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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인플레이션 수정후) 성장율은 지난 8년동안의 7

년에 걸쳐 실질 GDP성장율을 뒤따라왔다. 반면, 실질적으로 모든 보험종목에 걸

친 초과 담보력(excess capacity )현상은 이익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

다.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전통적인 상품들은 투자형상품과 managed care로

인해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지표를 넘어서 보면 우리는 보험산업을 전세계적으로 변

화시키는 원동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역동적인 미국 보험시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조직들이 이러한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

미래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논문은 세미나의 주제인 성장전략을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전세계 보험산업

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구조적 변화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변화의 추세

과거 10년동안 미국 보험조직들은 다음 5가지의 강력한 변화추세에 대응하여 여

러 전략을 강구해왔다.

그 첫번째 추세는 압축화 (comp ress ion)현상이다. 보험산업은 수평적으로 압축되

어 시장에서 보험자의 숫자는 감소되었지만 시장은 보다 강력한 경쟁자들로 구성

되게 되었다. 1995년의 CNA와 Continental, T ravelers와 Aetna의 합병은 가장 두

드러진 예이다. 한편, 수직적 압축은 회사와 보험판매자(distributer )와의 업무흐름

을 변화시켰다. 중복활동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대개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

났다.

두번째 추세는 전문화 (sp ecializ at ion)이다. 과거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대형의 복

수종목(multiline) 보험조직들은 보다 전문화된 회사로 변화하였다. 대형의 복수종

목 조직구조는 보험시장의 가속화된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많은 주도적 보험회사들은 전문보험회사이거나 일정범위의

사업에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온 보험회사이다. 또한 전문화 경향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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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였는데 보험회사 주식가치는 일반적으로 보다 전문화

된 조직일수록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화 추세는 세번째 추세인 격심한 경쟁 ( intens ify ing comp et ition)을 반영한다.

손보산업의 계속된 연성시장(soft market )은 초과 담보력과 전통적 보험에 대한

대체상품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분야에서 뮤추얼

펀드에서 매니지드 캐어 조직(Managed Care Organizations )에 이르는 비전통적

인 경쟁자들의 진입은 경쟁압력을 계속해서 높혀왔다.

또 다른 주요추세는 재무구조의 재편성 (f inancial res tructuring )으로 이는 손해보

험산업의 자본적 기초의 본질적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지금까지 상호회사는 성장

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받아왔다. 주식회사 측

면에서 보험산업은 독립적 이사회를 가진 투자자소유의 산업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호회사가 열후채(sulplus notes ), 합작투자(joint venture)협정, 주식

회사형태의 자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자본 조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식

회사의 측면에서는 신규 자본이 T rident , Insurance Partners , Koglberg Kravis

Robert s와 같은 투자단체로부터 보험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투자자들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의 보험 투자

자들과 달리 그들은 사업을 관리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추구한다. 또한 과거 보

험산업의 기준보다도 훨씬 강하게 단기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새로운 지향은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 이것은 보험조직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많은 개선을 이루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단기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계약자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주

고 오랜기간 동안 가치를 창출해 온 인력, 시스템, 관계(relationships)에 대한 투

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

미국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산업에서 우리는 또한 심도깊은 리스트럭칭이 나타났

다. 생명보험의 경우 리스트럭칭은 판매체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생명보험자는

단일 판매채널에 기초한 경직된(monolithic) 체계에서 에이전시, 브로커, 직접판매

를 포함하는 훨씬 유연한 판매전략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에서의 리스트럭칭은 매니지드 캐어의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보상

형(indeminty - style)건강보험은 건강관리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

우선공급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 기타 매니지드 캐어 메카니즘에

의해 주목할 정도로 대체되어 왔다. 그 결과 위험의 보유(risk bearing )는 보험자

에서 공급자로 이동되어 갔으며 핵심적인 경쟁력(competencies ) 또한 변화되었다.



보상형 건강보험에서는 효율적이고 집중화된 보상처리과정이 중요하였던 반면,

매니지드 캐어 환경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지역시장에 대한 침투능력과 건강관리

(health care) 공급자의 네트웤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 및 정보관리력인 것이다.

세계화

다섯번째의 주요 변화추세는 세계화 (g lobalization)이다. 10년전 많은 미국 보험자

는 북미대륙의 바깥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높은 초기비용

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사업적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CNA를 비롯한 많은 조직들이 세계적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반전된 추세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고객의 변화이다.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모국을 넘어서 확대됨에 따라 보

험회사는 그 고객을 따라 움직였다. 많은 미국 보험자에게 있어서 국제적 역량은

그들의 고객기반을 보호할 목적에서만 중요한 것이다.

또 다른 요소는 국제적 영역에서의 사업기회이다. 미국 및 다른 선진국에서 보험

은 성숙된 경제의 성숙 산업이다. 그러나 발전도상국에서 보험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으며 수입과 이윤의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두가지 요소 이외에 장기 경제추세도 국제적으로 영역을 확대시키는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미국과 유

럽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환태평양 경제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 역량을 발전시키는데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한다. AIG와 같은 소수의 회

사들이 국제적 지향에서 모국중심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국

제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초기부터

사업역량을 수립하는 것,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 전략적 파트너와 제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CNA는 어떤 접근방법이던 특정한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시장에 따라 기회가 다른 보험환경에

서 독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각자가 취한 접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참가자에서 적용되는 공통의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이 이슈들 중 하나는 학습기술(learned skills )의 중요성이다. 성공한 조직들은 모

국의 바깥에서 사업을 하는 기본 중의 상당부분은 학습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한



다. 국제적인 사업확대에서 자연적인 성공이란 없다. 따라서 보험자들은 그들이

미래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기 위해 지금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이슈는 확대의 경제(economics of expansion )과 관련된다.

성공적인 조직은 새로운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비용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존 상품을 새로운 지역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및 관련과정을

30% 정도만 수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은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어야 하고 보험공급자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슈는 앞에서 논의한 전문화(specialization )에 대해 상쇄효과를 지닌 것

이다. 전문화로 인해 많은 미국 및 비미국 보험자가 많은 이득과 혜택을 누렸지

만, 국제시장에서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조직이 더 많은 이익을 누

릴 것이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에서의 역량은 보험조직이 시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넓은 범위의 상품을 제공하게 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CNA

의 생명보험상품 및 손해보험 담보에서의 강점은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기회를 제공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특정 보험회사의 모국에 적합한 조직구조는 해외에서 덜 효과적

일 수 있다. 독립적인 사업단위를 강조하는 구조는 새로운 시장의 고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고객위주의 사업을 행할 것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시장에서 성공한 회사들은 관계와 핵심 경쟁력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회사들이 국제화 전략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를 인식함에 따라 탈락할 것이다. 이 때문에 10년 내지 15년 내에 주

요 국제적 보험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는 5개사 내지 10개사가 될 것이고 CNA는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0X 변화

예상컨데 미래에도 세계 보험산업에서 변화의 흐름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거

대한 마이크로칩 생산업체인 인텔의 최고경영자인 Andy Grove는 최근 저술한

책에서 10X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다른 변화에 10배의 영향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허리케인과 폭풍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Grove는 최고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10X 변화를 앞서가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업을 이것들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보험

산업에 있어 이미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10X 변화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10X변화는 인터넷 (I nternet)이다. 아직까지 산업적 힘이 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도구로서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년 내

지 10년내에 상당수의 소비자가 보험 온라인으로 안락한 쇼핑을 즐길 것이고 이

는 보험회사와 판매자들의 사업방식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온라인 판매는 많은 상호작용없이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 보험사업은 자동차보험 및 가정보험, 단순 생명보험, 연금상품 등의 개인

용 보험분야에서 발전할 것이다.

인터넷은 상품과 서비스가 복잡한 대부분의 기업보험에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인터넷의 용도는 정보교환 및 거래를 촉진하는 활동의 분야에서 이

용될 것이다.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많은 질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이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인해 인터넷은 중요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것이고 판매채널의 변화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10X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것은 리스크의 증권화 (s ecuritiz ation of risk)이다. 이

것은 보험리스크를 선택하고 이를 투자자들사이에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있는

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재해선물계약(catastrophe futures )이

1992년 이후 시카고 거래소(Chicago Board of T r ade)에서 거래되고 있다.

증권화된 상품(securitized product s )은 전형적으로 서서히 성장한다. 미국에서 저

당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를 둘러싸고 시장이 견고히 발전하는데

약 15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일단 성숙하면 그 기초가 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보험의 증권화에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리스크의 본질이다. 오늘날 증권화된

상품들에 고유한 리스크와 달리 보험 리스크는 동질적이지 않다. 이자율 변화는

모든 채권가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재해는 개별 보험계약에 대

해 대한 상이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제적인 기준위험(basis risk )은 보험리스크가 증권화된 상

품으로 이전될 때 발생된다. 기준위험은 헷징수단의 가치의 변화가 헷징되는 위

험노출(exposure)에서의 변화를 상쇄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예를 들어

재해옵션(cat option )을 가지고 재해 위험을 헷지하는 보험자는 재해로부터의 클

레임이 재해옵션(cat option )에 대한 재해의 영향보다 크거나 작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카니즘의 발

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증권화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이익의 폭은 좁아질 것이다. 재해 재보험은 그러한 영향의 첫 번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종목도 그러할 것이다. 곡물보험과 특종분야(specialty )는

모두 증권화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증권화가 장기적인 10X 변화인데 비해 매우 단기적으로 변화를 야기하는 것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피고용자 임대 (emp loy ee leas ing )현상이다. 이 사업분야에서

전문적인 용역조직(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s, PEOs)은 회사 노동력

의 공동 고용자가 되고 급여, 급부(benefits ), 위험관리서비스와 같은 관리기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용자 임대업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10년전 그것

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늘날 약 2500개의 임대 기업이 미국 노동력의 2%인

200만 고용자를 거느리고 있다. 리싱의 개념은 고용주의 관리기능이 사업영위에

서 중요한 비용이 되는 경제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미국에서 임차 노동력을 채택

한 고용주는 인적 자원과 보험비용에서 약 10% 내지 20%의 비용절감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임대 회사는 그들이 고용관련 보험과 급부에 대한 판

매메카니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임대기업, 급여

서비스, 보험조직 등이 이 신생 성장사업을 둘러싸고 공동보조를 맞추게 되어 이

들사이에 제휴가 발생하는 것을 이미 보기 시작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

든 범위의 보험 및 피고용자 급부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이 기업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고 시장화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신속히 발전할 또 다른 10X 변화는 아웃소싱 (bus iness p rocess outs ourcing )이

다. 오늘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그들 자신의 내부 프로세싱 시스템

(back- room processing systems)을 운영하고 유지한다. 미래에 이 업무들 중의

많은 부분이 독립적인 프로세싱 회사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보다 많은 보험자가 관심과 업무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저비용 공급자가 된다

면, 아웃소싱의 경제는 훨씬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클라이언트- 서버

설치, 인트라넷, 기타 정보기술(IT )역량 등을 둘러싼 자동화문제가 극도로 복잡화

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그들의 프로세싱을 아웃소싱하고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험산업의 지원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수행하는 소수의 대형

기업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경쟁 보험자들의 고객집단에

게 제공되는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규모와 우수한 기술로 인

해 그들은 20% 내지 30%의 비용절감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CNA는 최근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과 협약을 맺어 생명보험

회사를 위한 초대형 사업 프로세싱 서비스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항공산업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항공산업에서는 예약시

스템을 본질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프로세싱 효율성을

획득하였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동일한 유형의 변화가 보험사업 프로

세싱을 변화시킬 것이다.

5번째의 10X 변화로는 은행의 보험판매 (banks in ins urance)의 성장을 들 수 있

다. 1930년대에 수립된 미국 은행법은 은행이 보험사업 진출을 제한하였다. 그 결

과 미국에서는 보험에 대한 은행 진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미약한 실정이

다. 그러나 은행진입에 대한 장벽이 약화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의 은

행판매가 드드러지고, 이들 움직임이 손해보험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10년 내에 은행은 미국 보험시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은행은

은행업과 보험사업에 존재하는 기술적 차이로 인해 언더라이터로서는 그렇게 효

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판매분야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 때

문에 은행과 보험사이의 전략적 제휴가 매우 매력적인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또

한 은행이 보험회사를 매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변화를 통한 성장

과거 10년간은 미국 보험산업에 있어서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이었다. 인터넷,

증권화, 기타 10X 변화와 같은 거대 변화는 보험사업의 형태를 더욱 더 크게 변

화시킴에 따라 미래에의 변화는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

응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조직에게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

러나 성장전략을 발전시켜 이러한 변화에 참가하는 조직에게 미래의 보험시장은

흥미롭고 수익성이 있는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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