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보험시장 구조

1. 보험상품 구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상품 수요는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

화적 및 구조적 요인에 향을 받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험상품의 

수요 현황을 조사하면서 수요에 향을 준 사회 문화적 및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보험 상품 전략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가. 개인 보험

1) 사망보장보험

사망보장과 관련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태에 있다(<표 Ⅲ-1> 참조). 정기보험70)의 경우 2013년에 일

시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 는데, 이것은 시장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특정 대기업의 

단체 가입으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71) 그 후 시장이 위축되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그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하 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사망에 관련한 베트남의 인식과 관련이 

70) 정기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보통 5, 10, 15, 20년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일반적
으로 정액형 무배당 계약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입가능 연령은 15~60세, 보험료 납입 
최대연령은 65세로 설정되어 있음  

71)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구별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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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중심의 

조상숭배 문화가 사망보장보험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72) 

<표 Ⅲ-1> 생명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VND,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규모 비중

개인
보험

정기보험
(Term Life)

623     534     484     558   1.1

(86.4) (-14.2) (-9.5) (15.3)

개인연금
(Annuities)

   214 89     140     226   0.4

(265.8) (-58.0) (55.8) (1.4)

생사혼합보험
(Endowment)

13,676 16,249 20,212 24,763 49.0

(11.7) (18.8) (24.4) (22.5)

변액/유니버셜보험
(unit-linked/Univ.) 

  7,227  8,243 14,161 20,475 40.5

(62.5) (14.1) (71.8) (44.6)

개인상해 특약
(Personal Accident Riders)

1,436 1,874 2,862  4,007   7.9

(25.5) (30.4) (52.7) (40.0)

종신보험
(Whole Life)

151     147     143    151   0.2

(-6.1) (-2.6) (-3.0) (5.6)

개인보험 합계
23,329 27,139 38,002 50,180 99.4

(26.8) (16.3) (40.0) (32.1)

기타
퇴직연금
(Pensions)

  0.334 188 269     317   0.6

- (56,389.5) (42.6) (17.8)

합계 생명보험 합계
23,329 27,327 38,271 50,497 100

(26.8) (17.1) (40.0) (32.0)

주: 괄호 안은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AXCO(2018)

베트남의 각 가정은 지역과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조상숭배 제단(bàn thờ)을 설치하

여 조상의 혼을 모시고 있다(<그림 Ⅲ-1> 참조). 가족은 물론, 방문자도 제단에 고개

를 숙여 예를 표할 정도로 제단 문화는 일상생활 속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다. 베트

남 사람에게 죽음은 육체로부터 혼의 이탈일 뿐이며, 그 혼은 가족 가까이에 머무

르면서 가족을 보살피고, 축복을 주며, 잘못했을 시에는 질타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러한 인식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하여 조상을 숭배하는 제

단 문화가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조상의 혼이 항상 가족 주변에 머물러 있을 것이

72) 베트남 보험협회(2018. 5), 현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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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믿고 있는 인식과 죽음을 상품화한 사망보장보험은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

석이다.

<그림 Ⅲ-1> 베트남의 가족 제단(bàn thờ)

그리고 베트남 전쟁73)을 겪은 것이 사망보장보험을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40대 후반 이상 성인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주변 사람의 사망을 

경험하 고, 사망한 그들의 혼이 아직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상

업적인 사망보장보험을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생사혼합보험

생사혼합보험(Endowment)은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망

보험과 만기까지 생존의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을 받는 생존보험 두 가지를 결합한 것

을 말한다. 요즈음의 생사혼합보험은 노인성 질환, 상해, 골절, 치매 보장 등 다양한 보

장을 특약으로 설계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사망보험과 교육보험을 결합하여 설계

하는 경우가 많다.

73) 베트남 전쟁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년 12월 19일~1954년 8월 1일) 이후 분단되었
던 베트남에서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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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망보장보험은 문화와 역사의 향으로 수요가 미미한 반면, 생사혼합

보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에서 2016년 기준 생사혼합보험74)의 

비중은 49.0%로 가장 높으며, 성장률도 22.5%에 이른다. 

베트남 생사혼합보험의 일부 상품은 교육, 결혼 혹은 은퇴 시 현금을 지급한다. 약 

60% 가량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상품이며, 가입기간은 15년, 보험가입금액은 1억 

VND(4,461미국 달러) 수준이다. 판매상품의 15% 가량은 은퇴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보험가입 기간 30년, 가입금액 1억~2억 VND(4,461~8,921미

국 달러) 수준이다. 

교육보험은 부모의 생존 시에는 각종 학자금을 지급(저축성)75)하며, 부모 사망 시

(보장성)에는 학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장이 아니라 자녀 교육

보장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4∼5년 전부터는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은퇴 자

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교육보험에 대한 관심 및 판매는 

한층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교육보험은 저축, 보장, 은퇴 준비라는 종합보험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종합보험 성격의 교육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76) 

교육보험의 성장은 베트남의 교육열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문맹률이 10% 미만일 정도로 교육을 중요시해왔다. 사망보장을 피하고 부모 사망 시 

자녀 교육자금 지원의 상품 전략이 베트남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베트남 보험

협회가 가장의 미래 소득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보험 상품이 적절한 방법이라

고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베트남에서 저축성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은 사망보장 관련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전략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

트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교육을 사망보장과 결합하여 가장의 사망 시에도 

교육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 것이 성공한 것

74) 가입연령은 0~60세이며, 최대 만기연령은 99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75) 베트남의 생명보험 저축상품과 관련한 모든 투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76) 베트남 보험협회(2018. 5), 현지 인터뷰



52 연구보고서 2018-19

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보험이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가

장이 사망하더라도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상의 혼

이 계속해서 자손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과 부합되도록 한 것이다.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사혼

합보험은 일반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어서 판매 자격 요건이 변액보험 및 유니버셜보

험 판매자격 요건보다 강하지 않고, 상품 판매 시 요구되는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

문이다. 

3) 변액 및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Unit-Linked)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

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한다. 변액 

종신보험은 변액 보장성보험으로, 펀드운용 결과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할 수 있

으며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변액 저축성보험으로, 펀드운용 결

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며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2007년 12월 14일 변액보험 상품의 인수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 다.77) 이 발표 이후 

변액보험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다.78) 

유니버셜보험(Universal Life)은 보장성(사망 보장)과 저축성(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이 있으며, 자유로운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보장성보험 

혹은 일반 저축성보험과 다르다. 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 기금을 운용할 고도의 IT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2007년 11월 23일 유니버셜 보험을 규율

하는 새로운 규정79)을 제정하 다. 이에 따라 유니버셜보험의 판매가 시작되었다.80)81) 

77) Decision No.102/2007/QD-BTC

78) 변액보험 사업을 운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해야 함. 현재 베트남
에서는 30개 이상의 투자형 펀드가 있음

79) Decision No.96/2007/QT-BTC

80) 베트남에서 유니버셜보험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99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주로 설계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81) 유니버셜보험을 운 하는 보험회사는 최소지급여력금액보다 1천억 VND(4.46백만 미국 달
러)을 더 보유하고,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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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이 허용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 다. 베트남 생명보

험에서 2016년 기준 변액 및 유니버셜보험의 비중은 40.5%로 생사혼합보험 다음으로 

높으며, 성장률은 2016년 44.6%로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 유니버셜보험의 판매량이 변액보험보다 많다. 유니버셜

보험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복잡한 상품

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생사혼합보험이나 유니버셜 상품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 상품 판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AXCO 2018). 

본고는 이것은 판매자 자격요건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

요건이 유니버셜보험 판매 자격요건보다 엄격하다.82) 변액 및 유니버셜보험 판매자는 

일반적 보험설계사 자격요건83)에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을 취급

하는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24시간 이상 받은 자여야 한다. 변액보험을 취급하

는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 변액

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45시간 이상 받은 자여야 한다.

동 규정은 이 외에도 보험금, 수수료, 기금관리, 보험회사의 정보유출 책임 및 지급여력, 

책임준비금 등의 사항 등을 세부사항으로 담고 있음 

82) 보험업법 제84조~제88조, Decree No 45-2007-ND-CP 제28조~제33조, Circular No 

155-2007-TT-BTC(Section Ⅶ)

83) 보험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베트남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함
  · 중졸 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함 
  · 보험회사에서 마련한 보험교육 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 주체의 보험

교육 과정을 마친 자라야 함 
  · 보험회사나 보험회사들과 설계사 계약을 한 자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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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해 특약 

가) 공적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베트남의 공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국가(Nation), 63개 광역지방(Province), 698

개 군(District), 11,121개 면(Commune) 단위로 나누어 관리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84)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는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 시행 및 공공의료시스템 관

리를 수행하며, 직접 37개 의료기관(중앙병원과 외국인 투자병원)과 의과대학을 감독

한다. 63개 광역지방보건부서(Provincial health bureau)는 270개의 지방병원을 포함

한 약 400개 의료기관을 감독한다. 698개 군지역보건센터(District Health Centers)는 

치료활동, 예방프로그램, 보건프로그램 및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보건소 운 을 감독한다. 면지역 보건소(Commune Health Centers)

는 베트남 의료체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관으로, 각각은 약 7천 명에서 9천 

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적 건강보험제도는 199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85) 1998년 63개 지방(Province) 단

위로 구분되던 건강보험펀드(Health Insurance Fund)를 하나로 통일하고, 2002년에 

건강보험을 사회보험(Vietnam Social Security) 체계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표 Ⅲ-2>, <표 Ⅲ-3> 참조). 2015년 1월부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건강보험을 이용 시 국가가 의료비의 80%를 부담하며, 노인, 

6세 이하 어린이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95~100%를 지급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료

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전 국민이 강제 가입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가입은 미

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6)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료시스템에 접근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의료서비스의 낮은 질, 대기시

간 등으로 일차의료서비스(Primary Healthcare Service)를 이용하지 않고 더 많은 비

용이 소요되는 사적 병원의 서비스를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4) Ministry of Health(2016)

85) Decree No.299/1992/HDBT

86) http://www.baominh.com.vn/phat-trien-ben-vung-thi-truong-bao-hiem-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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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근로자 기여분 고용주 기여분 합계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질병 및 출산 -  3

25.5산업재해 및 직업병 - 0.5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8 14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1.5 3 4.5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1 1 2

합계 10.5 21.5 32

<표 Ⅲ-2>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유형별 보험요율
(단위: %)

주: 정부는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오고 있으며 본 표의 요율은 2014년 이후 적용되는 요율임
자료: BIPO(2018)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입자
의무보험 8,901,170 9,441,246 10,104,497 10,436,868 11,023,846 11,451,530 12,319,866

임의보험 41,193 81,319 96,400 139,643 187,753 196,254 254,643

가입률 15.5 16.2 17.1 17.4 18.2 18.8 20.1

<표 Ⅲ-3>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주: 가입률은 근로활동인구(15~59세) 대비 가입자 수임
자료: Vietnam Social Security; Nguyen(2015)

나) 사적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1989년 이전에는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에서 무료로 제

공하 으나, 1989년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분야 자유화 의료개혁이 이루어져 사적 

부문이 발전하기 시작하 다(Decree 29/HDBT).87)

이러한 사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적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시작하 다. 베트남 

보험업법은 건강보험(Health Insurance)88)을 Human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urance, Health-care insurance로 구분하고 있다. 아직은 엄 히 구분하여 상품을 

87) 삼일회계법인(201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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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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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011-6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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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2010년 보험업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보험사업 부문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생·

손보를 겸업할 수는 없으나 생·손보가 건강보험은 겸업할 수 있다. 국  보험회사 

Baominh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에 약 1천만 명이 가입하

다(생명보험 600만 명, 손해보험 4백만 명 포함).89)90) 

생명보험회사는 주로 생명보험 상품의 특약 형태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을 

판매하고 있다.91) 상해 특약은 비중(2016년 7.9%)은 작지만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보험사업 부문으로 승인되기 시작한 이후 큰 폭으로 성장(2016년 40.0%)

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상해 사망 및 구장애, 상해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보상, 보험료 납입면제(Waiver of Premium), 입원비(Hospital Cash Benefit), 치명적 

질병,92)  개인형 장기간병보험93) 등 다양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94) 

상해 특약의 성장은 주로 단체보험의 성장에 기인한다. 근로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고용주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민 단체건강보험시장의 규

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단체보험의 비중

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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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단체로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
이며 개인판매는 20~25% 수준임. 개인형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Personal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은 손해보험의 성장(2016년 27.5%)을 주도하고 있음

91) 손해보험은 별도의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92)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보험은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18~60세를 
대상으로 생명 및 건강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 회사마다 보장하고 있는 
질병의 수는 상이하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최대질병 보장 질병의 수는 34개에 달
하고 있음. 치명적 질병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통 1천만~5억 VND(446~22,303미국 달러) 수
준이며, 12개월의 면책기간이 적용되고 있음

93) 개인형 장기간병보험은 단독형으로 판매되지 않고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상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94) 은행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는 단체신용보험상품(Group Credit Life)은 주택, 자동차, 가
전제품 등에 대한 대출잔액 보전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Prudential 등 일부 보험회사
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을 통해 동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단체신용보험상품의 경우 단독
형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사망 및 신체장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며 일부 상품
의 경우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업 위험은 보장하고 있지 않
음. 보험기간은 평균 2~3년이며, 최대 5년까지 보상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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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특약이 성장하는 것은 베트남 공공의료 시스템의 질이나 서비스 제공 속도가 

느린 것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베트남의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확대 정비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베트남 건강보험시장은 민간보험회사 주도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할 수 있다.  

나. 개인 및 단체연금(Individual and Group Pensions)

1) 공적 연금

베트남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는 1992년도부터 시작(Decree No.299)되었

으며, 2007년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 제정을 계기로 진일보하 다. 2014

년 ｢사회보험법(58/2014/QH13)｣ 개정으로 질병 및 출산(Sickness and Maternity),95) 

산재 및 직업 관련 질병(Labour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96)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Retirement and Survivor allowance) 등으로 현재의 사회보험이 구성되었다

(<표 Ⅲ-2> 참조).97) 사회보험에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98)을 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가 된다.99) 

현재 공적 연금 가입률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표 Ⅲ-3> 참조). 2014년 기준 가입

자는 총 1,165만 명이며, 이 중 1,145만 명이 의무가입 대상자로 베트남 노동인구의 

95) 질병수당은 간병, 장기치료, 7세 이하 자녀 치료 등을 사유로 하여 임금의 20~100%임. 출
산수당은 임금의 100%이고, 지급기간은 6개월임 

96) 근로능력 5~30% 상실 시 일시금(Lump-sum Allowance)을 지급함(5%: 최저인금 5개월분 
→ 1% 증가마다 0.5개월분 추가 지급). 근로능력 31% 이상 상실 시 월별 급여(Monthly 

Allowance)를 지급함(31% 상실: 최저임금 30% → 1% 증가마다 2% 추가 지급)

97) 2014년 ｢사회보험법(58/2014/QH13)｣ 개정으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법위를 확대함.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자와 1개월(이전에는 3개월 이었음)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베트남인 근로자로 사회보험 의무가입 가입대상을 넓힘.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외
국인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98)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실업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
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요율
은 각각 1%, 1%임. 실직 전 6개월 평균 보험료의 6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함. 보험료 납
부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함

99) Grnat Thornt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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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 차지한다.100) 공공부문 근로자(대부분 공무원 및 국 기업 근로자)는 대부분 가

입한 반면, 비공공부문 근로자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노동연령에 속하나(15세 이

상), 법정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공적 연금 급여수준은 남·여별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퇴직 전 임금

의 최대 75%까지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4년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

해 2018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및 급여수준 축소, 연금액 계산 시 임금수준 조

정 등의 정책변화가 있다(<표 Ⅲ-4> 참조).

구분 개정 전(2018년 이전) 개정 후(2018년~)

남
성

최소
납입기간

 ·15년 납입
 ·2018년부터 매년 1년 증가 
  － 20년 납입(2022년 이후)

수령금액
 ·보험료 15년 납입 시 45% 

   － 1년마다 2% 증액*

       * 30년 납부 시 75% 수령  

 ·2018년: 16년 납입 시 45%(31년 75%) 

 ·2019년: 17년 납입 시 45%(32년 75%)

 ·2022년: 20년 납입 시 45%(35년 75%) 

여
성

최소
납입기간

 ·보험료 15년  ·보험료 15년

수령금액
 ·보험료 15년 납입 시 45% 

   － 1년 추가 시 3% 증액*

       * 25년 납부 시 75% 수령

·보험료 15년 납입 시 45% 

   － 1년마다 2% 증액*

       * 30년 납부 시 70% 수령

<표 Ⅲ-4> 퇴직연금 제도 변화

자료: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사적 연금

베트남은 2013년 10월 15일 재무부의 사적연금법안101) 도입에 따라 사적 개인연금 

운 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법안에는 사적 연금상품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연기금

에 대한 최소기준, 연기금 투자에 관한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16년 생명보

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 수준으로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동 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인 및 단체연금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이들 

100) 노대명 외(2015)

101) Ministry of Finance Circular No.115/2013/T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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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상품은 수령방식(최소 15년 또는 종신연금 형태), 최저보증이율 설정, 퇴사 시 

연금계좌 이전 등 피보험자의 권리, 장례비, 사망, 구장애 보험금 제공 등의 보장 내

용을 포함해야 한다. 단체 및 개인연금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자본금 1조 VND(4,461만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 하며 최소 2억 VND의 연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연기금 투자는 

보험회사 또는 허가를 받은 펀드매니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공채 투자 비중은 

최소 40%를 유지해야 하고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보험업법 시행규칙102)과 시행령103)에 사적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근거를 마련하 다. 정부는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으

로 근로자들이 은퇴를 대비해 더 많은 저축을 하고 공적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근거로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임의가입 형태의 개인 및 단체연금에 적용된다.

2013년 10월 15일 보험업법 시행규칙104) 발효 이후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 및 단체연금 상품을 출시하 다. 베트남의 연금상품에 대한 수

입보험료 규모는 미미하지만 전국민 공적 연금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연금보험시장의 선도 기업으로는 Prudential을 들 

수 있으며, 2015년 3/4 분기 기준으로 단체연금은 98억 6천 6백만 VND(450,000미국 달러), 

개인연금은 1,638억 6천 1백만 VND(755만 미국 달러)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다. 평가 

생명보험 종목별 시장의 구조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종신보험 및 정

기보험시장은 사실상 미미하다. 둘째, 저축성 생사혼합보험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높

다. 셋째, 변액 및 유니버셜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넷째, 사적 연금은 아직 점유

율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상해 특약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102) Circular No.115/2013/TT-BTC

103) Decree No.65/2013/ND-CP

104) Circular No.115/2013/TT-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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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보험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기인한다. 

문화와 역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본다. 

베트남의 저축성보험의 급성장 및 개인 연금의 미미한 발전 수준은 중·저소득 국가

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국민소

득 등 거시경제적 요인들과 인구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Browne et al. 

2001; Hussel et al. 2005).105)106)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저축성보험

이, 중간 수준일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이, 그리고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연금 상품에 대

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보장성보험이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최근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일반

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상해 특약 등 보장성보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2. 판매채널 구조 

가. 설계사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설계사(Agent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2016년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92% 이상이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6%, 

중개인(Broker) 채널을 통한 비중은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5> 참조).

105) Browne, Mark J., James M. Carson, and Robert E. Hoyt(2001), pp. 11~26

106) Hussel, Stephanie, Damian Ward and Ralf Zurbruegg(2005), pp. 2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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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설계사(Agent) 97.0 96.0 96.0 92.0

중개인(Broker) 2.0 2.0 2.0 2.0

방카슈랑스 1.0 2.0 2.0 6.0

<표 Ⅲ-5> 생명보험 채널별 판매 비중 추이
(단위: %)

주: 2016년 통계는 현지 보도자료를 참고함. 2017년에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13%로 증가함
자료: AXCO(2018)

감독기관에서 설계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가 집계되고 있

지는 않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2016년 약 50만 7천 명(한국 전속 111,813명, 교차 

12,764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보험 규모 대비 설계사 수에 비교하면 과도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설계사의 대부분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트타임 형태로 종사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 활동을 하는 설계사는 많지 

않으며 이직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회사별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에 수수료 차이에 따라 회사를 옮기는 설계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7) 

구분 개인설계사
대리점 소속

합계
대리점 수 설계사

생명보험 261,621 512 245,544 507,165

손해보험 52,812 1,267 35,063 87,875

합계 314,433 1,779 280,607 595,040

<표 Ⅲ-6> 설계사 수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명)

자료: Niên giám thị trường bảo hiểm Việt Nam năm(2016)

설계사 관련 제도는 빠르게 정비되어 가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설

계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베트남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둘째, 중졸 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에서 마련

한 보험교육 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 주체의 보험교육 과정을 마

107) 현지 전문가 인터뷰(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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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자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문서화된 설계사 계약을 한 자라야 한다. 이 

자격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발표

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108) 설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감독당국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변액보험 및 유니버셜보험 판매자는 일반적 보험설계사 자격요건

에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09) 유니버셜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보험설계사

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고,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24시간 이상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변액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45시간 이상 받은 자이어야 한다. 한편, 보

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보험설계사

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및 외국지점의 권리와 의무(제84조), 보험설계사의 권리

와 의무(제85조),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훈련(제87조~제89조)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하

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2년 보험업법 시행규칙110)에 따라 설계사 등(Intermediaries)이 개

인형 생명보험상품 판매 시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Commission)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상기 적용률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수수료는 첫 해에는 보험료의 25~40%, 두 번째 해에는 7~10%, 세 번째 해에는 

5~10%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험중개사

(Broker)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5%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108) Decree No.73/2016/ND-CP) 제83조~제86조

109) 보험업법 제84조∼제88조, Decree No 45-2007-ND-CP 제28조∼제33조, Circular No 

155-2007-TT-BTC(Section Ⅶ)

110) Circular No.124/2012/TT-BTC) 제41조



보험시장 구조 63

상품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일시납

정기보험(Term life) 40 20 15 15

Permanent life 

   - 계약기간 10년 미만 15 10 5 5

   - 계약기간 10년 이상 20 10 5 5

생사혼합보험

   - 계약기간 10년 미만 25 7 5 5

   - 계약기간 10년 이상 40 10 10 7

종신보험(Whole life) 30 20 15 10

연금(Annuity) 25 10 7 7

<표 Ⅲ-7> 설계사 수수료(Commission) 상한 규제
(단위: %)

주: 단체보험 상품의 경우 상기 비율의 50% 적용
자료: Circular No 50/2017/TT-BTC 

설계사가 방문 판매(Door-to-door Sale)할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111)에 의거하여 규

제를 받고 있다. 시행령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 후에도 3일 이내에는 청약 철

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사(Agents)가 소비자와 대면하기 위해 지역 사무소 및 시연 센터 운 , 현장 

업 지원 등을 위한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112) 개정을 통

해 베트남 내 보험회사 지점(Branch) 설립에 대한 자본금 관련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한 없이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사 업조직은 직  지점과 직  대리점이 있다. 직  지점은 한국의 지점과 유

사하다. 직  대리점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대리점 개설에 투자하고 대표로 있는 

독특한 판매망이다. 직  대리점 대표는 임대료 등 운 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대리

점의 실적에 따른 보상과 동시에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회사직  업 인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생명보험과 더불어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한다. Bao Viet, 

Manulife, Prudential, Dai-ichi Life 등은 저비용·고생산성을 목표로 하여 대규모의 

직  지점과 직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111) Decree No.99/2011/ND-CP

112) Circular No.194/2014/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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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차판매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생명보험 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상품 판매

가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보험 설계사의 경우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나. 직접 판매(Direct Marketing)

직접 판매(혹은 내부 판매(Inside Sales))는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나 브로커 등을 통

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우편, 홈쇼핑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잠재적 계약자와 직

접 접촉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전화를 통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베트남의 유선보급률이 인구의 10% 미만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

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0년 1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보

험업법113) 및 동 법 시행령114)에서는 사업자가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시 판매자

에 관한 세부사항, 보험료 지급방법, 배송비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전화판매자는 통화 시작 시 소비자에게 회사의 이름, 주소, 통화 목적 등

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15) 2016년 

보험업법 시행령116)에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Transaction)117)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중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Liberty 회사만이 개인

상해보험 및 여행자보험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거

113) Law No. 59/2010/QH12

114) Decree No.99/2011/ND-CP

115) 스위스 재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시장은 직접 유통 채널(온라인, TM)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명보험시장은 여전히   중개 채널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http://enternews.vn/dn-bao-hiem-nuoc-ngoai-vao-viet-nam-cuoc-chien-thi-phan-1129

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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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베트남에서는 2006년 3월 1일부로 전자서명 및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사용에 관한 새로
운 전자거래법(Law on Electronic Transactions)이 발효되었음.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동
법 시행규칙(Circular No.37/2009/TT-BTTTT)에서는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
는 조직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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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미흡한 것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은 느슨하고 불완전하

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2014년 기준 개인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전체인구의 20%에 불과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은 대부분의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 대상 업 외에 개인 대상 소매 

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AXCO 2018) 때문에 개인은행계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법규 개선 및 개인은행계좌 개설 상황을 주

시하면서 온라인 판매 등 전자상거래는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온라인 판매는 미미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다운로

드할 수 있는 등 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소비자들

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베트남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약 52%이며, 완만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접속 방식은 대부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을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광고 혹은 채널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18)

다. 방카슈랑스

생명보험료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2014년 말 약 2%에서 2016년 약 6%, 2017년에는 

13%로 증가하 다(Albert Li 2018). 

베트남에서 방카슈랑스는 2007년 프랑스 보험회사인 Prevoir가 개척하 다. 그러나 

초창기에 은행은 방카슈랑스의 이점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 다. 첫째, 은행은 관료

적인 면이 있고 전통적 은행업에 집중하여 방카슈랑스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둘째, 베

트남에서 은행계좌 개설자는 소수(2014년 전인구의 20%)이지만 고소득자인데 이들이 

보험상품의 구매가능성이 높은 잠재수요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 다. 셋

118) 베트남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한 광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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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개인형 생명보험 상품은 2014년까지 약 2%에 

불과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은 은행 및 신용금융기관이 생명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대리 업

무를 규율하기 위해 법안119)을 발의하고 2014년 9월 1일부로 시행하 다. 은행과 보

험회사의 상호소유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은행이 보험업을 수행하거나 신용

(Credit)을 보험과 연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120) 

이후 은행은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은행은 과도

한 대출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가운데 

제도가 정비되어 방카슈랑스 제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방카슈랑스에 관심

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보험회사도 방카슈랑스 업무 제휴에 적극적이다.121) 설계사 채널에서 대형사와 

경쟁이 어려워진 중·소형 보험회사는 생존전략으로 방카슈랑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122) 대형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 채널 확보에 적극적이다. 2017

년 8개월 동안 은행과 보험회사 간 8건의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Dai-ichi Life Vietnam은 우체국과 전략적 독점 계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방카슈랑

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Manulife Vietnam의 전통적인 채널은 설계사이며 지난 18

119) Joint Circular 86/2014/TTLT-BTC-NHNNVN

120) 은행과 보험회사 간 업무제휴의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Bao Viet Bank, Bao Viet Insurance

· Vietcombank, Petrolimex Joint Stock Insurance 

·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BIDV), BIC Insurance 

· Incombank, Incombank Asia Joint Venture Insurance

· Sacombank, Vien Dong Joint Stock Assurance

· Asia Commercial Bank, Bao Long Insurance

· Sacombank, Bao Minh

· Standard Chartered Bank, Mitsui Sumitomo Insurance(MSIG)

121) MINH THIEN(2017. 10. 27), “방카슈랑스-생명보험회사를 위한 새로운 경주”

(http://forbesvietnam.com.vn/kinh-doanh/bancassurance-cuoc-dua-moi-cua-cac-cong-t

y-bao-hiem-nhan-tho-1464.html)

122) 김은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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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Manulife Vietnam의 주요 수입을 가져 왔지만, 지난 2년간 Manulife Vietnam

의 방카슈랑스는 166% 성장하 다. 결과적으로 총 생명보험료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2014년 말 약 2%에서 2016년 약 6%, 2017년에는 13%로 증가하 다(Albert Li 2018).123)

다만, 다음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은행이 2개 회사 이상의 보험

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한 은행지점 내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판

매 데스크를 두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둘째, 보험회사가 자사 직원을 보험상품 

판매원으로 은행에 배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은행의 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위

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

회사의 해당 상품 가입을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율과 원스톱 쇼핑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해당 은행과 관련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 관련 보험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AXCO 2018). 이 같은 관행을 통제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특별한 조치를 아직까지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 보험중개사

2014년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사의 수는 12개이며, 그 중 5개 회사는 국

제중개사이다. 보험중개사는 중소기업의 단체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중개사에 대한 임명 및 운 을 규율하는 규정은 보험업법124) 및 시행령125)에 있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험회사의 설립에 관한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보험업

법 시행령에서는 자국 및 외국 보험중개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

다. 보험중개 또는 재보험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40억 베트남달러(VND)

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중개 업무와 재보험중개 업무를 동시에 하기 위

123) Albert Li(2018)

124) Law on Insurance Business No.24/2000

125) Decree No.73/2016/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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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80억 베트남달러(VND)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2000년 12월 9일부로 시행 중인 

보험업법은126) 보험중개사에 대해 전문손해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 평가

대면판매는 고전적이며 많은 면에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의 기업에서 채택하는 가

장 일반적인 판매 전략이다. 베트남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의 대면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발전 초기 단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보험시장 규모가 한국의 2% 수준이고, 보험 도는 한국의 1% 수준으로 낮

은 상태에 있다. 보험산업이 규모로 볼 때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다. 상품 또한 저

축성보험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저소득 국가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채널의 경우도 설계사의 대면 직접 판매 중심이어서 보험시장의 발전 초기에 나

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은행계좌 개

설 비율, 인터넷 보급률 및 유선 보급률 등이 낮은 상태에서는 대면판매가 적합한 채널

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통적 대면채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그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 최근 보험회사와 은행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이 급증하고 있

다. 더욱이 최근 은행 구조조정 이후 은행이 기업 중심의 업에서 개인 대상 업을 

확대하고 있어 은행계좌 보유율이 증가할 것이므로 당분간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커지

는 것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6) Law on Insurance Business No.24/2000/QH1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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