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 회사의 진출 사례 및 전략

1. 진출 사례

100% 지분 해외직접투자는 현지법인 설립(Greenfield) 방식과 현지법인 인수합병

(Cross-border M&A) 방식이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사례를 조사한다.

가. Prudential and Manulife

국의 Prudential plc.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Prudential Vietnam은 1999

년 보험업법 제정 직후 베트남에서 생명보험 현지법인을 설립하 고, 2004년 이후 베

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 수입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 다. Prudential 

Vietnam은 호치민과 하노이에 베트남 법인 본사를 두고 있고, 63개 지점을 두고 있다. 

Prudential Vietnam은 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와 Eastsprings Investment 

Fund Management Company 등도 소유하고 있다. 

캐나다의 Manulife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Manulife Vietnam Ltd.는 1999년 

보험업법 제정 직후 베트남에서 100% 외자계 지분소유 현지 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은 

최초의 보험회사이고 2016년 현재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Manulife Vietnam는 

Manulife Asset Management(Vietnam)도 소유하고 있다. 

1) 보호 장벽 극복

신흥시장 혹은 프런티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외자계 기업은 자국 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보호 장벽(Protective Barriers)에 직면한다. 이러한 보호 장벽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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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립, 시장 확대, 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127) 

법인 설립 장벽(Establishment Barriers)으로 자국 기업의 배타적 태도가 있었다. 

1999년 진입시점에 생명보험 독점 기업인 Bao Viet은 외자계 법인 설립 절차 등에 개

입하여 외자계의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 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초로 진

입하려는 Manulife는 외자계 보험회사가 경제발전 등에 역할을 함으로써 나라에 혜택

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했다. 1998년의 신계약 건수는 

16만 건에 불과해 생명보험시장은 소규모여서 Bao Viet에 의한 위협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설립 장벽 중의 하나로 자국 생명보험회사와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차별적 

설립자금 요구 제도가 존재하 다. 2001년까지 외자계가 100% 지분소유 자회사를 설

립하려면 500만 달러의 자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했다. 국내 보험회사와 합작 보험회

사에 대한 요구 설립자금은 200만 달러이었다. 그러나 2001년 보험업법이 적용된 이

후 이러한 차별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확대 장벽으로 지방 진출에 대한 장벽이 있었다. 외자계 보험회사의 첫 번째 

업 연도에는 본점 외에 지점을 하나밖에 설립 할 수 없었다.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면 

2개 지점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지점의 설립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자국 보험회사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 장벽은 

최근에 폐지된 상태다.

Prudential과 Manulife는 업에 관한 장벽은 겪지 않았다. 현지 인력의 고용, 재보

험, 부당한 과세, 협회에 가입 등에 대한 장벽은 없었다. 

초기에 진출한 외자계 생명 보험회사는 몇 가지 보호 장벽에 직면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인 설립, 시장 진입 확대, 업 활동에 관한 제도적 장벽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127) Harold D. S.(1987), pp. 55~85 



해외 회사의 진출 사례 및 전략 71

2) 상품 전략

이들 회사의 진입 초기 상품 전략은 저축성 생사혼합보험이었다. 첫째, 베트남 사람

들이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둘째, 사망을 보장하

는 것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입 당시에 생명보

험 상품의 가격은 승인 절차를 통해 엄중하게 규제되고 있었는데, 저축성보험 상품을 

승인받는 것이 수월하 다. 

2008년 이후 변액보험을 출시하여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제까지 판매한 생사혼합보험은 금리확정형이어서 금리역마진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계사들은 아직까지는 금리확정형 생사혼합보험 판매를 선

호하고 있는 상황이다.128)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최근 규제 완화129)에 따라 상품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개인

연금, 질병보험 상품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시작하 다. 

3) 판매 전략

Prudential과 Manulife는 보호 장벽의 향이 적었기 때문에 판매를 확대 할 수 있

는 기회는 많았다. 그래서 틈새시장 전략보다는 시장 개척 전략을 적용하 다. 진입 초

기에 Prudential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 고, Manulife는 시장 

점유 확대 및 조기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 다(<표 Ⅳ-1> 참조).

Prudential은 진입 초기부터 전국적 지점 설립 등 판매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

다. 그리고 전속설계사만을 통해 판매하 는데 자격조건은 고졸 이상으로 하여 양질

의 판매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 다. 베트남에서 설계사는 이미지가 좋은 상황이고 

초창기이어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격지 않았다.

한편, Manulife는 주요 거점 중심의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 전속설계사만

128) 현지 전문가 인터뷰(2018. 5)

129) “Ministry of Finance Circular No.115/2013/ TT-BC” 조치에 따른 것임



72 연구보고서 2018-19

을 통해 판매하 는데 자격조건은 대졸 이상으로 하 다. 시장을 확보하되 비용을 절

감하여 조기에 흑자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두 회사는 상품광고보다 기업 이미지 홍보 활동에 힘을 쏟았다(Meidan 1984).130) 

상품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가격 경쟁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분 Manulife Prudential 
전략 · 초기에 수익성 확보 ·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
상품 · 생사혼합 · 생사혼합

채널

· 판매 네트워크: 주요 지방 
· 채널: 전속 설계사만 판매
· 전체 설계사는 대졸
· 상품 광고보다 기업 이미지 홍보

· 판매 네트워크: 전국 
· 채널: 전속 설계사 및 은행창구 판매 
· 모든 상담원은 고졸 이상
· 상품 광고보다 기업 이미지 홍보

자산 운용 · 정부 채권 및 은행 차입
· 정부 채권이나 주식 등 다양한
   증권에 분산 투자

<표 Ⅳ-1> Manulife 및 Prudential의 진입 초기 경영 전략 비교

주: 두 회사 모두 최근에는 CI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함 
자료: グィエン ヴァン タイン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 홍보 전략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베트남 소비자는 회사의 재무능력과 성장률을 보

고 보험회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친구,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얻고 있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131) 생명보험 상품 계약의 경우 기업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보험에 대한 인식 확산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

러한 전략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방카슈랑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Manulife의 전통적인 채널은 설계사이

며 지난 18년 동안 Manulife의 주요 수입을 가져 왔지만, 지난 2년간 Manulife의 방카

슈랑스는 166% 성장하 다. 이 회사는 2016년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의 24%를 차지

하고 있다.   

130) Meidan A.(1984) 

131) https://tuvan-baohiemnhantho.com/tai-sao-nganh-bao-hiem-nhan-tho-thu-hut-nhieu-

von-dau-tu-tu-cac-tap-doan-quoc-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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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ai-ichi Life

베트남이 2007년 WTO 회원국이 된 직후에 현지법인을 인수하여 진출한 대표적 기

업으로 일본 제일생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Dai-ichi Life Vietnam이 있다. 베

트남이 국 기업의 민 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Dai-ichi Life Vietnam은 베트남 

국  Bao Minh으로부터 생명보험 사업부문을 인수하 다(<표 Ⅳ-2> 참조). 

분류 현황 분류 현황

설립 2007년 1월 18일 자본금 1,141십억 VND(61억 엔)

본사 소재지 호치민시 총자산 7,652십억 VND(413억 엔)

근로자 수 739명 수입보험료 3,539십억 VND(191억 엔)

개인설계사 수 약 5만 명 보유계약 건수 약 308,000건

업지점 수 155개 세후 순이익 102십억 VND

<표 Ⅳ-2> Dai-ichi Life Vietnam 법인 개요

주: 2015년 말 기준
자료: チャンディンクアン(2018)

인수 이후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 수입보험료 시

장점유율(10.5%) 4위를 차지하 다(<그림 Ⅳ-1> 참조). 이러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

던 것은 공격적이고 단계적인 시장 개척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Ⅳ-1> Dai-ichi Life Vietnam 수입보험료 성장 추세 

자료: チャンディンクアン(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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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초기(2007~2009년)에는 기반 정비를 기본 전략으로 하 다(<표 Ⅳ-3> 참조). 

상품 전략으로 베트남에서 판매가 용이한 생사혼합형 교육보험 판매에 집중하

다.132) 판매채널은 설계사를 주로 활용하 다.

2009~2012년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본 전략으로 하 다. 상품 전략으로 상품 

다양화를 추진하 다. 기존의 교육보험에 더하여 유니버셜보험, 변액생사혼합보험 판

매를 시작하 다. 판매채널 전략으로 실적이 좋은 설계사를 집중 양성하 다. 어드바

이저 센터(호치민, 하노이)를 설치하여 설계사의 개인 판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기준 달성자의 확보에 주력하 다. 결과적으로 한 

달에 1건 이상 신계약의 실적을 올리는 핵심설계사 수는 2010년 월평균 2,243명이었

고 2015년에는 4,491명으로 200% 증가하 다. 이들의 판매에 따른 보유계약 건수는 

2010년 177,845건이었고 2015년에는 366,999건으로 206% 증가하 다. 핵심설계사

가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2013~2015년에는 지속성장과 동시에 수익성 증대, 2016~2018년에는 내재가치 향

상을 기본 전략으로 하 다. 2013~2018년 동안 상품 전략으로 유니버셜보험, 변액생

사혼합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하면서 상해 특약, 질병보험 등 신상품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하 다. 유니버셜보험에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태로 개발하 다. 

기간 2007~2009년 2009~2012년 2013~2015년 2016~2018년

전략
· 성장을 위한
   기반정비

· 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 재무 기반 강화

· 수입보험료의 
  지속적인 성장 실현
· 수익성 향상

· 지속적인 내재가치 
성장을 위한 시장 
점유의 향상

상품
· 교육 관련 

상품
· 상품 다양화

· 주력 2상품: 유니버셜보험, 변액생사혼합
보험

· 주력 2상품과 신상품의 균형 잡힌 상품 
  포트폴리오

채널 · 설계사
· 판매 네트워크 확대
· 핵심 설계사 확보

· 설계사 + 방카슈랑스 등 대안 채널

<표 Ⅳ-3> Dai-ichi Life Vietnam 법인 기본 전략

132) チャンディンクアン(第一生命ベトナム 社長)(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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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전략으로 기존의 핵심설계사 전략에 피보험자 관리를 위한 전략을 병행하

다. 신계약 피보험자를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위험, 가계 관리의 중

요성을 이해시키고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보유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2013년부

터 자발적 갱신보험료 납부자에게 추가적 포인트를 부여하는 Customer Loyalty 

Program을 시작하 다. 이러한 피보험자 관리 전략이 성공적이어서 2013년부터 갱신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채널 전략의 하나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다. 전략적 독점판매계

약은행(HDBank, Sacombank), 비독점 판매계약은행(ACBank, OCB, VPBank)을 확보

하고 베트남 우체국과도 매우 높은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전략적 독점판매계약(2016년 

3월)을 체결하 다. 베트남에는 한 은행의 한 보험회사 상품 판매한도 25% 룰 같은 규

제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 독점판매계약이 가능하다.  

2017년 9월 Sacombank 이사회의 한 멤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133) “20년 동안 

Dai-ichi Life와 전략적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보험시장에서 가장 긴 전략적 독

점 계약이다. Sacombank의 네트워크에는 500개의 지점과 거래소가 있다. 500여 개 

판매처가 매월 4~5건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평균 5천만 달러를 계약할 수 있다. 1년

차 수수료는 약 40%, 2년차는 10%, 3년차는 5%이다.” 

그 외에 법인대리인, 브로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 다. 설계사 이외의 채널 비

중은 2016년 2분기에 9.2%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우체국과의 계약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 Q1 2015. Q2 2015. Q3 2015. Q4 2016. Q1 2016. Q2

1.4 1.1 1.3 1.6 3.9 9.2

<표 Ⅳ-4> Dai-ichi Life 베트남 법인 초년도 보험료에서 대안채널 비중
(단위: %)

자료: Dai-ichi Life(201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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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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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ai-ichi Life는 직  판매지점과 직  대리점 채널을 병행하여 운 하고 있

다. 직  판매지점은 한국의 지점과 유사하다. 직  대리점은 Dai-ichi Life 소속 설계

사가 투자하고 대표로 있는 독특한 판매망이다. 직  대리점 대표는 운 에 따른 비용

을 부담하며 대리점의 실적에 따른 보상과 동시에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직  

대리점 전략은 우수 설계사의 이동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 판매망 확대 

방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134)     

2. 진출 전략

가. 투자전략

100% 지분 직접투자(법인설립, 인수합병), 합작투자, 합자투자, 지점, 대표사무소 등 

베트남은 외국 보험회사가 베트남 보험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방식을 허용

하고 있다. 그리고 WTO 회원국이 된 이후 내국사와 외국사의 설립 시 적립금 차별이 없

으며 외국 보험회사의 100% 지분 직접투자 혹은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 요건135)136)

은 중·대형 회사에게는 크게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법인설립 혹은 인수합병

먼저 이미 진출해 있는 많은 외자계 보험회사처럼 100% 지분 직접투자가 가능하

다.137) 현지법인 설립과 인수합병이 가능한 것이다. 베트남 투자법상 인수합병은 외자

134) 현지 전문가 인터뷰(2018. 5)

135) · 자국 내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문에서의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최소한 10년 동안 법적으로 업해왔어야 함 
     · 전 해 총자산이 적어도 2억 미국 달러를 초과했어야 함 
     · 최근 3년간 보험법이나 다른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136) Section III, Paragraph 3, Circular No 155-2007-TT-BTC

137)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인하돼 20%임. 우대법인세율은 투자 지역 및 업종
에 따라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적용기간도 10년, 15년 또는 전체 사업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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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 규정된다. 다만,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투자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심사를 거쳐야하므로 사전에 규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단일 법규는 없으며 기업법, 투자법, 증권법, 경쟁법 및 각 산업

별 특별법에 인수합병과 관련한 조항이 산재해 있다.138)

생명보험 사업은 장기 사업이고 현지 사회에 융화해 들어가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지화에 성공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은 현지

화우위를 가지게 된다. 100% 지분 직접투자 방법은 장기적으로 현지화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생명보험회사는 매몰비용139)의 감내 

능력과 보험전문성 면에서 볼 때 베트남에 대해서 소유우위(Ownership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조용운 외 4인 2011).140) 한국 생명보험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

이다.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직접투자 과정에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인가 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둘째, 제도 및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담당 공무원의 판단

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외자계 생명보험회사가 많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어 신규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고는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141)을 강조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베트남은 현

로 상이함. 법인세 우대 대상을 보면 보험 및 금융은 대상이 되지 않아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것임. 법인세 우대 대상은 첫째, 사회·경제 낙후지역 신규 투자 및 고품질 
철강, 에너지 절약상품, 농수산 관련 기계 제조 등, 둘째, 사회·경제 낙후지역, 사회·경제 
특별낙후지역 이외의 지역에 임업, 축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셋째, 사회·경제 특별 낙후
지역, 경제특구, 하이테크공단 신규 투자, 하이테크법에 따른 하이테크업, 산업소재 생산, 

마지막으로, 출판법에 따른 출판업, 언론법에 따른 신문업, 주택법에 따른 임대업, 부동
산개발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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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인건비와 공단 임차료 등 투자비용이 급등하는 추세임. 공단 임차료가 연평균 10% 정도 
인상되고 있으며,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이 2017년 7.3%, 2018년 6.5%로 다소 둔
화됨(KOTRA 베트남)

140) 조용운 외 4인(2011)

141) 베트남 보험협회(2018. 5), 현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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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험 전문가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보험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

를 들어, 전문가 부족으로 RBC 제도, IFRS 제도 등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다. 상품 개발, 지급심사, 지급여력, 자산운용 등에 현지인의 참여 및 교육을 고려한 

사업계획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선진적 보험 관리방식을 

베트남에 전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선진적 직판채널, 인슈어테크, 핀테크 등을 적극 

도입하고 현지인에게 교육할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자국 산업의 부가가치와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품 등 지원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하이테크 산업

에 투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142)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수거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베트남 내 재투자 계획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합작투자

각국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책임이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되는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 100% 단독 직접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작투자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채널의 확보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인들

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보험산업은 100% 단독 

직접투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여러 산업분야에서 많이 활용

되는 것은 합작투자이다. 

합작투자 시 가능한 기업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베트남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

태), 주식회사, 파트너십 및 개인회사가 있다(베트남 기업법 제1조). 2018년 한국의 A 

생명보험회사가 베트남에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와 지분 내에서 공동책임을 지는 주식

회사 형태로 진출하 다. 대상 외자계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

이다. A 생명보험회사는 ① 비이자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은행의 방카슈랑스 관심 증

대, ②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은행 방문자에 대한 접근 용이성, ③ 설계사 채널

에서 대형사와 경쟁이 어려워진 중·소형사 입장의 생존전략 등을 고려하여 방카슈랑

142) KOTRA 베트남(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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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전문 보험회사와 합작하 다.143)  

합작투자의 경우 다음 몇몇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합작투자 대상 기업을 찾

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리사

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함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리고 합작 투자는 각국이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회사 운 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합작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합작 파트너로 글로벌 기업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신중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144) 

등을 검토하여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합자투자

합자투자 방식은 무한책임을 지고 경 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부화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생명보험 합자투자회사는 현재 국 기업 Bao Viet Life와 Phu Hung Life 2개가 있

다. Bao Viet Life는 과거 100% 정부소유 회사 으나, 2007년 부분민 화를 통해 

HSBC Insurance(Asia-Pacific) Holdings가 Bao Viet Life 지분의 10%를 인수하 다. 

2009년 HSBC는 Bao Viet Life의 지분을 18%까지 인수하 으나, 2012년 HSBC의 지분

143) 김은섭(2018) 

144)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공통점은 투자자들의 책임이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된다는 
것임. 차이점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기업법 
63조 3항, 38조 3항). 그리고 주식회사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에
는 이를 대신하여 사원총회가 존재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 
의결기관은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경우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출석 주주 전체의 의결권 
총수의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가 승인할 경우에 결의안 통과가 가능함. 단, 회사정관
의 개정, 회사의 구조개편, 자산 총 가치의 50% 이상의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75% 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됨(기업법 104조). 일단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  중 많은 자금이 필요
한 경우에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함. 단, 기업법 1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
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오광원(2013. 6. 30),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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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Sumitomo Life가 전액 인수하 다. 

한국 보험회사가 합자투자하는 방법은 Sumitomo Life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과, 

정부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Bao Viet 

Life와 Sumitomo Life는 당분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외자

계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대상기

업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나. 상품 전략 

상품 개발은 현지 수요의 특징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베트남은 

조상숭배 문화와 베트남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보험상품의 선택

에 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전체 집단의 소득 수

준별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나타나는 상품 선호 경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시장의 상품 경쟁 상황 혹은 미개척 분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조상숭배 문화와 베트남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사망보장

보험을 선호하지 않는다. 문화와 역사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장보

험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베트남은 아직은 저소득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이전에는 베

트남 보험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단순한 저축성보험이며, 상품의 종

류도 많지 않았다. 저소득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상품 특징의 하나이다. 아직도 저축성 

생사혼합보험이 주력 상품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질병보험, 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 개발을 시작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은 베트남에서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Prudential

과 Manulife는 질병보험 중심으로 상품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이이치는 질

병보험은 물론 정기 보험과 정기 단체 보험 등 사망보장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

하 다. Bao Viet Securities Joint Stock Company(BVSC)의 보험산업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 수가 2009년 100개에서 2016년 말 350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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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45)146) 그리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

인은퇴보험의 발달을 전망하고 있다.147) 

베트남의 소득 계층을 고려한 세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외자계 생

명보험회사가 이러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베트남은 아직 소득 계

층의 세분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표 Ⅱ-1> 참조).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하고 최상위 

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당원 중심의 사회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

으로도 상당 기간 최상위 계층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

로 한 상품 개발과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상품 개발 전략이 필요해 보인

다. 한국은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상품과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있다. 베

트남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현재에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 진입하는 보험회사는 기존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 보험료 경쟁 전략보다는 

신상품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 베트남은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유사 상품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아

직은 시장 발전 단계가 초기적인 단계에 있고 미개척 상품 분야가 많은 상태에 있다. 

신상품이나 적극적 마케팅 방법 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기존 회사와 경쟁을 줄이

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인 듯하다.

다. 판매채널 전략

보험회사는 판매 네트워크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현지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 소비자는 회사의 재무능력과 성장률을 보

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친구,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얻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148) 상품 자체보다는 기업 이미지 혹은 주변

145) 손해보험 상품 수가 1999년 200개에서 2016년 말 1,000개로 증가하 음

146) http://enternews.vn/dn-bao-hiem-nuoc-ngoai-vao-viet-nam-cuoc-chien-thi-phan-1129

58.html

147) http://enternews.vn/dn-bao-hiem-nuoc-ngoai-vao-viet-nam-cuoc-chien-thi-phan-1129

58.html

148) https://tuvan-baohiemnhantho.com/tai-sao-nganh-bao-hiem-nhan-tho-thu-hut-nhieu-

von-dau-tu-tu-cac-tap-doan-quoc-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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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입 초기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는 보

험회사의 이미지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새로 진입하는 보험회사는 처

음 몇 년은 홍보비용 때문에 사업비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둘째, 판매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초창기 Prudential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국적 지점 설립에 과도한 매몰비용을 소비하 다. 이는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장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지점을 설

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은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 인프

라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난다. 진입 초창기에는 대도시 중심의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적

절한 듯하다.

셋째, 직  지점과 직  대리점 채널을 병행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직  지점은 한국의 지점과 유사하고, 직  대리점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비용을 

투자하여 개설한 점포이다. 직  대리점 개설자는 본사로부터 급여 및 직  대리점 운

 성과 보수를 받는 독특한 판매망이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 전략을 채택한 상

태에 있다. 효율적인 판매망 확대 수단으로 보인다.

넷째, 우수한 설계사의 확보 및 교육이 중요하다. 초기에 진입한 보험회사는 고학력 

우수 설계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외자계 보험회사의 대부분이 이 시장에 진입 

할 때 우수 설계사의 고용에 경쟁해야 한다. 전문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비율이 6%에 

불과하다. 학력 이외의 기준으로 우수 설계사의 확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설

계사의 대부분은 정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에 대해 설계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Manulife

와 Dai-ichi Life 등은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향후 보다 복잡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계사를 특별 교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은행은 그동안 기업 중심 

업에서 벗어나 개인 대상 소매 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은행의 판매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행은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이 비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추세를 인지하고 기존 보험회사는 이미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에 적극적이다. 대형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중·소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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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수 설계사의 확보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계약에 적극적이다. 실

제로 2014년까지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은 저조하 지만 2016년부터 제휴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149) 다만, 독

점적 제휴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은행과 방카슈랑스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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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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