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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보험회사의 랜드 황

이번 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랜드 마  트 드를 정리하고 

재 보험회사들의 랜드에 한 인식 수 을 악한다. 보험회사들의 

랜드 마  황을 악한 결과 형사들 주로 랜드를 출시하고 

있지만 이들 형사조차도 아직은 랜드를 략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악된다. 이하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

사로 나 어 랜드 마  황을 정리해본다.

1. 손해보험회사의 랜드 황

재 손해보험회사는 상 으로 자 의 여유가 있는 형사 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통합 랜드를 출시하여 랜드 마

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의 통합 랜드 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손해보험회사의 랜드 마  실시 배경

통 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 유율을 좌우하는 

주요한 종목이다. 그런데 2001년 8월에 자동차보험 가격자율화가 실시

된 이후에는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가 등장하면서 가격경쟁이 매우 치

열해졌다. 업사들이 렴한 가격으로 시장 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기존 손해보험회사들로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마땅한 차별 이 없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차별화를 해 도입한 새로

운 마  략이 바로 랜드 마 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융 기 이후 불안한 경제 환경 속에서 

랜드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산에 한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

가하 다. 기업의 인수나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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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으로서의 랜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필

요성이 증가하 다. 한 유명 랜드의 매출은 경기변동에도 부침이 

상 으로 덜하여 마  략의 수단이 되므로 랜드가치를 평가하

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 다. 이러한 사회 

반 인 분 기와 손해보험산업 내부 인 상황이 맞물려 랜드 마

 략이 도입된 것으로 단된다. 특히, 2002년에 삼성화재가 최 로 

랜드 마 을 시작하면서 각 회사마다 자동차보험 통합 랜드가 연

이어 출시됨으로써 랜드 마  시 가 열리게 되었다. 

나. 자동차보험 통합 랜드 황

삼성화재에서는 2002년 4월 업계에서 최 로 애니카(Anycar)라는 자

동차보험 통합 랜드를 도입하 다. 애니카의 명칭은 삼성 자의 애니

콜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단된

다. 삼성화재는 자동차 보험의 표라는 컨셉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해서 기존의 보상서비스 개념에서 탈피하여 가격과 상품에서 차별화

를 통해 정비서비스와 보상처리 등을 통합한 총체 인 자동차보험 서비

스 제공하고 있다. 애니카는 보다 다양한 고객의 계층별 니즈를 수용한 

랜형 맞춤설계 보험이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 비상시 긴

출동, 차량정 진단, 교통 련 법률 컨설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와 차량구입에서 폐차까지 ‘차량일생 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 으

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상의 경우 2002년에 자동차보험의 랜드인 하이카(Hicar)를 

출시하 다. 하이카 랜드는 차종은 물론 운 자 개개인의 특성과 라

이 스타일까지 고려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  략을 추

구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통합 랜드인 로미(Promy)는 1999년 3월에 

캐릭터로 개발되었으며 2002년에는 TV-CM 등 매체를 이용하여 

‘차보다 사람이 먼 입니다’라는 캐치 이즈를 내걸며 본격 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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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보험의 통합 랜드로 성장하 다. LIG손해보험은 1996년 3월 손해

보험업계 최 로 자동차보험 긴 출동서비스인 매직카서비스를 도입하

고 2002년에는 매직카자동차보험이라는 통합 랜드를 본격 으로 출

시하 다. 매직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500여개의 매직카 긴 출동 가맹 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 된 마  

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컨설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발 된 매직카 신상품을 출시하여 고

객을 가족구성, 운행형태, 험성향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기본형(베이

직), 실속형(라이 ), 고 형(럭스) 등으로 세분화하여 마  활동을 실

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03년 10월 1일 회사명을 동양화재에서 메

리츠화재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자동차보험 랜드인 디(Ready)를 도

입하 다. 자동차보험 상품명으로는  ‘Readycar’가 있으며, 긴 출동서비

스에는 ‘Readycar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TV 고속에서도 ‘Ready 

Meritz’를 자막과 음성으로 슬로건화 하고, 기타 인쇄물에서도 “Are you 

Ready? We are Ready!”라는 슬로건을 사용함으로써 메리츠화재의 디

카는 항상 비된 자동차보험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달하는 데 주력하

고 있다.

이상과 같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랜드 마 을 살펴보

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쉽게 연상될 수 있는 랜드 

명칭을 도입함으로써 타사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 랜드이면서도 회사 체의 이미지를 함께 부각시킬 수 있는 랜

드 명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특정 자동차보험상품의 

랜드가 아니라 다수의 자동차보험상품에 공통으로 용되는 통합 랜

드라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에 랜드 명칭을 공유함으로써 

세부 인 보장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 상품을 효과 으로 한데 묶어주어 

자사 상품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을 쉽게 해주고 있다. 셋째로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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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와 함께 기존의 긴 출동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으로 랜드에 한 고만 실시한다고 해서 효

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을 고려하면 실제 서비스와 연계함으로

써 랜드 컨셉을 효과 으로 달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 장기손해보험 통합 랜드 황

최근 들어 장기손해보험이 손해보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면

서 2005년에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에서도 통합 랜드가 연이어 출시되

어 각 보험회사마다 랜드 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장기손해보험 통합 랜드인 올라이 (All-life)를 출시하

다. 삼성화재는 올라이  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토탈 라이 형 보

험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상해, 재물, 자동차보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질병 담보까지 진 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건강  

생활 종합보험의 표 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한 기존의 장기보험 상품명을 모두 올라이 로 개정해 랜드 통일성을 

높인다는 략을 제시한 바 있다. 해상도 2005년에 장기손해보험 

통합 랜드인 하이라이 (Hi Life)를 도입하 다. 하이라이  랜드는 

고객 개개인의 가정 경제에 맞는 최 의 험 보장 설계를 통해 더욱 

차별화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손해보험 컨설턴트

의 명칭을 하이 래 (Hi Planner)로 변경하 다. 동부화재는 자동차 보

험  보상서비스에 용해오던 로미 랜드를 장기보험에 로미 라

이 (life)로 확 하는 등 장기보험에서도 랜드 통합 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LIG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삶의 소 함을 꽃(Flower)

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엘 라워(L. Flower) 랜드를 개발하 다. 

이 밖에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존의 디(Ready) 랜드의 워를 더욱 

강화하기 해 장기손해보험에도 디를 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손해보험에서의 랜드 략은 아직 실행 기이므로 회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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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차이 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종합자산 리 서비스 개념과 같

이 생명 험을 총체 으로 계획하고 컨설 해주는 방향으로 랜드 컨

셉을 포지셔닝(positioning)하고 있다는 공통 을 발견할 수 있다.

2. 생명보험회사의 랜드 황

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랜드 마  황을 조사한 결과 형

사를 심으로 기업 랜드에 한정하여 고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아

직은 랜드 마 보다는 상품 고 주로 매 진활동에 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더욱이 아직은 반 으로 랜드를 략  

차원에서 인식하고 리하는 단계는 아니고 소비자에 한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랜드를 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명

보험회사들의 기업 랜드를 알리기 한 마  황과 랜드 마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에 해 알아본다. 

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 랜드 마  황

재 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개별 보

험상품에 한 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 여력이 상 으로 높은 

형사의 경우 TV를 통해 기업이미지 고를 으로 실행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미지 제고를 한 기업 고는 기업에 한 인지도나 연

상에 정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랜드 마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랜드를 알리기 한 고와 여타의 사 인 

마  활동을 연계시킨 략 인 차원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 랜드 고의 특징은 추상 인 슬로건을 내

세우고 있다는 이다. 삼성생명은 기존에 사용해 오던 ‘내일을 지키는 

힘’, ‘Bravo Your Life’ 등의 고용 기업 슬로건을 2005년 부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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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For Life’로 통일하여 사용하여 기업 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힘

쓰고 있다. 교보생명은 2002년 히딩크 축구감독을 모델로 ‘하늘만큼 땅

만큼’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이미지 고를 시작하 으며, 2003년 5월

부터 재까지는 ‘소 한 꿈이 이어지는’을 슬로건으로 하여 기업 랜

드를 알리고 있다. 한 한생명은 ‘지 은 2등이다 그러나’를 시작으

로 ‘Change the Life’ 등을 거쳐 재는 ‘With Your Tomorrow’를 슬로건

으로 한 기업 랜드 마 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LIG생명은 

‘Life is Great’, 호생명은 2005년 7월부터 ‘Standby 호생명’, 푸르덴

셜생명은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을 슬로건으로 하여 기업이미지 제고

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회사마다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을 통한 고로

써 과연 랜드자산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해 소구(appeal)할 수 있

을지는 의문이다. 를 들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A Partner For Life’, 

‘소 한 꿈이 이어지는’, ‘With Your Tomorrow’ 등과 같은 슬로건을 보

여주었다고 하자. 이 때 소비자들이 이러한 슬로건이 어떤 보험회사의 

기업 랜드 고인지 구별할 수 있으며, 각 슬로건이 내포하는 의미를 

식별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슬로건이 

의미하는 바에서는 각 회사마다 차이 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비슷한 형식의 추상 인 슬로건이 소비자들에게 차별 으로 인식될

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만약 차별화된 랜드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랜드가 쉽게 연상될 수 없고 친 감도 

높일 수 없으며 궁극 으로는 매출  수익 증 라는 본연의 목 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 이러한 기업 랜드의 이미지 개선을 한 노력이 여타의 마

 활동과 연계되어 사 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 마 의 부분은 상품 고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 고와 기업 랜드 이미지 제고를 해 사용된 슬로건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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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연계성이 없이 주력 상품에 한 내용을 으로 상품 고가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 랜드 이미지 제고를 한 노력과 

상품 매를 한 노력이 각기 따로 진행되어 사 으로 랜드 마

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생명보험회사의 랜드 마  필요성 증

그동안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기존의 마  방식으로도 충분한 성장

을 거듭해왔다. FY2005에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명

보험회사의 분기별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0%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연

간으로는 14.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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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분기별 성장률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그러나 FY2006 들어서는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변

액보험의 매가 감소하면서 분기별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하락세를 나

타내었다. 특히 FY2006 3/4분기에 수입보험료는 년동기 비 2.6%의 

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기에 이르 다. 이와 같은 변액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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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변액보험을 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은 쉬운 일이 아

니며, 이러한 가운데 형사의 입장에서도 상품 측면에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수입보험료의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생명보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

는 특징은 형사의 시장 유율이 고 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 유

율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집 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다. 즉, 상

으로 소형사와 외국사가 약진하면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형3사의 시장 유율은 FY2000에 79.9%에서 FY2005에는 

65.9%로 4%가 감소하 다. 이에 반해 외국사는 FY2000에 5.7%에 불과

하 으나 FY2005에는 18.3%를 기록하면서 무려 12.6%가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시장집 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FY2000에 

0.247이었으나 FY2005에는 0.174까지 낮아져 시장의 경쟁도가 크게 높

아졌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형사들조차도 기존의 

마  략으로는 차별화를 통한 마  략에 우 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형3사 79.9 78.0 75.8 72.0 68.5 65.9

 소형사 14.4 14.0 13.7 14.4 15.0 15.8

 외 국 사 5.7 8.0 10.5 13.6 16.5 18.3

 HHI 0.247 0.236 0.227 0.202 0.185 0.174

<표 Ⅳ-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시장 유율 추이

                                                                  (단 : %)

    주 : HHI는 허핀달-허쉬만지수로서 시장집 도를 나타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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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같은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생

명보험회사들은 새로운 마  략의 도입을 통해 성장성  수익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별로 상품 측면에서 

별다른 차별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랜드 마 이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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