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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마  략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소비자 상품(consumer product)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  

략은 보험회사의 양   질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랜드와 련한 마  분야의 연구들은 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

화될수록 랜드의 이미지와 고객의 랜드에 한 태도가 고객의 의사

결정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랜드 

워가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결정 인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기업이미지 고를 통해서 기업 차원의 랜드를 

알리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보험종목별로 자사만의 

독특한 통합 랜드를 출시하여 차별화 략을 시도하고 있다. 보험이 

실체가 없고 상품마다 약 이 매우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을 고려하면 해당 보험상품의 구조나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

여 설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쉽고 친숙한 랜드 이미지를 먼  달하

는 것이 매에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랜드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기존의 상품별 

매 진활동과 함께 추가 인 마  활동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형 보험회사의 입장

에서는 기존에도 높은 시장 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 비

용을 투자하기에 앞서 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형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마 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형 보험회사를 따라 랜드가치를 높이기 한 략을 수립

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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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원으로서의 랜드가치를 높이기 한 마  활동을 사 으로 

실행하기 해서는 사 으로 세심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지 까지 랜드와 련한 주요 연구 상은 랜드가 매출에 미치

는 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음식료업이나 자산업 등과 같이 소비자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서도 랜드자산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기 시작했지만, 보

험회사와 같이 보장성 상품과 축성 상품을 동시에 매하는 특징을 

가진 기업의 랜드에 해서 체계 으로 정리된 보고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랜드 략과 련한 제반 개념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특성에 맞는 랜드 략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구성

어떠한 산업이든 랜드자산 구축에 있어서 공통 인 성공요인이 존

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랜드와 련한 그간의 연구와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성공 인 랜드 략 수립의 기본 방향  

고려사항을 정리해본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나 어 논의를 진행한

다. 먼  이후 제Ⅱ장에서는 랜드  랜드자산의 개념, 랜드자산

의 구성요소  랜드 략의 종류 등을 살펴 으로써 보험회사의 입

장에서 랜드자산의 구축이 가져다주는 략  요성을 정리해본다. 

랜드 마 도 지속 인 리를 통해 미흡한 을 보완할 필요가 있

으므로, 제Ⅲ장에서는 다양한 랜드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 으로써 보

험회사가 랜드 리의 차원에서 자사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랜드 략 

황을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랜드 구축 사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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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과정에서 성공의 배경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제Ⅴ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

내 보험회사의 랜드자산 구축 방향에 해 논의하는 것으로 끝을 맺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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