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과 평가

본 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성과 부진의 원인을 제 Ⅳ장에서 분석한 

해외사업 관련 고려사항인 진출국가, 진출방식, 경영전략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

다. 해외사업을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으로 구분하고 투자영업은 국내 보험회사가 현

지에서 조달한 보험료를 현지 금융시장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다.23) 

해외사업 성과 부진의 원인 분석이 제 Ⅳ장의 <표 Ⅳ-3>에서 정리한 비용과 편익에 대

한 정성적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으나, 현지 경쟁 보험회사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해외사업 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분야별로 가늠해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 해외사업 현황

가. 해외사업 규모

국내 보험산업의 2014년 6월 말 해외점포 자산 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14억 달러 

증가한 44억 5,999만 달러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15억 1,700만 달러로 전년 11억 

5,072만 달러에 비해 32.3%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은 29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19억 2,700만 달러에 비해 53.6% 증가하였다. 자산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현지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증자이다.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자

23) 보험회사의 해외증권투자도 해외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해외사업을 현

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해외증권투자는 보험회사의 전사

적인 자산운용 전략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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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제가 강화되어 생·손보 각각 2억 9천만 달러, 1억 4,800만 달러의 자본증자가 

있었다. 

<표 Ⅴ-1> 2014년 6월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총자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2013년 6월 2014년 6월 증 감

생명

보험

삼성 946.1 1,283.8 337.7

한화 184.5 213.1 28.6

교보 0.3 0.3 -0.04

합계 1,134.0 1,497.2 366.2

손해

보험

동부 201.8 256.5 54.7

메리츠 8.7 11.4 2.7

삼성 775.3 1,093.6 318.3

LIG 386.9 470.0 83.1

코리안리 223.0 410.9 187.9

현대해상 331.6 717.2 385.6

합계 1,927.3 2,959.6 1,032.3

합계 3,061.3 4,459.9 1,398.5

자료: 금융감독원(2014. 10. 19).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주요국 보험회사

의 해외사업 현황과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2013년 Forbes 2000에 포함된 보험그룹, 생명·

건강, 손해보험회사들 가운데 해외사업 비중 자료가 가능한 55개 보험회사를 분석하

였다. 해외사업 비중은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비중이나 수입·원수보험료 대비 해외 

수입·원수보험료 비중을 사용한다. 55개 보험회사의 국가별 분포, 자산규모와 해

외사업 비중을 <그림 Ⅴ-1>에 제시하고 있다. Forbes 2000에 포함된 우리나라 보험

회사는 두 개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네 개의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다. 여섯 개의 

국내 보험회사 해외사업비중은 자산기준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0.95%, 손해보험의 

경우 1.23%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우 각각 한 개의 복합보험그룹이 포함되었는

데, 해외사업비중은 81.1%에 이른다. 캐나다의 생명·손해보험회사가 각각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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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포함되었는데 해외사업비중은 각각 57%, 8.6% 수준이다. 일본 보험회사의 해

외사업 비중은 21.7%인데 두 개의 일본 생명보험회사와 세 개의 일본 손해보험회사

의 평균 해외사업 비중은 각각 23.9%와 17.8%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53.4%의 

해외사업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개의 복합보험그룹, 네 개의 생명보험회사, 여섯 

개의 손해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각각의 평균 해외사업비중은 각각 59.3%, 

34.4%, 18.4% 수준이다. 

<그림 Ⅴ-1> 주요국 보험회사의 2013년 기준 자산규모와 해외사업 비중

자료: Forbes Global 2000에 포함된 보험그룹과 보험회사 가운데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61개 회사를 

국가별(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한국)로 분류하여 분석함.

나. 진출국가와 방식, 시장점유율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197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무소 중심으

로 진출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였다.24) 2010년 말 생

명보험산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8곳, 사무소가 16곳이었고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24) 1972년 대한재보와 지금의 LIG손해보험(당시 LG화재)이 1978년에 런던사무소를 개설하였

다. 1990년대 들어 삼성화재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있던 인도네시아에서 사무소를 합작

법인으로 승격하면서 해외 보험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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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말 기준 7개 손해보험회사가 미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현지법인 9개, 

지점 7개, 사무소 23개 등 총 39개 점포를 운영하였다.25)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의 

경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영국에 진출하여 11개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영국에 진

출하여 16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현지법인이 2009년 8개

에서 11개로 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2008년 9개에서 16개로 증가하였다. 진출국가

별로는 미국과 영국의 현지법인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보험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Ⅴ-2> 2014년 6월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지역별 분포
(단위: 개)

구분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생명 손해 생명 손해 생명 손해

중국 5 8 - - 3 4

태국 - - - - 1 -

인도네시아 - 1 - - 1 3

일본 3 2 - 1 - -

베트남 1 5 - - 1 1

인도 1 - - - - -

미얀마 1 - - - - -

싱가포르 - - - 1 - 2

아시아 합계 11 16 - 2 6 10

미국 4 5 - 5 3 3

영국 2 3 - - 2 2

기타1) - 5 - - - 1

합계 17 29 - 7 11 16

   주: 1) 기타는 브라질 현지법인과 두바이(3개), 러시아(1개), 인도(1개)에 있는 사무소를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2014. 10. 19).

25) 해외 현지법인이란 국내의 자본으로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투자형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및 대부투자 등을 포함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 17에 의하면 해외지점은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로, 해외사무소는 외국에서 영업활동

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

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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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보험영업 경영성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점유율, 진출방식, 보험영업 현황을 다음의 <표 

Ⅴ-3>에서 살펴보고 있다.26) 모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진출하였는데, 현지법인은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한 합작법인과 독립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Ⅴ-3> 국내외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시장점유율과 진출방식 현황

구분
삼성
화재

동부
화재

현대
해상

LIG 메리츠 삼성생명 한화생명

중국

0.10% - 0.02% 0.02% - 0.03% 0.00%

상하이,

독립

법인

지분 투자 1)

북경, 

독립

법인

남경, 

독립

법인

- 합작법인 합작법인

2005.4 2014.6 2007년 2008년 - 2005년 2012.12

베트남

3.75% - - - - - 2.00%

독립

법인
- - - - - 독립법인

2003년 - - - - - 2008.6

인도네

시아2)

0.47% - - 0.32% 0.14% - 0.00%

합작

법인
- -

합작

법인

합작

법인
-

지분율 

80%

1997년 - - 1997.12 1998년 - 2012.12

태국

- - - - - 0.29% -

- - - - - 합작법인 -

- - - - - 1997.11 -

   주: 1) 동부화재는 중국의 안청손보 지분 15%를 최근 인수하였음. 
        2) 인도네시아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각사의 원수보험료 비

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중국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화재보험이 2005년부

터 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이 각각 2003년과 2008

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0. 19)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해외사업 손익의 경우 보험

영업손실이 생명보험에서 828만 달러, 손해보험에서 50만 달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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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이 1997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

다. 2012년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합병 하였다. 2013년 10

월부터 보험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27) 한편 삼성생

명이 1997년 합작사 설립으로 태국에 진출한 이후 현지에서 생명보험영업을 하고 

있다.28) 

다. 진출국가별 보험영업 현황

국내 보험회사가 진출한 국가의 보험시장 경쟁현황과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중국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28개, 손해보험 23

개이다.29) 중국계 회사는 생명보험 38개(38개 회사 중 26개는 외국계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손해보험 41개이며 2013년까지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은 미미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5.6%로 

2009년 5.2%보다 0.4%p 상승하였다.30)  2011년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

27)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은 현지 보험업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것으로, 현지 

감독당국의 외자사 신규인가 불허 방침과 인수 시 다섯 배에 이르는 높은 경영권 프리

미엄 요구 등을 극복하고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 진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화생명이 현지 중·대형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소형 생명

보험회사를 인수한 것은 소형 생보사가 성장전략을 추진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 이외에도 교보생명이 뉴욕에서 금융투자업을 1996년 11월부터, 한화생명이 뉴욕에서 금

융투자업을 2005년 7월 이후 수행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런던과 뉴욕에서 91년, 94년 

이후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96년 9월부터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보험영업에 국한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9) 1980년 중국 보험시장이 외국계 보험회사들에게 개방되었다. 1988년 경쟁체제가 도입되

었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쟁체제가 본격화되었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 보험시

장 진출은 2005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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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상승한 이유는 ICBC-AXA(工銀安盛), BoComm life(交銀康聯), Cigna&CMB

(招商信諾) 등 현지 은행들과 합작한 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판매증가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이는 2005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베이징, 상하

이와 같은 1급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베이징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4.3%와 3.9%에 이르고 있고 상하이의 경우 15.6%, 7.8% 수준

이다.31)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최고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계 보험회사들 가운데서도 하위에 그치고 있다.

<표 Ⅴ-4> 외국계 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생명
보험

중국계

상위 5사 77.2 72.8 72.8 71.0 69.5

중소형사
2) 17.6 21.6 23.2 24.3 24.9

소계 94.8 94.4 96.0 95.2 94.4

외국계 5.2 5.6 4.0 4.8 5.6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2 66.4 66.6 65.3 64.8

중소형사
2) 34.7 32.5 32.3 33.4 33.9

소계 98.9 98.9 98.9 98.8 98.7

외국계 1.1 1.1 1.1 1.2 1.3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 보험동향 각호 재인용.

30) 2013년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2005년보다 4개 증가 하는데 그

쳤다.

31) PwC(2014)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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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명보험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이 69.5%이고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64.8%(상위 5개사의 경우 75.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생

명·손해보험 시장과 비교해보면 경쟁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32)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중국 보험산업의 거래장벽과 외

국인으로서의 비용, 그리고 지배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인데, 첫째, 중국 보험회사에 지분투자하는 방

식과 둘째, 중국 회사들과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것이다.33) 삼성생명

은 중화항공,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베이징 지역에서 사

업을 하고 있다.34) 한화생명은 Zhejiang International Business Group과 합작관계

를 맺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진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생

명보험회사들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

다.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에 따르면 2013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28개 가운데 

9개 회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록했고,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 가운데 11개 

회사가 손실을 기록했다(<부록 Ⅳ> 참조). 삼성생명은 6,743만 위안 적자를, 한화생

명은 5,641만 위안 적자를 2013년에 기록하였다. 두 회사 모두 2012년에 비해 법인

세 차감전 순이익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반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삼성생명 중국현지법인(중항삼성)의 수입보험료는 2008년에서 2013년간 연평균 

22.3% 성장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외국계 보험회사 평균 수입보험료 성장률 

10.6%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최초로 독립법인 

인가를 받은 AIA가 10억 612만 위안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32) 우리나라 생명보험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이고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점유율

은 16% 수준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이 75.4%이고 외국계 손해

보험 원수사의 시장점유율이 2.1% 수준이다.

33) 외국 금융회사들이 중국 보험회사에 50% 미만의 지분을 투자할 경우 중국계 보험회사로 

분류된다. 한편 Allianz와 Manulife 등 대부분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50% 이상 투자하

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경영권을 

확보한 독립인 경우가 많다.

34) 중국은행의 지분참여는 최근까지 중국보험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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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의 4억 582만 위안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MetLife는 상하이 투자

(Shanghai Alliance Investment)와 미국 MetLife의 합작회사이다. 나머지 일곱 개 

보험회사 가운데 ICBC-AXA Life, ING-BOB Life, CIGNA-CMB Life는 현지 은행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월 은행의 보험회사 지분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중국 공상은행 등 6개 은행이 보험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였다.35)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13년 기

준으로 각각 2,757만 위안과 176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삼성화재 6,258만 

위안, LIG손해보험 1,340만 위안에 비해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현대해상은 2013년 218만 위안 적자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Ⅴ-5>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중국 경영성과 현황
(단위: 만 위안)

구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순이익 순위

생명

보험

ICBC-AXA 1,028,719 0.96% 2,030.7 외자계 중 8위

AIA 940,777 0.88% 106,120.4 외자계 중 1위

삼성생명 33,648 0.03% -6,742.5 외자계 중 18위

한화생명 8,930 0.01%   -5,640.7 외자계 중 15위

손해

보험

Groupama 

Avic
140,034 0.22% 4,491.3 외자계 중 2위

Tokio 

Marine 

China

46,930 0.07% 9,044.4 외자계 중 1위

삼성화재 61,173 0.10% 2,756.5 외자계 중 3위

LIG손해보험 9,804 0.02%   175.9 외자계 중 10위

현대해상 10,473 0.02% -218.4 외자계 중 12위

주: 2013년 기준이며 시장점유율의 경우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중국 보험감독위원회(CIRC).

35) ICBC-AXA Life는 중국공상은행이 60% 지분을, CIGNA-CMB Life는 중국 초상은행이 50%

지분을, ING-BOB Life는 베이징 은행이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CCB 

Life는 중국 건설은행이 51%를, ABC Life는 중국 농업은행이 51%, BoComm Life는 교통

은행이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AX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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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2005년 상하이 법인 설립 이후 심천, 소주, 청도 등에 지점을 개설하

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비중은 중국

법인 수입보험료의 14.5%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원수보험료는 6억 

1,170만 위안으로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0.0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

대해상은 북경지역에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사업을 하고 있다. 원수보험료는 

9,804만 위안으로 중국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0.02%에 불과하다. 반면 LIG손해보

험은 지역거점인 강소성 소재 한국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일반손해보험 중심의 사

업을 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등 신상품 출시를 통해 개인보험시장을 확대하려하고 있

다. 2013년 말 원수보험료는 1억 473만 위안으로 0.0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

다. 2013년 합산비율은 146.9%인데 손해율이 119.9%, 사업비율이 27.0%로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LIG손해보험의 판매채널은 임직원 및 중개사 채널이 

대부분이다.

2) 베트남

베트남 보험시장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91.1%, 손해보험 67.6%로 

생명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생명보험시장 점유

율 상위 5개사 중 4개사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이고, 16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11

개사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이다. 한화생명이 2008년 6월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2009년 4월부터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현지 보험영업 4년 만에 2013년 말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36) 

베트남 손해보험시장에서는 21개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시장과 다

르게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6.8% 수준에 불과하다. 베트남 손해보

험회사인 Bao Viet 23.2%, PVI 20.9%, Bao Minh 9.4%, PJICO 8.1%, PTI 6.0%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7.6% 수준이다.

36) 금융감독원(2014. 10)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2014년 상반기 해외사업 손익은 915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698만 달러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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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베트남의 주요 생명보험회사 현황

회사명 현지 파트너 투자회사
2013 

시장점유율

Prudential 없음 Prudential UK 22.7%

Bao Viet Life Bao Viet  Sumitomo Life 20.7%

PVI Sunlife
Petro Vietnam 

Insurance
Sun LIfe Financial, Canada 13.3%

Manulife 없음 Manulife, Canada 10.8%

Dai-ichi Life 없음 Dai-ichi Life, Japan 9.2%

AIA 없음 AIA Group, HK 8.3%

ACE Life 없음 ACE Group, Switzerland 6.0%

Prevoir 없음 Prevoir, France 4.4%

Hanwha Life 없음 Hanwah Group, Korea 2.0%

Generali 없음 Generali, Italy 0.8%

VCLI Vietcombank 외 BNP Paribas Cardiff, France 0.7%

Cathay Life 없음
Cathay Financial Group, 

Taiwan
0.4%

VietinAviva VietinBank Aviva Corporation, UK 0.3%

Great Eastern Life 없음 Great Eastern, Singapore 0.3%

Fubon Life 없음 Fubon Life, HK 0.1%

Phu Hung Life
Phu Hung 

Assurance 외
Ting Family, HK 0.0%

자료: VPBS(2014).

<표 Ⅴ-7> 베트남의 주요 손해보험회사 현황

회사명
2013년

시장점유율
회사명

2013년 
시장점유율

Bao Viet 23.2% AAA 2.2%

PVI 20.9% GIC 2.0%
Bao Minh 9.4% Liberty 1.8%

PJICO 8.1% VNI 1.8%
PTI 6.0% Bao Long 1.8%

Samsung Vina 3.7% AIG 1.5%
BIC 3.2% MSIG 1.4%

MIC 2.8%
Bao Viet Tokio 

Marine
1.2%

ABIC 2.2% Others 6.8%

AAA 2.2% - -
자료: VPB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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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2003년 진출한 삼성화재는 2013년 시장점유율 3.7%로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가운데서는 1위이다.37)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을 상품별

로 보면, 적하보험 시장점유율은 25% 수준이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적하보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은 계열회사인 삼성전자의 베트남 수출입 

물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의 2014년 상반기 베트남 이익은 496만 8,000

달러로 전년동기의 466만 9,000달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동차보험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38) 

<표 Ⅴ-8> 베트남의 주요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과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회사명
2013년 

시장점유율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비고

Bao Viet 23.2 24.98
1964년 설립된 베트남 

보험회사

PJICO 20.9 14.14 -

PTI 9.4 11.72 -

PVI 8.1 9.18 -

Bao Minh 6.0 8.20 -

Liberty 3.7 4.59
미국 Liberty Mutual 

현지법인

BIC 3.2 4.50 -

MIC 2.8 4.43 -

AIG 2.2 0.42 -

Bao Viet Tokio 

Marine
2.2 0.34

일본 동경해상보험과 

합작회사

MSIG 2.0 0.18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Samsung Vina 1.8 0.06 -
자료: VPBS(2014).

37) 베트남 손해보험 상품 비중은 자동차보험 28%, 재산보험(Property and Casulty) 22%, 상

해·질병(Health/Accident) 21%이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도난보험, 재난(Peril)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이다. 

38)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의 현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집중도가 

높아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여건이 비우호적이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과 평가 49

<표 Ⅴ-9> 인도네시아의 생명·손해보험 상위 10개 보험회사 현황
(단위: %)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PT Prudential Life Assurance 13.9 Sinar Mas 10.3

Jiwa Sinarmas 12.4 Jasa Indonesia 8.6

Jiwa Mega Life 9.0 Astra Buana 8.5

PT Asurani Allianz Life 

Indonesia
6.9 Central Asia 5.3

PT Asurani Jiwa Manulife 

Indonesia
6.7 Tugu Pratama Indonesia 5.1

Bumiputera 1912 6.6 Adira Dinamika 3.7

Indolife Pensiontama 5.7 Wahana Tata 3.6

Jiwasraya 4.8 MSIG Indonesia 3.4

PT AIA Financial 4.8 Jaya Proteksi 3.2

PT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
3.8 Allianz Utama Indonesia 2.4

자료: A.M. Best(2013).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에는 2010년 기준으로 46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을 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험회사가 29개, 합작법인이 17개이다. 2010년 수입보험료 기

준 시장점유율 상위 26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7.09% 수준이다. 베트남과 

유사하게 합작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손해보험시장에는 국내 손해보

험회사 69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18개, 재보험회사 4개가 사업을 하고 있다.39) 상

위 10개 보험회사가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26개 회사가 81%의 시장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국 손해보험회사들의 비중은 84%인 반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39)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이 활성화된 국가로 이슬람 생명보험인 가족 타카풀 등이 활

성화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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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시장에서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합작한 보험회사들이 투자연계형 보험상

품과 샤리아 율법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방카슈랑스와 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하

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40)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전략적 제휴와 안정적인 

설계사 판매망 구축이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평가된다. 

손해보험시장의 상품비중은 자동차보험 30%, 재산보험(Property) 27%, 상해 및 

건강 14%, 기타 29%이다. 시장경쟁은 매우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동차보

험시장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이

다.41)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년 61대에서 2011년 69대로 증가하

였고 자동차판매 대수도 2007년 433,341대에서 2011년 894,164대로 증가하며 자동

차보험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수(Underwriting)와 보상

관리(Claim Management), 판매채널, 보험료의 적정성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국내 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 비중

은 삼성화재 0.47%, LIG손해보험 0.32%, 메리츠화재 0.14%에 불과하다. 외자계 가

운데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 시장점유율인 3.4%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하다. 2013

년 상반기 3사 합계 240만 달러 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129만 달러

로 줄어들었다. 

40) PWC(2014)에 따르면 2011년 연납화 신계약(Annulaized Premium Equivalent) 기준으로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6% 수준이다. 상위 10개 회사들 가운데 영국의 Prudential 

25.0%, AXA 14.1%, Allianz 6.1%, AIA 5.3%, Manulife 4.4%이며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는 

세 곳에 불과하다. 

41) PWC(2013), “Insurance Facts and Figures”, Ase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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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인도네시아 경영성과

회사명
2012년 자산규모

(십억 루피아)
2008년 대비 
자산증가율(%)

2010년 원수보험료 
비중(%)

순위

PT Asurani MSIG 1,857 16.4 3.42 외자계 중 1위

Tokio Marine 1,465 13.8 2.20 외자계 중 1위

삼성화재 573 35.2 0.47 외자계 중 3위

LIG손해보험 188 12.6 0.32 외자계 중 10위

메리츠 화재 87 5.4 0.14 외자계 중 12위

자료: 자산규모 자료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2013), 원수보험료 비중 자료는 A.M. Best(2012).

4) 태국

2013년 11월 현재 24개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계 회사는 

14개이다.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0.6%로 2005년 81.09%보다 10.49% 하락

하였으나 2009년 70.5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 수입보험료 

기준 외국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71%이며, AIA의 시장점유율은 25.1%이다. AIA

는 2009년 태국 최초로 투자연계형 상품인 ‘AIA Link’를 출시하는 등 시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생명(Thai Life) 및 망타이생명(Muang Thai Life) 등 

현지 생명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이 제고되면서 AIA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33.6%에

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경우, 2013년 연납화보험료(APE) 기준으로 방카슈랑

스 채널 비중이 55%이며 모집인 비중은 37%이다.42) 방카슈랑스는 주로 투자형 상

품을, 모집인은 주로 전통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43) 태국 생명보험시장의 상품

비중은 양로보험 중심의 저축성 상품이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1997년 11월 태국 10대 그룹인 사하그룹(Saha Group), 시암시티은

행(SCB), 태국 군인은행(TMB Bank)과 시암삼성(Siam Samsung Life Insurance)을 

42) 삼성생명 사업보고서(2013. 12).

43) Fitch Ratings(2014. 9), “Thailand Life Insurance Market Dashboard 1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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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태국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하였다. 2010년 1월 삼성생명은 사하그룹으로

부터 합작사지분 12.5%를 인수하여 지분율을 37.5%로 높여44) 사하그룹과 공동 최

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삼성생명은 태국삼성생명(Thai Samsung Life 

Insurance, 구 시암삼성)을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였다.45) 태국삼성생명은 2013년 11

월 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0.29%를 나타냈으며, 태국 생명보험시

장 내 24개 회사 중 19위이다. 2013년 수입보험료는 478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사

망보험이 45.4%, 생사혼합보험이 34.5%, 단체보험이 18.6%, 생존보험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채널의 경우, 모집인 86.3%, 대리점 8.8%, 기타46) 4.8%로 모집

인을 통한 영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 태국의 생명·손해보험 상위 10개 보험회사 현황
(단위: %)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AIA 25.10 Viriyah Insurance 16.70

Muang Thai Life 13.86 Dhipaya Insurance 11.23

Thai Life Insurance 12.13 Bangkok Insurance 7.16

Siam Commercial 

New York Life
10.44 Synmunkong Insurance 4.35

Bangkok Life 9.08
Muang Thai Insurance 

Public
4.25

Krungthai AXA Life 8.38 The Safety Insurance 4.22

Ayudhya Allianz C.P. 5.54
Tokio Marine Sri Muang 

Insurance
4.14

Ocean Life 3.04
Mitsui Sumitomo 

Insurance
2.94

Fwd Life 2.82 Lmg Insurance 2.93

Prudential Life 2.33 Thanachart Insurance 2.74

   주: 2013년 11월 기준.
자료: OIC(2013).

44) 2008년 2월 손해보험법과 생명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외자출자비율을 정부 승

인을 통해 기존 25%에서 49%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45) 삼성생명은 2013년 1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태국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73% 수준까

지 확대하였다. 

46)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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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현재 태국 손해보험시장에는 64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

다.47) 태국 보험회사 54개, 외국계 보험회사 지점 5개, 건강보험회사 5개가 경쟁하고 

있다.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주로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 5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43.69%,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66%이다. 2013년 11월 

원수보험료 기준 하위 32개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0.27%에 불과한데 이것은 보험

회사의 난립과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48) 태국 손해보험 시

장은 시장집중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시장참여자가 많아 진입 매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태국에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투자영업49)

삼성화재는 베트남 시장 등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원수보험료를 현지에서 투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화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 창출하는 원수

보험료의 83%를 현금, 예금, 신탁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나머지 17%를 유가증권

에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비중은 국공채 28.3%, 회사채 71.3%로 회

사채 비중이 높다. 손익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손익(투자영업

과 보험영업의 합계)은 497만 달러 이익을 기록해 2013년 상반기 467만 달러 수익

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7) 태국 정부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ISMP: Insurance Sector Master Plan 

2006-2011)｣에서 최소납입자본금을 7,90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시장 내 인수 및 합병

을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태국 내 손해보험회사는 2008년 총 72개에서 2013년 현재 

64개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소형 보험회사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48) 조용운 외(2011. 11),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조사보고

서 2011-5.

49) 보험회사의 투자영업은 보험부채를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반면 해외증권투자는 현

지 보험영업에서 창출된 보험부채를 운용하는 것과 다르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목적으

로 해외 증권,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는 2011년 

527.4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42.8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보험회

사의 비중은 2010년 26.0%에서 2013년 35.5%로 크게 늘어났다. 주식에 투자되는 규모

는 미미하고 주로 채권과 해외 한국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Korean Paper 비중이 크다. 

운용자산 수익률 둔화로 인해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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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LIG손해보험의 경우 총자산 8억 4,402만 위안 중 26.8%를 현지에

서 운용하여 1,098만 위안의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운용

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는 중국의 금융시장에 적합한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중국 생명보험회

사들의 운용자산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41%를 채권으로 

운용하고 32%를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나머지는 주식, 뮤추얼 펀드, 그리고 장기 주

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사업에서 투자영업은 현지 금융시장

의 발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12> 중국 생명보험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채권 19,438 19,074 22,977 26,100 30,564 

은행 예치금 8,897 10,509 13,906 17,700 23,446 

주식(Equities) 2,652 4,189 5,111 3,802 4,455 

뮤추얼 펀드 1,813 2,768 2,625 2,916 3,626 

장기 주식(Long-term equities) - - - - 2,151 

기타 772 860 1,427 4,982 9,259 

합계 33,572 37,400 46,046 55,500 73,500 

자료: AXCO(2014). 

2. 평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의 현지 보험영업 성

과를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은 모두 좋지 않지만 손해

보험회사들은 기업성보험(Commercial Line)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거래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Eppink and Rhijin 1989).50)

본 절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진출국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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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그리고 경영전략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진출국가 측면에서는 현

지 경쟁환경과 인식·문화적 차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진출 국가의 시장 특성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상품·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진출국가

1) 보험수요

국내 보험회사들이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보험시장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2013년 중국의 보험산업 규모는 2,779억 달러로 우리나라 1,435억 

달러의 두 배 수준이며 수입·원수보험료 성장률도 7.8%, 20.7%로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보험밀도와 침투도는 중국 60위, 49위, 인도네시아 75위, 58위

이다. 베트남의 경우 진출 국가들 가운데 보험밀도가 84위, 보험침투도 72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인구증가율이 1% 이상이고 65세 인

구 비중이 적고 14세 이하 비중이 높아 향후 경제발전에 따라 보험산업 발전 가능성

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태국과 중국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하 인구비중도 중국은 18.0%, 태국은 18.2%로 우리나

라의 14.9%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수는 중국 13억 5,740

만 명, 태국 6,70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발전가능성은 높

다고 평가된다.

50) 기업성 보험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사업으로 진화할 것이고, 반면 가계성 보험

(Personal Lines)은 언어, 규제, 조세제도 등으로 지역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80년대 

후반 제기하였다. 기업성 보험은 보편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계성 보험은 현지

의 특수성이 지속되어 거래장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미미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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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2013년 아시아 주요국 보험시장 규모와 경제성장률1)

(단위: 억 달러, 달러)

구분
보험료 규모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경제성장률

생명 손해 생명 손해 생명 손해 2004~2013

중국
1,521 1,258 110 91 1.6% 1.4% 10.2%

(7.8%) (20.7%) 60위 49위 -

인도네시아2)
141 43 59 18 1.6% 0.5% 5.8%

(7.6%) (10.3%) 75위 58위 -

태국
148 67 214 96 3.8% 1.7% 3.9%

(16.5%) (17.5%) 54위 26위 -

베트남
10 11 11 12 0.6% 0.7% 6.4%

(11.1%) (4.9%) 84위 72위 -

한국
912 523 214 96 3.8% 1.7% 3.9%

(-9.4%) (3.7%) 20위 5위 -

   주: 1) 보험료 규모는 억 달러, 보험밀도는 달러, 보험침투도는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 하단은 전세계 순위임.

 자료: World Bank.

<표 Ⅴ-14> 2013년 아시아 주요국 인구구조
(단위: 백만 명, %)

구분

인구

인구 수 인구증가율
14세 이하 

비중
15~65세 

비중
65세 이상 

비중

중국 1,357.4 0.5 18.0 73.1 8.9

인도네시아 249.8 1.2 28.9 65.9 5.2

태국 67.0 0.3 18.2 72.1 9.7

베트남 89.7 1.0 22.7 70.7 6.6

한국 50.2 0.4 14.9 72.9 12.2

자료: IMF; Swiss R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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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험산업 발전 정책 추진도 아시아 각국의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

험시장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판매채널의 구축, 교육, 의료, 연금, 장기저축 등의 역

할이 결합된 생명보험상품의 도입 등을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세금우대정책

과「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ISMP: Insurance Sector Master Plan 

2006-2011)」추진 등으로 2009~2013년 태국 보험산업은 연평균 14% 성장하였다. 

또한 태국 정부는 2차 보험 개발 계획(Insurance Development Plan Volume 

2(2010~2014))을 통해 2009년 4.07%에 불과했던 보험침투도를 2014년 6.00%까지 

상승시킬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태국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경쟁환경

국내 보험회사가 진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보

험침투도와 밀도는 낮아 보험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일부 보험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경우 중국시장에서는 중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반

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손해

보험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각 국가의 보험회사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 and Pope(2003)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지 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

가 높아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에서 틈새시장 발굴 등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등 보험산업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보험영업 기반 확립의 장애요인이다. 현지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보다 먼저 현지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현지 전문인력을 선점

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보험회사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

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요율 산출, 보험금 지급, 자산운용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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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누리고 있어(Katrishen and Scordis 1998)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은 상대

적으로 낮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는 점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

업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회사들에 비해 좋

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지 가계성 보험 경쟁력은 

좋지 않다. 이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인식·문화적 차이

중국의 생명·손해보험산업에서 중국 보험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높고 베트남과 인

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소비자들

의 인식이다. 왜냐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산업에서 외국계 생명보험회

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국민들이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이 자국 보험산업 발

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1992년 진출한 AIA의 경영성과가 가장 좋은데, 그 원인으로 AIA의 현지 

보험인프라 발전에 대한 기여이다. AIA는 중국에 설계사 모집제도를 최초로 도입하

였고 보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중국 대학들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Aflac의 

경우도 일본에서 암보험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당시 일본에는 암보험 상품

이 없었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진출국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형성하

는 것이 해외사업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규제는 보험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진

화한다. 특히 중국 보험시장의 규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51) 예상하지 못한 규

51) 시장진입 규제 측면에서는 중국계 보험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만으로 중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다는 점, 외국계 보험회사의 기업연금시장 진입금지, 외국계 보험회사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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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변화는 리스크요인일 수 있으나 예상하고 준비한 규제의 변화는 기회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규제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채널 규제 변화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진출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는 통화가치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 국

가의 통화가치 변동성은 우리나라 통화가치 변동성보다 높다. 국내 보험회사가 인도

네시아에 진출할 경우, 원화와 루피아화 간의 거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구매

한 후 달러를 이용해 루피아화로 투자한다. 이 경우 원화의 대미달러 가치 변동분과 

루피아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 변동분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하

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것이다.  

나. 진출방식

자국시장에서 발전시킨 경쟁력을 해외 시장에서 발휘하는 정도는 진출방식에 따

라 달라진다. 인수·합병의 경우 경영권을 100% 확보하여 자국시장의 경쟁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으나,  합작방식의 경우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경영권 행사 정도

는 지분율로 한정된다(Altuntas 2012).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국내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합작투자 방식의 현

지법인(Joint Venture)은 별도의 협의가 없이는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가 지분율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전략을 추진하는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손실부담 

비율이 정해져있어 해외사업의 리스크가 본국의 본체로 전이되는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작법인으로 진출할 경우 합작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캐나다의 Manulife는 합

작법인 설립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할 경우, 합작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정하는데 

그 기준은 Manulife의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이라는 것이다. 

으로 더딘 지점개설 등이 외국계 기업의 중국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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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글로벌 보험회사인 ING와 AMEV의 해외시장 진출방식은 주로 인

수·합병이었으며, 현지 시장의 규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합작법인 방식으로 진

출하였다. 반면 AEGON은 합작법인 진출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합작법인이나 직

접투자방식보다 인수·합병 방식이 선호된 이유는 경영권을 100% 확보하여 자신들

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 전

략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다른 진출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대규모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

문이다(Eppink and Rhijn 1989). ING그룹은 1979년에 Life Insurance Company 

of Georgia를 인수하였고 AEGON은 1979년에 미국의 Life Investors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인수·합병 이후 ING, AMEV, AEGON 세 개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수익(Revenue) 기준으로 1975년 22%에서 1985년 51%로 증가하

였다.

<표 Ⅴ-15> 1985년 기준 ING, AMEV, AEGON의 지역별 영업수익 비중
(단위: %)

구분 ING AEGON AMEV

네덜란드 48 51 38

북미/미국 23 39 47

기타 유럽 12 7 12

기타 국가 10 - 3

 주: ING와 AEGON은 재보험 사업 비중이 각각 7%, 3%가 있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Eppink and Rhijn(198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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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전략

1) 상품전략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모두 저축성·투자형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거나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저축성 상품인 배당형 상품 비중이 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투자형 상품 비중이 크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신계약 기준으로 약 80%가 양로

보험(Endowment) 등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2007년 변액보험이 허용되었으

나 2013년 신계약기준으로 투자형 상품 비중이 9.09%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상품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생명 태국 현지법인의 상품

비중은 국내 상품비중과 유사하다. 변액연금 등 특별계정 비중은 없지만, 사망보험

과 생사혼합보험 비중이 높고 국내 시장의 상품구성과 유사하다. 반면 한화생명 베

트남 법인은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험만 판매하고 있다(<표 Ⅴ-16> 참조). 삼성

생명은 상품다변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만을 판매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다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해외시장

에서 상품다변화가 해외사업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하고 있다(Ma and Elango 2008; Hoyt and Trieschman 1991). Hoyt and 

Trieschman(1991)은 상품다변화 전략을 선택한 보험회사들이 다른 보험회사들에 

비해 리스크는 높고 수익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52)

52) 제조업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제시하는 바는 상품다변화가 일정 수준까지는 수

익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그 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익증가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Grant 외 1988; Sambharya 1995; Hitt 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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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2013년 말 기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해외시장 상품비중
(단위: %)

구분
국내시장 해외시장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태국 한화생명 베트남

생존 22.9 17.3 1.6 0

사망 31.0 31.6 45.4 0

생사혼합 8.3 14.2 34.5 100

단체 1.7 1.1 18.6 0

특별계정 36.1 35.8 0.0 0

 자료: 각사 IR자료.

LIG손해보험의 경우,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재

물보험 비중은 57.4%이고 자동차보험은 30.9%에 이른다. 

2) 판매채널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본격적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시장의 

판매채널 비중은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방카슈랑스 채널이 유사한 수준을 보

이고 있다(<표 Ⅴ-17> 참조).

<표 Ⅴ-17> 아시아 주요국의 판매채널 현황
(단위: ％)

구분 설계사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직판 등 기타

중국 49.2 1.1 42.1 7.5

인도네시아 - 49.0 33.0 18.0

태국 37.0 - 55.0 -

베트남 98.0 - 2.0 -

주: 중국은 수입보험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은 신계약 기준임.
자료: Milliman(2014); Generali(2012); Enrst & Young(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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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삼성생명 태국법인은 대리점과 컨설턴트를 통해 판

매하고 있고 한화생명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방카슈랑스 채널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저축성보험인 

배당형 상품 비중이 80% 수준이고 태국에서 저축성보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현지

에서 경쟁하는 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 확보를 위해 현지 은행들과 전략적 제

휴를 체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표 Ⅴ-18> 참조).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

벌 생명보험회사들이 글로벌 은행 혹은 현지 은행들과 방카슈랑스 전략적 제휴관계

를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보험상품 수요와 보험산업 발전단계를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8> 글로벌 주요 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방카슈랑스 현황

보험회사 은행 일시 개요

Prudential 

U.K.

Thanachart Bank 

PCL
2012.11.5

15년 장기 배타적 방카슈랑스 

제휴관계 수립

Prudential 

Vietnam

Maritime 

Commercial Bank
2012.7.5

베트남 방카슈랑스 확대 

전략의 일환

Prudential 

U.K.

Standard Chartered 

Bank
2014. 3.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에서 

향후 15년간 방카슈랑스 

독점계약을 체결

Manulife
Bank Danamon 

Indonsia
2013. 봄

Manulife의 Primajaga 100 

판매 예정

Manulife HD Bank Vietnam 2013. 봄 HD Bank Vietnam의 판매

Manulife
Alliance Bank 

Malaysia
-

Manulife의 신계약 30% 증가 

전망

AIA
Citibank Asia: 

아시아 11개국
2013. 겨울

향후 15년간 4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계약으로 평가됨

MetLife AAMB 2014. 2. -

Allianz HSBC 2012. 12.

전략적제휴관계 수립: HSBC 

아시아 11개국 지점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

Aviva Permata Bank 2014. 1.

인도네시아의 아스트라 그룹과 

50:50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Aviva 보험상품의 

우선판매대상자로 합의함

자료: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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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 네트워크를 확보한 씨티은행이나 HSBC은행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AIA나 Allianz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A는 MetLife 등 글로벌 대형보

험회사들과의 입찰 경쟁에서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격으로 씨티은

행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보하였다. AIA에게 이번 전략적 제휴는 향후 15년간 40

억 달러 이상의 가치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수수료가 높고 상품의 이익률이 낮아 수익성은 높지 않지

만 설계사 채널에 비해 관리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경

영관리비용이 높은 설계사 채널만을 유지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보험산업에서 현지의 전문인력 상황과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으로 현지 전속 설계사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53) 설

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보험회사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 설계사 채널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보험영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표 Ⅴ-19> 베트남 보험시장의 보험모집인 규모
(단위: 천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간 중 신규 

보험모집인
36,690 43,446 61,935 88,198 108,902 202,956

연말 

보험보집인
63,209 72,091 72,097 127,905 162,423 134,106

 자료: Vietnam Insurance Industry, VPBank Security(2014. 5. 20).

 

53) 베트남의 경우 보험산업 전문인력은 평균 연령이 30대로 젊고 규모는 산업에서 필요로하

는 것보다 적다. 중국의 경우, 판매관리(Sales Force Manager), 지점관리, 디지털 마케팅, 

언더라이팅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다수이다. 손해

보험의 경우 숙련된 인적자원 공급이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기승도(2011),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보험동향, 보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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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민들은 설계사를 직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근로소득을 위한 

임시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직업이동이 빈번하다. 베트남 보험 설계사

(Insurance Agents)들의 보험회사 지속 근무비율(Retention Rate)은 20% 수준이다

(<표 Ⅴ-19> 참조). Ernst & Young(20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설계사들은 

월급여가 최소 6,000위안 정도에서 장기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는 

약 3,500위안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판매채널의 불안정성이 높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규제의 불확실성도 판매채널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은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활용하던 판매채널이었는데, 중국은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방카슈랑스 규제를 강화하였다. 상업은행의 지점

은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상품도 보장성 상품 판매 

비중을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의 20%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방카슈랑

스 수수료가 약 10% 인상되었고, 2011년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판매는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다.54) 반면 보험대리점(Agency Companies)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55)  

3. 소결: 소극적인 해외사업

아래의 <표 Ⅴ-25>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현지 시장점유율과 자산 순위, 그리고 당

기순이익으로 평가한 수익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선도자이나 해

외시장에서는 중소형사 수준의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지배력이 높은 생

명보험회사들이 해외보험영업을 10여년 이상 수행하였으나 현지 시장점유율과 수익

성이 좋지 않다는 점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단계가 Contractor 외(2003)가 

54) 이소양(2014. 5. 26),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 현황｣, KIRI Weekly, 보험연구원. 

55) 자본시장연구원(2014), 2014년 상반기 중국 보험업 동향 및 전망, 2014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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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서비스업 기업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사업 기반 확립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경영성과 악화가 지속되는 단계에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머물고 있는 것이

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미미하지만 소폭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외자계 

보험회사들 가운데 경쟁력이 있다는 점은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두 번째 단

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외사업이 비용관리를 통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apar and Kotabe(2003)가 제시한 해외사업 매출액 비중 18%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비용관리 안정화가 수익창출의 원인

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Ⅴ-20>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보험영업 경영성과 요약

구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

점유율

생명
28개 외자계 중 

15위, 18위

16개 보험회사 

중 9위
-

24개 생보사 중 

19위

손해
21개 외자계 중 

3위, 10위, 12위

∙ 시장 5위 

∙ 외자계 21개 

중 1위

18개 외자계 중 

3위, 10위, 12위
-

수익성
생명 적자 적자 - 적자

손해 소폭 이익 소폭 이익 소폭 이익 -

주: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산규모로 분석함.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적 비용 이외의 

관측되지 않는 경영관리 비용, 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현지 규제의 불확실

성, 사회적·문화적 인식 차이 등에서 발생한다. 경영관리 비용은 보험회사가 통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국가 차원의 협

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지에 진출한 외자계 보험회사들도 유사한 비용을 부담한

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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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Ⅴ-21>은 제 Ⅳ장에서 기준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과 관련

된 편익과 비용을 정리하고 있다. 

<표 Ⅴ-21> 국내 보험회사 해외사업 현황과 비용, 편익 분석

단계 및 단계별 고려사항 현황 편익 비용

진출

국가

보험수요 높은 성장성 성장가능성
선진 보험시장 진출 시 기대할 

수 있는 경영역량 제고

보험산업 인프라 낮은 발전단계 -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으로 시장 선도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비용 부담

경쟁환경 비우호적임 현지 국내기업 낮은 인지도

정치적 리스크
높은 통화가치 

변동성
- 환위험 부담

진출

방식

지점 분석대상 아님

현지

법인

합작

법인

삼성생명 및 손해

보험회사: 합작파

트너와 지분관계

제한적인 경영

위험

∙ 경영권 제한

∙ 현지 내적성장 리스크 

인수

합병

(독립

  법인)

∙ 중국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들

은 독립법인

∙ 한화생명: 베트

남, 인도네시아

2007년 베트남 

진출 이후 2.0% 
시장점유율 달성

인수대상 선정 및 인수 과정에

서 발생하는 비용

현지

경영

전략

보험

업종

생명

∙ 미미한 시장점

유율

∙ 손실 지속

- 규제의 불확실성

인식의 차이 등 Liability of 

Foreignness
손해 소폭의 이익 실현 현지 국내기업 

상품전략

∙ 삼성생명: 국내 

상품전략과 유사

∙ 한화생명: 저축

성보험 중심

-
상품다각화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

투자영업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
- 미미한 투자수익

규모/대리인 

비용
미미 경영효율성

현지에서 경쟁하는 보험회사 

대비 낮은 경영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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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출국가 선정 측면에서는 보험산업 성장성에 매몰되어 현지 경쟁환경, 낙후

된 현지 보험산업 인프라, 부족한 전문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고려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선진국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보험영업 성과가 좋

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진 보험경영 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을 수 있

을 것이다. 

현지 보험시장 진입 규제로 인해 합작법인 형태의 진출방식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

으나 제한적인 경영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작법인 설립과 현지에서 내적성장(Organic Growth)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현지 상품·판매채널 

전략 측면에서도 국내 시장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현지 보험상

품 수요 및 설계사 판매채널 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경

쟁하는 보험회사들에 비해 자산규모가 적고 다각화가 미미하다는 점은 규모의 경제

에서 발생하는 경영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장기간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면 현지 사업을 철수하거나 다른 전략적 대안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전략

적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사업에 대한 명확한 경영목표가 있는지 의문

을 갖게 한다.

해외 보험회사들의 경우, 해외사업은 각 회사의 경쟁력에 따라 회사별 다른 전략

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UNUM, Aflac 등과 같이 상품경쟁력을 확보한 회사

들은 현지 시장에 적합한 상품과 판매채널을 통해 현지에서 내적성장 전략을 추진한 

반면, 일본 동경해상화재와 네덜란드의 ING, AMEV, AEGON 등은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경영성과를 실현하였다.56) 

독일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Altuntas(2012)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55%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

일 손해보험시장의 평균 경영성과 이하인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균 

56) 일본 동경해상화재는 해외진출 10년여 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외사업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ING, AMEV, AEGON 등의 해외사업 수익비중은 1975년 22%에서 1985년 51%

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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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이상인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을 미래

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적용해보는 전략적 갱신(Strategic 

Renewal)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Agarwal and Helfat 2009).  

이러한 사례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다르게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은 

명확한 경영목표나 경쟁전략 없이 국내시장에서의 사업전략을 현지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지시장의 경쟁여건, 보험산업 인프라, 해외사업 관

련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사업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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