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Ⅱ: 해외보험그룹의 채널운영 사례

1. 독일 Allianz

가. 연혁

▒ Allianz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세계 최대의 보험금융서비스 그룹임.34)

▒ Allianz 그룹은 2006년 Allianze AG에서 Allianz SE로 변경하면서 유럽연합 내

의 회사가 되었으며, 독일 내의 사업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업부문을 

통합적으로 운영함.

○ 2006년 이전인 Allianz AG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을 각각의 사업

부문으로 운영하고 판매도 각 사업부문별로 복잡하게 이루어짐.

○그러나 Allianz SE로 변경된 이후에는 독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손해보

험, 생명보험, 건강보험의 영업부문을 관리하고 각 영업분야에 있던 판매부

문을 지주회사 내 한 사업분야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운영하도록 함.

34) Allianz 그룹 홈페이지 참조.



94 조사보고서 2014-4

<부록 그림 Ⅱ-1> Allianz 그룹의 운영 변경

자료: Allianz insurance Germany(2013), Allianz Capital Markets Day.

나. 현황

▒ Allianz는 독일 최대 보험회사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의 보험서비

스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하며, Allianz 그룹의 개인고객만 1,900

만 명에 이름.35)

○손해보험 분야는 15.4%로 독일 내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점

유율이 2위사의 점유율보다 2배 수준임.

－ 자동차보험이 35%로 가장 많으며, 상해보험 17%, 재물보험 15%, 책임

보험 12%의 순임.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은 17.4%로 자국 내 1위이며, 그 중 개인보험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함.

○건강보험의 시장점유율은 9.1%로 자국 내 3위이며, 전속대리인 채널이 

81%로 주력임.

35) Allianz Insurance Germany(2013), Allianz Capital Market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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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anz 독일의 2012년 현황을 살펴보면, 4개의 판매채널 부문이 8개 지역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점 88개, 전속채널 8,540명을 보유함.

○판매를 담당하는 인력규모는 14만 명이고, 이 중 전속관계에 있는 규모는 

8,540명임.

○신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124억 1,800만 유로, 손해보험은 8억 8,700만 

유로, 건강보험은 680만 유로임.

▒ Allianz는 강력한 전속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내 보험판매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독일 판매채널의 경우 개인상품에 대한 높은 자문수요로 인해 생·손보 

모두에서 전속대면 채널이 선호됨.

○ Allianz는 이러한 전속채널을 기반으로 자국 내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가장 

큰 보험회사가 됨.

▒ 한편, Allianz가 이용하고 있는 브로커 채널은 생명보험시장에서 크게 성장하

고 있음.

○ Allianz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

으며, 2012년 보험료 수입은 72억 유로, 2010~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2.4%로 나타남.

－ 브로커 특성별로 분야를 세분화하고 상품 구조를 다양화함.

－ 브로커 수준 향상을 위해 “Allianz Broker Academy” 프로그램을 운영함.

－ 효율적 원가 통제를 목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함.

○한편, 2012년 손해보험에서의 보험료 수입은 1억 3,500만 유로로 2010년에 

비해 연평균 21.1% 성장함.

－ 손해보험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회사와 브로커 간의 기술적 지

원(자료전송)과 세분화된 CRM 툴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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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2 CAGR

생명
보험

일시납 1,542 1,222
  2.4

분합납 5,319 5,977

손해
보험

자동차 43 72
21.1

자동차 이외 98 135

건강보험 816 1,744 46.2

<부록 표 Ⅱ-1> 브로커채널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유로, 천 유로, %)

주: 1) 신규보험료 기준임.
  2) 건강보험은 천 유로이며 월 기준임.

자료: Allianz.

▒ 또한, Allianz의 방카슈랑스 채널은 고객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채널전략으로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을 기반으로 성장함.

○ Allianz는 Oldenburgische Landesbank라는 은행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Commerzbank와의 협력을 통해 대형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함.

－ Oldenburgische Landesbank은 독점적인 채널로 북부 독일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177개 지점을 보유함.

－ Commerzbank와의 협력으로 개인고객 700만 명, 1,200개의 지점을 활

용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15년간의 판매협정으로 

독점적인 판매제휴 관계도 수립함.

－ 또한, Allianz는 206개 저축은행과의 제휴로 2,166개의 지점도 활용하

고 있음.

구분
Oldenburgische 
Landesbank

Commerzbank 기타 저축은행

보험료 226 1,363 1,309

비중 8.0 47.0 45.0

<부록 표 Ⅱ-2>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채널(2012)
(단위: 백만 유로, %)

주: 신계약 기준.
자료: Alli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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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Ageas UK36)

가. 연혁

▒ Ageas는 벨기에 보험회사로 1824년 설립되었으며, Ageas UK가 2000년 

Northern Star를 인수하면서 영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다수의 영국 보험회사

를 인수·합병하면서 성장함.

○ 2001년 Northern Star와 Bishopsgate를 통합하여 Fortis Insurance(현 Ageas 

Insurance)를 설립함.

○ 2010년 Fotris에서 Ageas로 사명을 변경하고 보험부문과 은행부문을 분리

하였으며 Kwit-Fit Insurance Services를 인수함.

○ 2012년 Groupama Insurance를 인수함.

▒ Ageas UK는 Ageas 그룹의 한 회사로 모기업은 벨기에의 Ageas SA/NV임.37)

○ Ageas 그룹은 지역적으로 벨기에, 영국, 중부유럽, 아시아의 4개 회사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됨.

나. 현황

▒ Ageas UK의 경우 영국에서 생·손보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 수

는 770만 명, 직원 수는 6,000명임.

▒ 특히, 자동차보험과 재물보험에 특화되어 있으며, 2011년 수입보험료에서 

자동차보험이 66%, 재물보험이 27%를 차지함.

○ Ageas UK는 자국 내 손해보험시장에서 6위를 기록함.

36) Persson(2013), Ageas Profile, Datamonitor를 주로 인용함.

37) Ageas SA/NV는 브뤼셀주식거래소(Brussels Stock Exchange) 상장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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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보험(motorcycle insurer)에서 2위, 개인용 자동차보험(private 

motor insurer)은 3위, 가정종합보험(household insurer)은 5위임.

<부록 그림 Ⅱ-2> 2012년 영국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회사별 시장점유율

   주: “LV=” 는 영국계 보험회사인 Liverpool Victoria의 브랜드 명칭임.
자료: Ageas Annual Report 2012; Evelina Persson(2013) 재인용.

▒ Ageas UK의 영업범위는 기업용 손해보험, 개인용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3분

야로 구성되어 있음.

○ Ageas UK의 가장 중점사업은 기업용 손해보험 분야로 소규모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보험사업임.

▒ 사업영역은 Ageas Insurance Limited, Ageas Protect, Ageas Retail, Tesco 

Underwriting, Groupama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됨.

○ Ageas Insurance는 주로 개인용과 소기업용 보험패키지상품을 취급하며 

브로커, 중개업자, 우애조합, 온라인 채널을 이용함.

○ Ageas Protect는 2008년 출범하여 생명보험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채널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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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CI 보험, 소득보상보험, 가족소득보상보험, 실업보장보험 등을 취

급함.

○ Ageas Retail은 RIAS, The Green Insurance Company, Kwik-Fit Insurance, 

Ageas Insurance Solutions(Cover Direct, Auto Direct, Done Deal의 3개 부

문으로 구성), Express Insurance, Castle Cover등 다수의 사업부문으로 구

성됨.

○ Groupama는 Ageas UK에 2012년 인수가 완료된 회사로 1억 4,500만 유로 

상당액이 소요되었으며, 이번 인수로 Ageas UK는 자국 내 손보사 5위로 

올라섬.

－ Groupama Insurance는 자동차보험 및 가정종합보험에 특화되어 있으

며, 중소기업 대상 기업용 보험과 5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함.

○ Tesco Underwriting은 Ageas와 Tesco Bank의 합작투자38)로 2009년에 설

립되어 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

보험 상품을 제공함.

－ Tesco Bank는 고객전략(판매 및 서비스 콜센터 포함)과 가격책정, 마

케팅 등을 담당하며, Ageas UK는 판매, 서비스, 보험금청구 관리를 담

당함.

－ 판매채널로는 Tesco 점포, 인터넷, 전화를 활용함.

38) Ageas가 50.1%, Tesco Bank가 49.9%의 지분구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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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Ⅱ-3> Ageas UK의 사업부문

주: Ageas, Investor Day 2012, Persson(2013) 재인용.

▒ Ageas Retail은 각각의 브랜드마다 특화된 상품을 취급하며, 각 브랜드에 맞

는 채널과 목표고객을 달리함.

○ RIAS는 Ageas의 가장 큰 소매판매 브랜드39)이며 50세 이상의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종합, 여행보험, 상조보험 등을  직판(전화 및 인터

넷), 브로커, IFA, 제휴(affinity partner) 채널 등을 이용함.

○ The Green Insurance Company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보험에 특화되어

있으며, 가정종합보험, 이륜차보험, 애완동물보험을 취급하고 직판(전화 

및 인터넷)과 브로커 채널을 이용함.

○ Kwik-Fit Insurance는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특화된 보험중개회사로 가정

종합보험, 이륜차보험, 애완동물보험을 취급하는데, 2010년 Ageas에 편입됨.

○ Cover Direct는 인터넷 가정종합보험에 특화된 중개회사임.

○ Auto Direct는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특화된 중개회사로 목표고객은 저가

의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추구하는 고객임.

○ Done Deal은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특화된 중개회사이며, Express 

Insurance는 자전거보험(bike insurance)을 특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 상품도 제공함.

○ Castle Cover는 주택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에 특화된 보험중개

39) 고객 수 약 100만 명, 직원 수 1,100명 이상임.



부록 101

회사로 생명보험, 상조보험 등 여러 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목표고

객은 50세 이상의 고령층임.

▒ Ageas UK의 또 다른 채널 전략은 제휴(partnership)전략으로 8개 부문에서 

제휴관계를 맺고 있음.

○ Forces Financial, Santander, American Express, Age UK, Toyota/LEXUS, 

Vauxhall/Chevrolet, John Lewis Insurance, Tesco Bank 등이 제휴회사임.

○전략적 제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에 대한 지식, 전략적 중요성, 

본사 상품 구성에 대한 적합성이 고려됨.

○이들 제휴회사들은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로 판매채널로서의 기능

을 함.


	부 록 Ⅱ: 해외보험그룹의 채널운영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