).

<표 Ⅱ-4> 베트남 생명보험회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하우 및 기계·설비·투자 등 유형고정자산 등 다양함(위키백과)

35)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 하
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임(위키백과)

36) 인수합병은 비용절감이나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
지 효과와 잠재적 경쟁자의 인수를 통한 경쟁약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4 연구보고서 2018-19

<표 Ⅱ-4> 계속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회사 설립형태
BIDV 

Metlife

합작 
2014

- - 0 0.18 0.51

VCLI
합작
2008

0.29 0.28 0.27 0.22 0.31

Phu Hung 

Life

합자 
2013

- - 0.05 0.03 0.14

FWD(Fuji)
100% 직접투자

2007
0.56 0.14 0.07 0.07 0.09

Fubon Life
100% 직접투자

2010
0.05 0.05 0.09 0.13 0.07

   주: 1개 회사는 조사시점에 공표되지 않았고, Prevoir는 2018년 미래에셋생명과 합작투자 계약을 함 
자료: AXCO(2018); http://www.mof.gov.vn

생명보험 회사별 소유자를 살펴보면 외자계가 지배적이다. 과거 베트남 정부는 4단

계에 걸쳐 보험시장 개방을 실시하 다. 1단계(1994~1995년)는 외자계 보험회사의 사

무소 설립을 허용하 다. 2단계(1996~1998년)는 외자계 보험회사와 베트남 파트너와

의 합작회사의 설립을 허용하 다. 3단계(1999~2006년)는 외국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하 다. 4단계(2007년~)는 2006년 12월 WTO 회원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37) 

100% 직접투자 외자계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 다. 다양한 형태의 진입이 허용된 것

이다.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은 외자계 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을 대부분 철

폐하여 외자계 보험회사의 수는 2007년부터 급증하게 되었다.

37) WTO 가입 시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보험서비스 하위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약속함 
   · 생명보험(건강 보험 제외)

   · 손해보험 
   · 재보험 
   · 보험중개인(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

   · 보험지원 서비스(컨설팅, 계산 서비스, 위험 평가 및 보상) 

   보험서비스 분야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외국 보험서비스 제공회사는 베트남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대리할 수   있음 

   1. 대표사무소(대표사무소는 직접적으로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음)

   2.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기업
   3. 100% 외국인 투자기업(로드맵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에 제한이 있음)

   4. 지점(2012년 1월 11일 이후에 개방한 상태이며 법인이 해외에 있는 베트남 지점은 손해
보험서비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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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보험시장이 발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100% 직접투자 외자계가 소유

우위(Ownership Advantage)38)39)를 가지고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해

외진출에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따른다. 매몰비용을 감내할 만큼 유·무형 자산을 

소유하고 생산성이 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에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한

다. 생산성이 높더라도 매몰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유·무형 자산의 소유가 없다면 합

작투자 혹은 수출을 하게 된다(Helpman, Melitz, Yeaple 2004).40) 베트남에 대해서 다

국적기업은 현격한 유·무형자산의 소유우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100% 직접투자방

식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베트남에 진출한 2개 합작회사는 소규모 회사이며, 방카슈랑스 채널을 주로 이용하

는 등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매몰비용을 감내할 만큼 소유우위를 가지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기업은 합작투자 방식41)을 이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의 축소, 

규모의 경제 및 합리화 달성, 상호보완적인 기술 및 특허 활용, 경쟁 완화, 현지정부가 

요구하는 투자 또는 무역장벽 극복 등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 대형 보험회사는 매몰비용의 감내 능력과 보험전문성 면에서 볼 때 베트남에 대

해서 소유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42) 100% 직접투자 법인 설립 혹은 현지법인 인수

를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100% 현지 투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인가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정책에 따라서 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인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중형회사의 경우도 베트

남에서 소유우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합작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38) 소유우위란 기업고유의 유·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해 그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갖게 
되는 우위를 말함

39) Dunning, John H.

40) Helpman, E., Melitz, M. J. and Yeaple, S. R.(2004)

41) 합작투자방식이 100% 직접투자방식보다 선호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첫째, 현지 정부의 
100% 직접투자방식 진입제한의 경우, 둘째, 필요로 하는 원료 및 자원을 현지파트너가 생
산하고 있어 원료 및 자원의 입수가 현지진출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 셋째, 다각
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마케팅 노력이 요청되는 경우, 넷째, 해외사업 
운 에 필요한 자본 및 경 능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섯째, 해외사업 경험이
나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 등임

42) 조용운 외 4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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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도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해외기업의 활발한 진입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

다. 향후 진출하는 외자계 보험회사는 경쟁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과거 독점시장에서 과점적인 시장을 거쳐 현재는 경

쟁적 시장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Ⅱ-8> 참조). 제도적 자국기업 보호 장벽

(Protective Barrier)은 낮아졌지만 경쟁적 시장이 되면서 진입 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거래 장벽(Transaction Barrier)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Ⅱ-8> 생명보험회사 수 및 시장집중도(CR3)

  (단위: 개, %)

자료: AXCO(2018)

베트남의 과거 5년 동안 상위 3개사와 5개사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CR3, 

CR5)은 줄어들고 있어 시장집중도가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5> 참

조). 2014년에는 CR3 및 CR5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적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법안의 개정으로 상위 보험회사들

의 신속한 연금시장 진출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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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R3 - 78.7 76.7 75.5 71.0 71.3 67.5 65.6

CR5 94.2 92.9 91.6 91.4 86.5 89.3 85.9 85.4

<표 Ⅱ-5> 생명보험산업 시장집중도
(단위: %)

자료: AXCO(2018)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는 자국 내 보험회사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외자계 보험

회사의 경쟁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43) 저소득국의 시장에서 외자계 보험회사는 

보호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저소득국임에도 불구하

고 보호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000년 전후에 유일 자국 자본 국 기업을 외자계 

보험회사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것은 WTO 가입 이후에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성숙된 선진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외자계 기업이 경쟁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 장벽(Transaction Barrier)도 현재는 베트남에서는 낮은 

것으로 본다. 베트남 시장은 낮은 침투율과 보험 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출 외

자계 보험회사는 시장분할보다는 여전히 시장 개척 전략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생명보험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거래 장벽은 급속히 확대

될 것이다. 신규 외자계 보험회사는 베트남에서의 지명도가 없고 규모의 경제가 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보험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보험료 규모

베트남 보험시장 규모는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한국의 2% 수준이다.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OECD 보험산업은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질성장세(1.4%)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Ⅱ

43) 山田幸三(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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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조). 한국(0.7%)은 OECD보다도 낮은 실질성장을 기록하 다. 아시아(6.2%)는 고

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OECD 및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의 관심국

인 베트남(11.2%)은 아시아 성장률보다도 큰 차이로 성장하 다.

대륙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실질

성장률
보험료

실질
성장률

보험료
실질

성장률

OECD

’16 1,982,370 –1.3 1,705,352 2.5 3,687,723 0.4

’15 1,979,925 2.2 1,622,265 2.6 3,602,190 2.4

’14 2,131,883 3.5 1,718,990 1.7 3,850,873 2.7

’13 2,110,910 -0.4 1,675,699 1.1 3,786,610 0.2

’13~’16 연평균 - 1.0 - 1.9 - 1.4

아시아

’16 1,000,268 7.4 493,260 8.9 1,493,527 7.9

’15 904,569 7.8 446,405 9.2 1,350,974 8.2

’14 892,318 6.1 425,248 7.5 1,317,566 6.5

’13 898,413 1.0 380,366 6.0 1,278,780 2.4

’13~’16 연평균 - 5.5 - 7.9 - 6.2

한국

’16 104,169 1.0 66,694 2.9 170,862 1.7

’15 98,218 5.2 55,402 4.0 153,620 4.8

’14 101,572 6.3 57,943 1.9 159,515 4.67

’13 91,204 -12.4 54,223 0.3 145,427 -8.04

’13~’16 연평균 - 0.02 - 2.2 - 0.7

’05~’09 연평균 - 3.0 - 10.4 - 5.4

베트남

’16 2,053 21.7 1,568 11.3 3,622 17.0

’15 1,583 21.2 1,414 12.4 2,997 16.9

’14 1,290 12.8 1,293 7.3 2,582 10.01

’13 984 4.3 1,131 -1.6 2,115 1.08

’13~’16 연평균 - 15.0 - 7.3 - 11.2

’05~’09 연평균 - -1.5 - 12.7 - 4.8

<표 Ⅱ-6>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 성장률
(단위: in millions of USD, %)

자료: Swiss Re, Sigma, No. 3/2017, No. 3/2016, No. 4/2015, No. 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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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험산업의 성장과 관련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 생명보험의 성장은 경기변

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평가이다.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2009년까지 5년간 베

트남은 연평균 -1.5% 성장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한국이 3.0% 성장한 것과 대조를 이

루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손해보험은 베트남(12.7%)과 한국(10.4%) 모두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베트남 보험산업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실질 GDP 성장률(6.2%)은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4.6%)을 초과하 다. 인플레이션은 

안정(2013년 6.59%, 2016년 2.40%)을 찾아가고 있고, 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의 지속적

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는 최근 중국의 경제둔화로 인한 향

을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현

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보험시장이 당분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라. 보험 침투도 및 밀도

베트남 보험 침투도 및 도는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험산업 침투도는 1.77%로 

나타나 한국(12.08%)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다(<표 Ⅱ-7> 참조). 2016년 보험

도는 38미국 달러로 한국의 3,362미국 달러에 비하여 낮은 상태에 있다.  

보험 침투도 및 도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최근(2013~2016년) 베트남 보험산업의 침투도는 연평균 8.26%(한국 

0.56%), 도는 18.25%(한국 5.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한국보다 빠르게 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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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침투도 밀도 침투도 밀도 침투도 밀도

OECD

’16 4.00 1,487 3.50 1,271 7.50 2,757

’15 4.19 1,500 3.40 1,218 7.60 2,718

’14 4.23 1,623 3.39 1,299 7.62 2,929

’13 4.33 1,621 3.41 1,277 7.74 2,898

연평균 증가율 -2.56 -0.23 0.86 -0.06 -0.13 -1.57

아시아

’16 3.74 229 1.85 114 5.59 343

’15 3.59 210 1.74 102 5.34 312

’14 3.55 209 1.67 98 5.21 307

’13 3.76 213 1.61 91 5.37 303.3

연평균 증가율 -0.09 2.53 4.75 7.76 1.36 4.24

한국

’16 7.37 2,050 4.72 1,312 12.08 3,362

’15 7.30 1,940 4.12 1,094 11.42 3,034

’14 7.20 2,014 4.10 1,149 11.30 3,163

’13 7.50 1,816 4.40 1,079 11.90 2,895

연평균 증가율 -0.55 4.30 2.74 7.21 0.56 5.33

베트남

’16 1.00 22 0.77 17 1.77 38

’15 0.83 17 0.74 15 1.57 32

’14 0.70 14 0.70 14 1.40 28

’13 0.60 11 0.70 12 1.40 23

연평균 증가율 18.57 26.03 3.23 12.30 8.26 18.25

<표 Ⅱ-7> 보험 침투도 및 밀도
(단위: USD, %)

주: 1) 침투도: Premiums as a % of GDP

        2) 도: Premiums per Capita(in USD)

자료: Swiss Re, Sigma, No. 3/2017, No. 3/2016, No. 4/2015, No. 3/2014

마. 수익성

보험시장의 수익성에 관한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아 몇 가지를 통해 추측할 수 있

을 뿐이다. 수익성은 실제보험금지급률, 실제사업비율, 실제이율을 상품 개발 당시에 

사용된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현지 전문가는 생명보험 합산비율이 90% 이하(일반적 기준은 9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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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있다고 봄)인 것으로 보고 있다.44) 보험금지급률과 사업비율 기준으로 볼 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율 차이에서 오는 수익은 통계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자산 증가율이 높

은데 금리는 높은 상태에 있어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2011년과 2012년 성장세가 주춤하기는 하 지만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45) 그런 가운데 2014년 생명보험의 총자산 중 국공채가 차지하

는 비중은 56.7%, 예금은 23.2%이다(<표 Ⅱ-8> 참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8년 

7월 현재 4.85%(한국 2.545%)에 이른다. 

<표 Ⅱ-8> 생명보험의 총자산 및 투자 현황
(단위: VND, Bil.,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공채       23,598       34,904       41,423       54,055       64,923 

예금       10,839        9,217        9,992       21,690       26,563 

대출        4,383        4,489        5,354        5,389        5,814 

회사채(무담보)        2,518        3,131          558        3,547        4,402 

회사채(담보)          269          181        2,059        1,960          823 

자본적 지출          101          126          262          294          392 

투자신탁       15,532        6,649       21,962          215            70 

부동산          115 - - -            44 

기타          132        1,438          658      13          229 

운용자산 소계       57,487       60,134       82,267       87,137     103,260 

총자산 64,980 71,455 78,757 96,562 114,455

(총자산 증가율) 13.1 10.0 10.2 22.6 18.5

자료: AXCO(2018)

44) 베트남 보험협회(2018. 5), 현지 인터뷰 

45) 베트남 손해보험의 총자산
(단위: VND, Bil.,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손해보험 34,350(24.7) 34,790(1.3) 35,303(1.5) 37,294(5.6) 50,699(35.9)

           주: 괄호 안은 증가율임
         자료: AXC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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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률이 100%를 넘

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율은 낮아질 것 같지 않다. 최근 5년 동안의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유율(=순수입보험료/총수입보험료)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표 Ⅱ-9> 참조). 극히 일

부를 사망위험(Mortality Risk)에 한해 재보험을 출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후 

생명보험의 보유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베트남 생명보험은 저축성보

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망 관련 종신보험은 시장이 미미한 상황이다. 사

망위험 재보험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생명보험 99.7 99.6 99.5 99.2 99.1

손해보험 73.7 68.8 66.4 68.6 70.8

<표 Ⅱ-9> 보유율 추이
(단위: %)

자료: AXCO(2018)

손해보험의 보유율(=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은 생명보험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그

런데 향후 이 보유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시행령46)은 외국 재보험회

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외국통화 송금 규모 축소, 보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

급을 위해 재보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

으로 90~100%까지 출재하는 일부 시장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 시행령(Decree No.73)상 보유율 관련 규정을 보면, ① 베트남에서 인가를 받

은 보험회사가 하나의 위험 또는 손실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최대한도(Maximum 

Liability per Single Risk or Loss)는 해당 회사 자본금의 10%로 제한하여 무리한 인수 

후 재보험 출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해당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부분

(Insurer’s Liability)의 90%까지만 재보험 출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보험업 시행규칙47)은 보험업법 시행령48)상의 보

46) Decree No.73/2016/ND-CP

47) Circular No.50/2017/TT-BTC

48) Decree No.73/2016/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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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 및 외국지점에 대한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세부 운 지침을 내리고 있다. 동 시

행규칙에서는 베트남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및 외국지점은 위험방지 및 손

실감소를 목적으로 매 회계연도에 거수된 수입보험료의 2%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 및 외국지점은 회계연도마다 모집수수료(Insurance 

Commissions)로 해당 보험계약 보험료의 5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9)

보험료 성장률과 보험 침투도 및 보험 도, 수익성을 보면, 향후 베트남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바. 재무건전성

베트남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금 규제(Minimum 

Capital Requirements), 준비금 규제(Reserve Requirements), 지급여력 규제(Insolvency 

Regulation)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들은 보험업법50) 

제3편 및 제5편, 보험업법 시행령51) 제4편, 보험업법 시행규칙52) 제3편 등에서 다루고 

있다.

1) 자본금 규제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53)에서는 보험사업을 위하기 위한 최저자본금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54) 상기 조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정자본금은 각각 6천억 동, 3천억 동 이상이어야 하며, 지점( 업점) 

수나 보험종목에 따라 추가 자본금 납입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보험회사

49) Circular 50/2017/TT-BTC 22조

50) Law No.61/2010/QH12

51) Decree No.73/2016/ND-CP

52) Circular No.50/2017/TT-BTC

53) Decree No.73/2016/ND-CP

54) VIET CAPITAL SECURITIES(2017); AXC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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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업을 위하기 위해 최저 법정자본금(Minimum Legal Capital Requirements)

만을 납입한 경우 최대 20개 지점 및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지점 수가 20개를 초

과하는 경우 지점 당 100억 동의 자본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55)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최저자본금
6천억 동

(건강보험 포함)

3천억 동
(건강보험 포함)

① 손해보험: 4천억 동
② 생명보험: 7천억 동

종목별 
추가자본금

① 변액보험: 2천억 동
② 연금보험: 2천억 동
*전종목 취급: 1조억 동

① 항공보험: 500억 동
② 위성보험: 500억 동
*전종목 취급: 400억 동

*모든 유형의 재보험 취급 
: 1조 1천억 동

기타
20개 이상 지점 및 대표사무소 보유 

: 1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당 100억 동
-

<표 Ⅱ-10> 베트남 보험종목별 자본금 요건

자료: Decree No 73/2016/ND-CP

최저자본금만을 납입하는 경우 일부 보험종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생

명보험회사가 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과 연금보험(Pension Insurance)을 취급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각각 2천억 동과 3천 억 동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지급여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업 인가를 받은 후 60일 내에 법정 

최소자본금의 2%를 베트남 상업은행(Local Commercial Bank)에 예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56)

55) 한편, 보험중개업(insurance brokerage enterprise)에 대한 최저자본금은 4천억 동, 손해보
험회사 외국지점(branch of foreign insurance enterprise)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2천억 동임

56) Decree No.73/2016/ND-CP Article 16; Russin & Vecchi(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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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준비금(Technical Reserves Requirements)

보험업법 시행령57) 제53조~제58조에서는 보험회사가 당해 연도에 체결한 보험계

약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Technical Reserve)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58) 동 조항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는 보험부채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9) 생명보험

의 책임준비금은 준비금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료 적립금(Mathematical Reserve or 

Actuarial Reserve), 미경과보험료 적립금(Unearned Premium Reserve), 지급준비금

(Claim Reserve or Indemnity Reserve), 배당준비금(Profit Distribution Reserve or 

Dividend Reserve), 평준화준비금(Equalization Reserve or Contingency Reserve) 등

으로 구분된다.60)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라 책임준비금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베트남 생명보험 산업의 누적 책임준비금 규모는 128조 51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하 다.

57) Decree No.73/2016/ND-CP

58)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에 관한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규칙(CIRCULAR No. 

50/2017/TT-BTC) 제18조를 참조

59) Decree No.73/2016/ND-CP Article 54(Technical Reserves for Life Insurance)

60)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료적립금 또는 보험계리준비금(Mathematical Reserve):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Unearned Premium Reserve): 보험계약 효력기간 중 후속 연도에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를 보상하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
    ․ 지급준비금(Claim Reserve or Indemnity Reserve): 보험금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보상을 위해 적
립해야 하는 금액

    ․ 배당준비금(Profit Distribution Reserve):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합의한 수익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

    ․ 평준화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Equalization Reserve): 사망률 또는 책임준비금 이율
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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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당해연도 누적 당해연도 누적

보험료적립금 21,183 89,227 23,189 112,416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180 757 253 1,010

배당준비금 623 13,318 195 13,513

지급준비금 182 701 167 868

비상위험금준비금 18 210 34 244

책임준비금 합계 22,186 104,212 23,838 128,051

<표 Ⅱ-11>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십 억 VND)

 자료: BO TAI CHINH(2017)

3) 지급여력 규제

보험업법 시행령61) 제63조~제67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Solvency)에 관한 

규정 및 지급여력 요건 미충족 시 감독당국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함과 동시에 최소지

급여력기준(Minimum Solvency Margin)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능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62) 여기에서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라 함

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과 부채 가치 간 차이를 의미하며,63) 생명보험회사의 최소지

급여력 요건은 다음과 같이 책임준비금과 보험가입금액(Sum Insured)을 기준으로 보

험상품별로 차등화하고 있다.64)

① 변액보험:  책임준비금의 1.5% + 보험가입금액의 0.3%

② 유니버셜보험 및 연금보험: 책임준비금의 4% + 보험가입금액의 0.3%

61) Decree No.73 / 2006 / ND-CP

62) Decree No.73/2016/ND-CP Article 63

63) Decree No.73/2016/ND-CP Article 65

64)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최소지급여력금액(Minimum Solvency Margin)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음(Decree No 73/2016/ND-CP Article 64)

    ․ 지급여력 산출 시점 보유보험료(retained premium)의 25% 

    ․ 지급여력 산출 시점 원수보험료 및 재보험료 합계액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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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 단기계약(보험기간 5년 미만): 책임준비금의 4% + 보험가입금액의 0.1%

  - 장기계약(보험기간 5년 이상): 책임준비금의 4% + 보험가입금액의 0.3%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65) 제6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지

급여력금액(Solvency Margin)이 감독당국에서 정한 최소지급여력금액(Required 

Minimum)보다 작은 경우 파산(Insolvency)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파산위험에 

처한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 자사의 현재 재무 상태, 파산위험 원인, 지급여력 복원계

획(Solvency Restoration Plan)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여력을 회복하

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능력을 회복하

지 못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 업무 역 축소, 운  

중인 보험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중단, 조직구조 통합 및 경 진 교체, 보험계약 이전 

등의 조치들을 요구·시행하게 된다.66)

또한, 감독당국에서는 2010년 보험업법 개정67)을 통해 2011년 12월 28일부터 보험

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를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자 보호기금(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제도를 운 하고 있다.68)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Policyholders’ Protection Fund) 명목으로 직전년도 순보유보험료(Net 

Retained Premium Income)의 최대 0.3%를 부담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회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69)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 총

자산의 3%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험계약자 보험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이 손해보험 총자산의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5) Decree No 73/2016/ND-CP

66) AXCO(2018)

67) Law No.61/2010/QH12;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관련 세부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Decree 

No.73/2016/ND-CP) 제103조~제109조에 제시되어 있음

68) timetric(2017)

69) Decree No.73/2016/ND-CP Articl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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