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회사 등 20개 

회사의 경영성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내 보험회사와 일본 보험회사의 미국 사업 조

직구조, 자본금 규모 등을 비교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영성과 분석이 보험회사의 

본원적 경쟁력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

차보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경쟁도가 높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지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

에 나타날 수 있는 인지도, 관련 인프라 부재 등 현지화 비용(Liabilities of Foreign-

ness)으로 경영성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1.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지 경영성과

가. 분석대상 보험회사와 경영성과 지표

2010년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과 2014년 경영지표를 사용하고 있

으며 경영성과 지표로는 손해율과 세전보험영업이익을 비교한다. 비용지표로는 손

해사정비, 일반관리비(General Expense), 판매비(Selling Expense)를 비교한다. 손해

사정비는 손해액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반영

하고 있어 손해율과 손해사정비용을 별도로 분석한다. 경영성과와 비용지표는 전미

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하 ‘NAI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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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각 보험회사들의 연차보고서 원자료와 NAIC의 기준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미국 전역에서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Calenday-Year)의 경영성

과를 공시하는 보험영업비용도(Insurance Expense Exhibits, 이하 ‘IEE’)와 각 사업 지

역(주)에서의 재보험 출재 이전의 원수거래(Direct transactions) 결과를 공시하는 

Statutory Page 14이 포함되어 있다. 두 자료에는 지역별, 보험상품(Line)별로 원수보

험료(Direct Premium Written)와 경과보험료(Direct Premium Earned), 발생손해액

(Direct Loss Incurred), 손해사정비와 일반관리비, 판매비 관련 자료가 있어 보험회사

의 보험상품별, 주별(by State) 영업이익을 NAIC의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NAIC가 사용한 자료는 감독회계(SAP) 자료인데 이를 다른 업권

의 경영성과와 비교하기 위해 일반회계기준(GAAP) 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

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대

상 보험회사의 주별, 보험상품별 경영성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AIC의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보험영업이익 추정방식을 <표 Ⅲ-1>에 

제시하고 있다. 세전보험영업이익에 합산되는 보험료 결손 준비금(Premium Defi-

ciency Reserve Addition)은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계약자 배당금은 미미하여 제

외하였다. 손해사정비의 경우 NAIC는 각 지역(주)에서 발생한 보험회사의 원수거래

에서 지출된 Direct Defense and Cost Containment Expense Incurred와 미국 전체 사

업에서 지출한 손해사정 및 기타 비용(Adjusting and Other Expense Incurred)을 미국 

사업 발생손해액 대비 캘리포니아 지역 발생손해액의 비율에 곱한 값과 합산하여 추

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연도, 특정지역에서 보험회사가 지출한 손해사정비와 특정지

역에서 발생한 손해사정 관련 기타 비용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손해사정 관련 기타 비용은 미국 사업에서 지출한 손해사정 관련 기타 비용을 

미국 지역 발생손해액 대비 특정지역의 발생손해액 비중과 곱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일반관리비는 미국 사업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미국 사업 원수보험료 대비 캘리

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원수보험료 비중과 미국 사업 경과보험료 대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경과보험료 비중의 산술평균에 곱해서 추정한다. 그리고 판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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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지역의 판매비(Commission and Brokerage Expense)를 캘리포니아 지역 

원수보험료 대비 경과보험료 비중에 곱한 값과 미국 사업에서 지출한 기타 인수 비용

(Other Acquisition, Field Supervision and Collection Expense Incurred)을 미국 지점 

원수보험료 대비 캘리포니아 지역 경과보험료 비중에 곱한 값을 합산하여 추정한다.

<표 Ⅲ-1> 세전보험영업이익과 비용 산출 방식

Statutory Page by State 
(캘리포니아)

Insurance Expense 
Exhibits

계산 항목

Direct Premium 
Earned(a)

Direct Premium 
Earned(A)

－

Direct Loss Incurred(b)
Direct Loss 
Incurred(B)

－

Direct Premium 
Written(c)

Premium Written(C) －

Direct Defense and Cost 
Containment Expense 
Incurred(d)

Adjusting and Other 
Expense Incurred(D)

손해사정비

(Loss Adjustment Expense)(1)

손해사정비＝d＋D×(b/B)

－
General Expense 
Incurred(G)

일반관리비

(General Expense)(2)

일반관리비＝G×(0.5×(a/C)＋0.5×(a/A))

Commissions and 
Brokerage Expense(s)

Other Acquisition 
Field Supervision 
Collection Expense 
Incurred(S)

판매비

(Selling Expense)(3)

판매비＝s×(a/c)＋S×(a/C)

－
세전보험영업이익

(Underwriting Profit)
(a)－(b)－(1)－(2)－(3)－제세공과금

－계약자 배당금＋보험료 결손 준비금

자료: NAIC(2014).

NAIC가 비용 추정에서 원수보험료(Direct Written Premium) 대비 경과보험료(Direct 

Earned Premium) 비중을 이용하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보험회사가 제공한 보험 서비

스와 관련된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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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회계기준에 부합하

기 때문이다.10)

나.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비교 대상으로 18개 보험

회사를 선택하였고(<표 I-1> 참조), 국내 보험회사를 포함한 20개 보험회사를 경과보

험료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자동차보험 전체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20개 회사를 20퍼센타일, 40퍼센타일, 60퍼센타일, 80퍼센타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그룹을 경과보험료 하위 20퍼센타일, 2그룹을 40퍼센타일 이하 20퍼센타일 이상, 

3그룹을 60퍼센타일 이하 40퍼센타일 이상, 4그룹을 80퍼센타일 이하 60퍼센타일 

이상, 그리고 80퍼센타일 이상을 5그룹으로 분류하였다. 5그룹에 포함된 회사는 6개

이며 4그룹 3개, 3그룹 5개, 2그룹과 1그룹에는 각각 3개사가 포함되었다. 동부화재는 

4그룹에, 그리고 삼성화재는 3그룹에 포함되었다. 4그룹에 포함된 동부화재의 자동차

보험 경과보험료는 1,310만 달러로 미국의 Arch(2,840만 달러), 캐나다의 Hudson 

(2,440만 달러)과 차이가 있지만 세전보험영업이익은 동부화재가 흑자를 기록하였다.

10) NAIC는 ｢Report on Profitability by Line by State in 2014｣에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추정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Countrywide general expenses are multiplied 

by the ratio of statewide direct premiums earned to one-half countrywide direct premium 

earned and one-half countrywide direct premiums written. In effect, this treatment adjusts 

one-half of general expenses to recognize that, on a GAAP basis, a portion of general 

expenses represent prepaid expenses on a GAAP basis, … and commissions and brokerage 

expenses are multiplied by the ratio of statewide direct premiums earned to statewide 

direct premium writtens.” 그리고 손해사정비에 대해서는 “Direct defense cost containment 

expenses are reported by state in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 Countrywide adjusting 

and other expenses related to losses from the IEE are multiplied by the ratio of 

statewide direct losses incurred from the IEE.”라고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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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그룹 회사명 보험그룹
보험그룹 

국적

경과보험료 세전
보험영업

이익합계
개인용 
비중

5 Allstate Allstate 미국 279.6 85.8% 83.519

5 Commerce MAPFRE 스페인 90.3 91.8% -12.059

5 Zurich America Zurich 스위스 66.0 0.0% -0.484

5 QBE Ins QBE 호주 57.7 18.3% -4.046

5 Philadelphia Tokio Marine 일본 54.6 8.3% -10.524

5 Federal Chubb 미국 51.8 53.0% 3.079

4 Arch Ins Arch 미국 28.4 0.0% -0.053

4 Hudson Farifax 캐나다 24.4 14.7% -6.943

4 동부화재 － 한국 13.1 13.3% 0.047

3 American Alt. Munich Re 독일 10.1 0.0% -1.616

3 Sompo Japan of America NKSJ 일본 4.7 0.0% 0.181

3 Mitsui Sumitomo America MS & Ad 일본 3.1 0.0% 0.464

3 Corepointe AmTrust 미국 4.0 0.0% 0.059

3 삼성화재 － 한국 3.0 0.0% -1.176

2 Hanover Hanover 미국 1.2 1.6% 0.747

2 Allied Allied 독일 0.852 0.0% -0.015

2 ACE P&C ACE 스위스 0.790 0.0% 0.315

1 NA Specialty Swiss Re 스위스 0.175 0.0% 0.047

1 Catlin Catlin 영국 0.083 0.0% -0.045

1 Generali Branch － 이탈리아 0.026 43.9% 0.030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20개 회사들 가운데 9개 회사가 개인용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사업을 모두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회사들은 상업용 자동차보험 영업만을 하고 있다. 9개 회사들 가운데 개

인용 자동차보험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들은 미국의 Allstate와 Chubb, 그리고 스페

인의 MAPFRE가 2008년에 인수한 Commerce 등 3개 회사에 불과하다.11) 2012년과 

11) Commerce Group은 2013년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 19번째로 크고 메사추세츠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험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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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평균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10개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동

부화재, 일본의 Sompo Japan과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 그리고 경과보험료 규모가 

300만 달러 이하의 작은 회사들도 소폭이지만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음의 <표 Ⅲ-3>은 경과보험료 규모를 기준으로 20개 보험회사를 다섯 개의 그룹

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손해율과 세전보험영업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

니아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하는 350개 회사들의 손해율과 세전보험영업이익도 

제시하고 있다. 350개 회사들의 그룹별 경영지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분석대상 보험

회사들의 대부분인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경쟁력을 포지셔닝 해보기 위함이다. 먼저 

경과보험료 규모와 손해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3그룹 이상에서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

짐에 따라 손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35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에

서는 3그룹의 손해율이 70.56%에서 4그룹 67.48%, 5그룹 64.44%로 경과보험료 규모

가 커짐에 따라 손해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개 보험회사의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3, 4, 5 그룹에서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의 평균 

손해율이 전체 보험회사의 평균 손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동부

화재의 2012년과 2014년 평균 손해율은 52.08%로 4그룹 시장 평균인 67.48%보다 낮

고 삼성화재의 경우 93.79%로 3그룹 시장 평균 손해율 70.56%, 분석대상 평균 손해율 

65.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보험영업이익의 경우도 대형 보험회사인 5그룹의 경우 평균적으로 991만 달

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3그룹과 4그룹의 경우 평균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기

록하였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4그룹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47만 달러의 자동차보

험 보험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삼성화재는 그룹 평균 보험영업이익 적자보다 큰 세전

보험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율과 세전보험영업이익 측면에서 동부화재의 

포지셔닝은 중상위권으로 보이나 삼성화재는 중하위권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는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를 개인용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2) 1그룹의 손해율이 분석대상 표본의 경우 11.5%, 전체 표본의 경우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음.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들이 많고 보험금 지급보다 전년도에 지급했던 보험금이 환입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손해율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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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표본 수 시장 점유율 경과보험료 손해율 세전보험 영업이익

1그룹
3 0.0007 0.095 11.51 0.041

70 0.0008 0.133 -193.13 －

2그룹
3 0.0068 0.937 30.05 0.349

70 0.0077 1.688 65.83 －

삼성화재(3그룹) － 0.0003 2.996 93.79 -1.176

3그룹
5 0.0324 5.000 65.48 -0.497

70 0.0288 6.584 70.56 －

동부화재(4그룹) － 0.0839 13.145 52.08 0.047

4그룹
3 0.1039 20.622 62.04 -1.381

70 0.0891 21.170 67.48 －

5그룹
6 0.3880 100.003 59.18 9.913

70 0.7182 169.733 64.44 －

전체
20 0.7139 34.499 － 2.700

350 0.1689 39.862 － －

주: 각 그룹 하단의 수치는 전체 표본의 평균치임. 표준편차는 공간의 제약으로 보고하지 않기로 함.
자료: NAIC.

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9개 분석대상 회사를 다섯 개의 그룹으

로 구분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동부화재의 경우 2012년과 2014년 개인용 자동

차보험 경영성과가 연차보고서에 나타나지만 2014년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중단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형사인 Allstate가 5그룹, 

Commerce와 Federal이 4그룹에 속해있으며 동부, Hudson, Philadelphia가 2그룹이며 

나머지는 1그룹에 속해있다. 각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개인용 경과보험료와 시장

점유율, 세전보험영업이익을 아래의 <표 Ⅲ-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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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그룹 회사명 보험그룹 보험그룹 
국적

경과 
보험료

자동차 
M/S

세전 
보험영업 

이익

5 Allstate Allstate 미국 244.85 0.88 85.48

4 Commerce MAPFRE 스페인 83.59 0.31 -12.46

4 Federal Chubb 미국 26.97 0.15 3.26

2 QBE Ins QBE 호주 16.13 0.02 -5.73

2 Philadelphia Tokio Marine 일본 4.92 0.02 -0.37

2 Hudson Farifax 캐나다 4.18 0.01 -0.99

2 동부화재 － 한국 2.33 0.00 -1.08

1 Hanover Hanover 미국 0.02 0.00 -0.03

1 Generali Branch － 이탈리아 0.01 0.00 0.01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Allstate의 경우 경과보험료 2억 4,485만 달러, 세전보험영업이익 8,548만 달러로 규

모가 가장 크고 수익성도 월등히 좋다. Chubb그룹에 속한 Federal의 경과보험료는 

Allstate의 1/10 수준이고 세전보험영업이익도 326만 달러에 불과하다. 스페인의 

MAPFRE가 인수한 Commerce의 경우 경과보험료 규모는 8,359만 달러이지만 2012년

과 2014년 평균 세전보험영업이익은 1,246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동경해상

이 2008년 인수한 Philadelphia도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부문에서 37만 달러 적자

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인 Allstate와 Federal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규모가 큰 미국 회사들의 수

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168개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평균적

으로 0.5%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위 4개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45%에 불과하여 시장의 경쟁도가 높

다. 대형사 비중이 높은 5그룹의 경우 34개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경과보험료는 4억 6,570만 달러이나 캘리포니아 지역 평균 시장점유율은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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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state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경과보험료가 그룹 시장 평균의 절반 수준

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 손해율은 33.9%로 5그룹 시장 평균 손해율인 64.2%보다 

낮아 5그룹 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4그룹에 속

한 Federal과 Commerce의 규모는 4그룹 시장 평균과 유사하고 손해율은 60.9%로 시

장 평균 손해율 64.8%보다 다소 낮다. 2그룹에 속한 동부화재의 경과보험료는 232만 

달러로 2그룹 시장 평균 경과보험료 253만 달러와 유사하지만 손해율은 84.5%로 그

룹 시장 평균 64.9%, 분석대상 평균 77.1%보다 높다. 경과보험료와 손해율 측면에서 

동부화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경쟁하는 외국 보험회사들에 비해서(분

석대상 4개 회사), 그리고 시장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5> 분석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표본 수 시장 점유율 경과보험료 손해율 세전보험 영업이익

1그룹
2 0.0001 0.016 9.0 -0.009

33 0.0009 0.195 234.6 －

2그룹
4 0.0132 6.886 77.1 -2.044

34 0.0125 2.537 64.9 －

동부화재(2그룹) － 0.0042 2.325 84.5 -1.084

3그룹
0 － － － －

33 0.0642 13.841 67.6 －

4그룹
2 0.2278 55.281 60.9 -4.601

34 0.3053 57.207 64.8 －

5그룹
1 0.8797 244.851 33.9 85.484

34 2.1396 465.668 64.2 －

전체
9 0.1543 19.181 55.9 3.395

168 0.5101 109.090 98.6 －

주: 각 그룹 하단의 수치는 전체 표본의 평균치임. 표준편차는 공간의 제약으로 보고하지 않음.
자료: NAIC.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손해율 간에는 역(逆)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그림 Ⅲ-1> 참조). 동부화재의 경우 2014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마이

너스를 기록하였고13) 경과보험료가 2억 4,400만 달러인 Allstate는 규모가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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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림에서 제외하였으나 평균 손해율이 33.9%인 점을 고려하면, 경과보험료 규모

와 손해율 간에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Arch의 경우 손해율이 

2012년 70%에서 140%로 상승하였으나 Philadelphia는 2012년 90%수준에서 2014년 

60% 이하로 하락하였다. 반면 Federal과 Commerce의 경우 손해율이 안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보험회사들과 더불어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도 경

과보험료 규모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줄어드는 관계가 보인다. 특히 3, 4, 5그룹의 경

우 33~34개 보험회사들이 각 그룹에 속해 있는데 3그룹의 경과보험료는 1,384만 달

러, 4그룹 5,720만 달러, 5그룹 4억 6,567만 달러이다. 그룹 평균 손해율은 3그룹 

67.6%, 4그룹 64.8%, 5그룹 64.2%로 손해율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경과보험료 규모와 손해율 간의 

관계는 대형 보험회사들이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언더라이팅 역량을 바탕으로 중산

층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High Premium)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14) 또한 저소득층, 사고빈도가 높은 고객들은 인수를 거절하여 브

랜드 파워가 낮은 보험회사들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소비자의 계약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13) 2014년 동부화재의 개인용 자동차 발생손해액은 –135,500달러로 보고되었는데 전년도 

지급보험금 일부가 환입되었기 때문임.

14)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 9개 가운데 QBE, Philadelpia, Commerce를 제외한 6개 회사가 미국 

회사들임. 그러나 동경해상이 인수한 Philadelpia와 MAPFRE가 인수한 Commerce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회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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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손해율 추이

주: 회사명 뒤의 숫자들은 연도, 경과보험료(백만 달러), 손해율임.
자료: NAIC.

보험회사의 규모에서 발생하는 다른 장점은 비용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표 Ⅲ-6>은 9개 분석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판매

비의 합계로 사업비를 정의한 후, 경과보험료 대비 사업비와 경과보험료 대비 사업비 

각 항목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경과보험료와 손해율 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경과보

험료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규모가 작은 1그룹과 2그

룹을 제외할 경우 규모와 사업비 간의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4그룹과 5그룹

의 경우 사업비율은 31.2%, 40.5%로 2그룹의 47.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사정비율이 5그룹 7.9%, 4그룹 12.3%로 2그룹의 20%보다 작다. 동부화재의 경

우 2그룹 평균 사업비율 47.1%와 유사한 수준의 사업비율 45.3%를 보이고 있으나 손

해사정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그룹 평균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판매비율의 경우 그

룹 평균 23%보다 작은 17.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업을 

2012년 이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과보험료 규모가 큰 4그룹과 5그룹

과 비교해보면 동부화재 미국 캘리포니아 지점의 손해사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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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분석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사업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표본 수 경과 보험료 사업비율 손해사정비율 일반관리비율 판매비율

1그룹 2 0.016 127.3 11.2 8.7 107.4

2그룹 4 6.886 47.1 20.0 1.5 23.0

동부화재(2그룹) － 2.325 45.3 25.3 2.7 17.4

3그룹 0 － － － － －

4그룹 2 55.281 40.5 12.3 4.5 23.6

5그룹 1 244.851 31.2 7.9 5.7 17.5

전체 9 19.181 56.4 8.8 2.1 60.5

주: 1) 사업비＝손해사정비＋일반관리비＋판매비로 정의되고 경과보험료는 백만 달러, 나머지는 %임.
2) 사업비율 항목들은 NAIC의 기준에 따라 추정된 것으로 분석대상 자동차보험회사에 국한됨.

자료: NAIC.

2그룹에 속한 호주, 일본,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회사의 평균 경과보

험료는 689만 달러로 4그룹에 속한 스페인 MAPFRE와 미국의 Chubb 그룹의 평균 경

과보험료 5,528만 달러의 1/9 수준이고 사업비율도 6.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그

룹의 평균 손해사정비율은 4그룹에 비해 7.7%p 높고 판매비율도 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그룹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큰 5그룹의 Allstate와 비교할 경우 1그룹과 2

그룹에 속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열등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과보험료 규모와 사업비율 간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 Ⅲ

-2>에서 제시하고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횡축인 

경과보험료는 로그변환하여 회사별 순위는 유지하되 경과보험료의 금액을 조정하였

다. Allstate, Commerce, Federal 등 Hanover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회사들의 2012년과 

2014년 사업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5) 그리고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

질수록 사업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16) 주목할 만한 점은 규모가 작은 

15) Hanover의 경우 2014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는 0이고 사업비율은 350.9%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제외하였음.

16) 통계분석을 통한 가설검정은 추후 과제로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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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동부화재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철수하였고 Hanover의 경우 2014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는 0으로 나타났다. QBE의 경우 경과보험료가 2012년 2,657만 

달러에서 2014년 567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Ⅲ-2>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사업비율 추이

주: 회사명 뒤의 숫자들은 연도, 경과보험료(백만 달러), 사업비율임.
자료: NAIC.

경과보험료와 손해사정비율의 관계도 경과보험료와 사업비율 간의 관계와 유사하

게 나타나는데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사정비율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다(<그림 Ⅲ-3> 참조). 규모가 클수록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손해액 관리 비용인 손

해사정비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경우 Arch, Hudson에 비해 Allstate, 

Federal, Philadelphia 등 규모가 큰 회사들의 손해사정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로 나타났고, 2012년의 경우에서도 Arch, Philadelphia에 비해 Allstate의 손해사정비

율이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경과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회사들의 2012년과 2014

년 손해사정비율은 Hanover, Hudson, 동부화재 등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 비해 안정

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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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손해사정비율 추이

주: 회사명 뒤의 숫자들은 연도, 경과보험료(백만 달러), 손해사정 비율임.
자료: NAIC.

손해율과 손해사정비율의 합을 보험회사의 위험(손해)관리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손해사정비용이 지급 보험금의 절감 혹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

문이다. 2012년과 2014년 평균 손해율이 33.9%인 Allstate의 경우 손해사정비율은 평

균 7.9%에 불과하고 Federal, Commerce, Philadelphia의 경우 손해율은 각각 49.4%, 

72.4%, 74.0%이며 손해사정비율은 10.6%, 14.1%, 9.8% 수준이다. 반면 손해율이 높

은 QBE, 동부화재의 경우 손해율이 81.6%, 84.5%이며 손해사정비율은 16.5%, 25.3% 

수준이다(<표 Ⅲ-7> 참조). 이상의 결과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와 

손해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 보험회사들의 브랜드 파워와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언더라이팅 역량으로 위험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계약을 인수할 수 있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손해사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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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주요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손해사정비율

(단위: %)

구분 손해율 손해사정비율 합계

Allstate 33.9 7.9 41.8

Federal 49.4 10.6 60.0

Hudson 68.1 28.5 96.6

Commerce 72.4 14.1 86.5

Philadelpia 74.0 9.8 83.8

QBE 81.6 16.5 98.1

동부화재 84.5 25.3 109.8

주: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자료: NAIC.

판매비율의 경우 Allstate는 2012년 17.7%, 2014년 17.3%로 규모가 작은 동부화재

(25.5%)나 Hudson(22.1%), Federal(22.6%)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비율에서 회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별 마케팅 전략과 판

매채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4>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판매비율 추이

주: 회사명 뒤의 숫자들은 연도, 경과보험료(백만 달러), 판매비율임.
자료: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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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 사업비 대비 사업비 항목별 비중을 다음의 <그림 Ⅲ-5>에서 제

시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경우 손해사정비 지출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12년 58.7%, 2014년 48.1%로 지점으로 사업하고 있는 Generali에 비해서는 낮

지만 대형 자동차보험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Allstate, Commerce, 

Federal 등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비 지출 비중이 24%에서 36% 내외로 나타

났다.

사업비 대비 판매비 지출 비중에서도 동부화재와 Generali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판매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

이는 판매채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5> 캘리포니아 주요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비용 항목별 비교

주: 사업비 대비 사업비 각 항목별 비중임.
자료: NAIC.

개인용 자동차보험 회사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Allstate의 경우 상품개발, 언더라이

팅, 보상 업무를 모두 내부화(Internalize)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채널도 전속채널

이다. 반면 대부분의 중소형 회사들은 판매와 보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이를 관리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경우 캘리포니아 사업 기간이 길지 않아 자동

차보험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가 취약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 언더라이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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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계약 통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Managed General Agency에 의존해왔다. 그

리고 손해사정과 보상 업무를 외부업체와 2009년 위탁계약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청

구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다. 동부화재를 포함한 2그

룹과 1그룹의 손해사정비율 등 사업비율이 4그룹과 5그룹에 비해 높은 이유가 현지 

인프라 부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부재와 더불어 대형 보험회사들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언더라이팅 역량 등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 등 외국 보험회사들이 경쟁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들이 철수하고 있다.

라. 상업용 자동차보험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경쟁이 더 심하고 자동

차보험회사들의 이익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부록 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상업용에 비해 10배 정도 크지만 보험회사 수를 

비교해보면 상업용 시장의 보험회사가 256개로 개인용 시장의 168개 보다 더 많다. 

그리고 상위 4개사 시장점유율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45%이나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35% 수준으로 집중도가 낮다. 이익 변동성의 경우 개인용에 비해 평균 손해

율은 낮지만 대형사고로 인해 손해율의 변동성이 더 크다. 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의 표준편차는 1,274%이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표준편차는 469%이다.

분석대상 20개 보험회사들 모두 상업용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표 Ⅲ-2> 

참조). 2012년과 2014년 상업용 자동차보험 평균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를 다음의 <표 Ⅲ-8>에 제시하고 있다. 평균 경과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스

위스의 Zurich이고 일본 동경해상이 인수한 Philadelphia(4,964만 달러), 호주의 

QBE(4,155만 달러), 미국의 Allstate(3,482만 달러) 순이다. 동부화재의 경과보험료는 

1,082만 달러로 일본의 Sompo Japan(475만 달러),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312만 

달러), 삼성화재(300만 달러)에 비해 규모가 크다. 세전보험영업이익을 보면 호주의 

QBE, 미국의 Arch, 한국의 동부화재, 일본의 Sompo Japan과 미쓰이 스미토모 등이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과보험료 규모가 적은 Hanover, ACE, NA Specialty, Cat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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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 지점 등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수의 외국 보험회사들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과보험료 규모의 경우 스위스의 Zurich America, 동경해상의 Philadel-

phia, 호주의 QBE가 상위권이다.

<표 Ⅲ-8>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그룹 회사명 보험그룹
보험그룹 

국적
경과 

보험료
자동차 
M/S

세전 
보험영업 

이익

5 Zurich America Zurich 스위스 66.01 2.62 -0.48

5 Philadelphia 동경해상 일본 49.64 2.03 -10.16

5 QBE Ins QBE 호주 41.55 2.47 1.69

5 Allstate Allstate 미국 34.82 1.67 -1.96

5 Federal Chubb 미국 24.85 0.90 -0.18

5 Arch Ins Arch 미국 24.69 1.08 0.11

5 Hudson Farifax 캐나다 19.21 0.91 -3.15

5 동부화재 － 한국 10.82 0.72 1.13

4 American Alt. Munich Re 독일 10.14 0.47 -1.62

4 Commerce MAPFRE 스페인 6.70 0.22 0.40

4 Sompo Japan of America NKSJ 일본 4.75 0.19 0.18

4 Corepointe AmTrust 미국 4.00 0.40 0.06

4 삼성화재 － 한국 3.00 0.25 -1.18

3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 MS & Ad 일본 3.12 0.13 0.06

2 Hanover Hanover 미국 1.15 0.04 0.78

2 Allied Allied 독일 0.85 0.07 -0.02

2 ACE P&C ACE 스위스 0.79 0.07 0.32

1 NA Specialty Swiss Re 스위스 0.18 0.01 0.05

1 Catlin Catlin 영국 0.08 0.01 0.05

1 Generali Branch － 이탈리아 0.01 0.00 0.02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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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손해율과 경과보험료, 그리고 세전보험영업이익은 다음의 <표 Ⅲ-9>에 정

리하였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체 보험회사를 그룹으로 구분한 

경우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율이 작아지는 관계가 3, 4, 5그룹에서 관측된

다. 분석대상 20개 회사의 그룹별 세전보험영업이익의 경우 4그룹과 5그룹이 적자를 

기록한 반면 규모가 작은 1, 2, 3그룹의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4그룹에 속한 삼성화재는 그룹 평균 세전보험영업이익 적자보다 큰 평균 117

만 달러의 세전보험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동부화재는 5그룹 평균보다 큰 

113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동부화재의 2012년과 2014년 평균 손해율은 45.1%

로 시장 전체 평균 손해율 49.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삼성화재는 

93.8%의 손해율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분석대상 상업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경영성과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표본 수 시장점유율 경과보험료 손해율 세전보험 영업이익

1그룹
3 0.0058 0.090 9.2 0.037

49 0.0051 0.085 -454.2 －

2그룹
3 0.0609 0.931 29.8 0.359

52 0.0408 0.951 23.2 －

3그룹
1 0.1322 3.123 58.3 0.062

52 0.1302 3.283 73.0 －

4그룹
5 0.3090 5.716 65.3 -0.430

52 0.3804 9.390 68.5 －

삼성화재 － 0.0025 2.996 93.8 -1.176

5그룹
8 1.5500 33.947 61.0 -1.624

52 1.2982 34.916 64.5 －

동부화재 － 0.7202 10.820 45.1 1.132

전체
20 0.7139 15.317 49.5 2.477

256 0.3716 9.739 -40.7 －

주: 각 그룹 하단의 수치는 전체 표본의 평균치임. 표준편차는 공간의 제약으로 보고하지 않기로 함.
자료: NAIC.

다음의 <그림 Ⅲ-6>은 분석대상 20개 회사의 경과보험료 기준 규모와 손해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56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경과보험료 

규모가 증가할수록 손해율이 감소하는 관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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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손해율 추이

자료: NAIC.

2012년의 경우 규모가 큰 회사들의 손해율이 작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에는 Allstate, Philadelphia, Zurich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규모와 손해율의 관

계가 미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용과 다르게 평균 손

해율이 낮지만 손해율 변동성이 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개인용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들일수록 

지급 보험금 규모가 클 개연성이 높다. 규모가 작은 동부화재의 경우 2014년 손해율

이 40% 수준이나 규모가 큰 Zurich, Philadelphia의 경우 80% 내외의 손해율을 기록하

였다.

다음의 <표 Ⅲ-10>는 그룹별 사업비율, 손해사정비율, 일반관리비율, 판매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5그룹의 손해율 평균이 60.9%, 손해사정비율이 14.6%인 반면 4그룹

의 손해율 평균은 65.3%, 손해사정비율은 16.4%이다. 손해사정비율의 경우도 개인용

과 유사하게 손해율이 높을수록 손해사정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 4그룹과 5그룹 간에는 경과보험료 규모가 클수록 손해율이 낮고 손해사정비율

도 낮은 현상이 관측되는데 대형 보험회사들의 손해액(위험) 관리 역량이 높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그러나 4그룹과 5그룹 간의 손해율, 손해사정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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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분석대상 상업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사업비율
(단위: %)

구분 표본 수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사정비율 일반관리비율 판매비율

1그룹 3 9.2 15.2 -8.0 2.3 20.9

2그룹 3 29.8 34.9 10.0 6.7 18.2

3그룹 1 58.3 39.7 14.7 9.1 15.9

삼성화재(4그룹) － 93.8 45.5 13.0 16.0 16.4

4그룹 5 65.3 43.4 16.4 8.7 18.4

동부화재(5그룹) － 45.1 44.4 14.5 2.5 27.4

5그룹 8 60.9 38.7 14.6 5.3 18.8

전체 20 46.5 35.8 11.0 6.1 18.8

주: 사업비＝손해사정비＋일반관리비＋판매비로 정의되고 경과보험료는 백만 달러, 나머지는 %임.
자료: NAIC.

경과보험료 대비 손해사정비율의 경우 2012년에는 Philadelphia를 제외한 대부분

의 회사들이 10~20% 내외의 손해사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Allied, 

Sompo Japan, American Alternative 등의 손해사정비율이 201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20개 회사들 가운데 16개 회사들의 손

해사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2014년 동부화재의 평균 손해

사정비율은 14.5%로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의 14.7%와 유사한 수준이나 Sompo 

Japan의 30%에 비해 두 배 정도 낮다. 그러나 각 회사의 손해율 수준을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손해사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

인의 경우 동부화재와 유사한 손해사정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손해율은 미쓰이 스미

토모가 58.3%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Allstate, Zurich America, QBE 등의 손해율

은 각각 66.3%, 61.5%, 60.5%이지만 손해사정비율은 11.4%, 12.4%, 그리고 10.2%로 

동부화재보다 낮다.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 45

<그림 Ⅲ-7>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손해사정비율 추이

자료: NAIC.

경과보험료에 따라 사업비율, 판매비율 등이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회사별 사업비율을 살펴보면 Allied, 삼성화재, Philadelphia, Zurich, QBE, 

Arch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5%에서 50% 수준의 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Zurich

의 경우 2012년과 2014년 사업비율이 모두 20% 내외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Philadelphia의 경우 2014년 사업비율은 40% 수준으로 2012년 80%수준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Allstate의 경우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가 2012년 3천만 달

러 수준에서 2014년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사업비율은 2012년과 2014년 

모두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rch의 경우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업비율이 45% 내

외에서 20% 내외로 감소하였고 QBE의 경우도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사업비율이 5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동부화재의 경우 경과보험료는 2012년 370

만 달러에서 2014년 1,79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2012년 48.5%, 2014년 

4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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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사업비율

자료: NAIC.

판매비율의 경우도 3그룹을 제외하고는 그룹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는 5그룹과 4그룹에 속해있는데 각 그룹의 평균 사

업비율보다 높은 사업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4그룹의 평균 사업비율은 43.4%이나 삼

성화재는 45.5%, 5그룹의 평균 사업비율은 38.7%이나 동부화재의 사업비율은 44.4%

를 기록하고 있다. 경과보험료 대비 판매비율도 QBE, Arch 등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

고는 규모에 따라 감소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9>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와 판매비율

자료: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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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 대비 각 사업활동별 비용 분포를 다음의 <그림 Ⅲ-10>에서 제시하고 

있다. Allstate의 경우 일반관리비, 판매비, 손해사정비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Zurich, Sompo Japan, 미쓰이 스미토모의 경우 손해사정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판매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큰 Zurich의 경우 사업비 중에서 판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16.3%, 2014년 9.9%로 나타났다. Sompo Japan의 경우 판매비 비중이 2012년 13.4%, 

2014년 7.0%로 분석대상 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캘리포니아 주요 상업용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비용 항목별 비교

주: 사업비 대비 사업비 각 항목별 비중임.
자료: NAIC.

2. 일본 손해보험회사와의 경영성과 비교

가. 개요

이번 절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

사의 경영성과와 비용구조를 일본 보험회사들과 비교하도록 한다. 일본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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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해상이 인수한 Philadelphia, 현지법인인 Sompo Japan과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

법인이다. 미국 손해보험 사업규모가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유

사하고 상업용 자동차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Sompo Japan의 2014년 미국 손

해보험 경과보험료 규모는 2,287만 달러,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의 경과보험료는 

1,148만 달러로 동부화재(3,034만 달러)와 삼성화재(1,524만 달러)와 유사하다. 세전

보험영업이익 규모도 유사한데 2012년과 2014년 Philadelphia의 상업용 자동차보험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동부화재, Sompo Japan,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의 경우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Philadelphia의 경우 상업용 자동차보험

에서 1,01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2012년 태풍 샌디의 영향과 자연재해 관련 

준비금 적립금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17) 반면 Sompo Japan, 미쓰이 스

미토모 미국법인, 동부화재 등은 소폭의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캘리포니아에서 

기록하였다.

나. 높은 상업용 자동차 비중

동부화재는 상업용 자동차보험 가운데서 트럭보험(Truck Insurance) 등 특수시장

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수시장이란 영업용·업무용 중 일반 사무용 차량이 아닌 트럭, 

버스, 택시, 앰뷸런스, 렌트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다. 인지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Traveler’s와 Nationwide 등 대형 보험회사들은 특수시장에서는 생소한 이름

의 자회사로 영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해상의 경우 특수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동경해상이라는 브랜드로, 일반 상업용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Philadelphia 

Insurance로 사업을 하고 있다.

트럭의 경우 배상한도가 75만 달러로 높아(개인용의 경우 대인배상한도가 5만 달

러 이하) 대당보험료가 비싸고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당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민감하고 배상한도가 

17) Best’s Rating Report(2015. 7. 13), “Philadelpia Insurance Companies”, A. M.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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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험금도 개인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사고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과도한 경향이 있고 소송이 빈번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인지도의 

영향이 크지 않고 틈새시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일본 보험회사들의 

상업용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캘리포니아 개인용 자동차와 상업용 자동차보험시장 비교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의 인지도가 중요

∙ 보험회사 인지도보다는 보험료가 중요

∙ 특수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 

경쟁이 덜 심함

평균 손해율이 높지만 손해율 변동성은 낮음
개인용에 비해 평균 손해율은 낮지만 손해율 

변동성이 높음

대인배상한도가 4~5만 달러이며 무보험 

비중이 높음

∙ 배상한도가 트럭의 경우 75만 달러이며 

의무보험임

∙ 사고피해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와 

소송이 빈번함

다. 재보험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보험회사들

은 위험관리를 위해 재보험 출재를 하고 있다. 재보험 출재 현황은 국내 보험회사와 

일본 보험회사의 조직구조와 자본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조직구조

를 보면 일본 보험회사들은 현지법인이지만 미국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시스템

으로 운영되고 있다. Sompo Japan이나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의 경우 모회사는 

일본 본사이지만 미국 현지법인들은 지주회사 시스템에 속한 회사들이다. 미쓰이 스

미토모 미국법인은 일본 본사인 미쓰이 스미토모를 모회사로 하고 미국 사업을 총괄

하는 지주회사인 미국 미쓰이 스미토모 그룹의 자회사이다. 재보험 출재는 관계회사

와 비관계회사에게 출재되는데 관계회사에게 출재하는 비중이 비관계회사에 출재되

는 규모보다 크다. 반면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점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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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비관계회사에 출재한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상업

용 자동차 원수보험료의 37%와 30%를 각각 외부에 출재하고 있다.

<표 Ⅲ-12>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2014년 자동차 재보험 출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자본1)
원수보험료 재보험 출재 재보험 

수재합계 자동차 비관계회사 관계회사

Philadelphia 2,017.2 2,337.2 429.8 6.6 21.5 6.0

Sompo Japan 494.2 306.9 22.7 2.0 3.5 4.6

미쓰이 스미토모 298.2 177.9 9.5 0.72 3.2 11.3

삼성 65.4 158.7 18.4 6.0 0.0 -0.18

동부 73.8 146.2 33.2 12.7 0.0 0.0

주: 1)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계약자 잉여금(Surplus as regards to policyholders)이며 일본 보험

회사들은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보통주 납입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Philadelphia의 경우 관계회사인 동경해상특수보험(Tokio Marine Specialty Insur-

ance)과 상호 재보험 협약(Intercompany Reinsurance Pooling Agreement)을 맺고 있

어 관계회사 출재 비중이 5%, 비관계회사 출재 비중은 1.5%에 불과하다.18) Sompo 

Japan의 경우 자동차 원수보험료의 15.4%를 관계회사에 8.8%를 외부에 출재하고 있

으며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의 관계회사 출재 비중은 33.6%, 비관계회사 출재 비

중은 7.5%이다.

2014년 기준 자본(계약자 잉여금) 규모는 Philadelphia가 20억 달러, Sompo Japan

과 미쓰이 스미토모가 각각 4억 9,420만 달러와 2억 9,820만 달러 규모이다. 일본 회

사들은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보통주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Philadelphia가 3억 

5,999만 달러, Sompo Japan 1,210만 달러, 미쓰이 스미토모 500만 달러 규모이다. 비

경상영업이익(Gross Paid in and Contributed Surplus)은 영업이익 이외에 주식발행 

초과금 등 일시적인 이익증감을 나타내는데 Sompo Japan이 2014년 4억 5,88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

18) 2010년 Financial Examination Report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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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2014년 기준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본규모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자본
보통주 

납입자본금
후순위채 
발행금

비경상
영업이익

잉여금

Philadelphia 2,017.2 3.6 0.0 386.9 1,626.6

Sompo Japan 494.2 12.1 0.0 458.8 20.1

미쓰이 스미토모 298.2 5.0 0.0 176.1 117.1

삼성 65.4 0.0 0.0 0.0 63.5

동부 73.8 0.0 0.0 90.9 -17.1

주: 1) 비경상영업이익(Gross Paid in and Contributed Surplus)은 영업이익 이외에 주식발행 초과금 등 일

시적인 이익증감을 나타냄.
2) 잉여금은 Unassigned Funds(Surplus)로 비상위험준비금, 준비금 평가익 등임.
3) 보통주 납입자본금, 후순위채, 비경상영업이익, 잉여금의 합이 자본과 다소 차이가 발행하는 이유는 

전입금(Write Ins) 때문인데 Sompo Japan과 삼성화재가 각각 310만 달러, 190만 달러의 전입금을 보

고하고 있음.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재보험 출재 현황과 자본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 자본규모가 큰 일본 보험회사들은 

재보험 출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본규모가 작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재보험 출재 비중이 높다. 2014년 동부화재가 상업용 자동차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

를 기록한데는 재보험 출재 비중이 높다는 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조직구조와 사업 활동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은 동부화재 내부(본점)에서 수행하지만 언더

라이팅, 판매, 손해사정 등은 현지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보험회사들이 선택한 전략

인데, 판매와 보상은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지점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략

이다.19)

19) 손해사정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에 대한 외주가 

가능함. 손해사정을 외주하는 경우 건당 용역수임료는 약 40달러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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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채널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독립대리점

(Independent Agents), 보험회사의 전속 채널인 전속대리점(Exclusive Agents) 및 직

판채널(Direct Marketer)로 구분한다. 그리고 독립대리점은 미국 전역 네트워크를 보

유한 전국적 독립대리점(National Independent Agents)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하는 

지역적 독립대리점(Regional Independent Agents)으로 구분한다. 자동차보험 판매채

널 비중은 개인용과 상업용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용의 경우 전속대리점

의 비중이 크고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독립대리점의 비중이 크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속대리점 판매 비중이 2012년 50% 내외이며 독

립대리점의 판매비중은 31% 수준이다. 1995년의 판매채널 비중과 비교해보면 전국

적 독립대리점 비중이 줄어든 반면 지역적 독립대리점 비중은 확대되었다. 전속대리

점 비중은 59.8%에서 50.2%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채널이다.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독립대리점 비중이 84%로 압도적이며 전속대리점 비중은 15.7%

에 불과하고 직판채널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상업용 전체의 경우에도 독립대리점 비

중이 2006, 2012년에 모두 유사하고 전속대리점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직

판채널 비중은 미미하다. 미국의 상업용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가운데 독립대리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현지에 진출한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현지 판매채널 인프라 부재

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독립대리점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Ⅲ-14> 미국의 2012년 원수보험료 기준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비중

구분
개인용 상업용 자동차 

2012

상업용 전체

2012 1995 2012 2006

전국적 독립대리점 6.2 14.1 37.7 45.3 48.1

지역적 독립대리점 25.3 18.4 46.4 34.1 32.3

전속대리점 50.2 59.8 15.7 19.7 18.9

직판채널 18.3 7.7 0.0 0.9 0.7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Brokers of America, Inc.(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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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현지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보험회사들

의 경우 손해사정, 마케팅·판매는 관계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다(<표 Ⅱ-21> 참조).20) 

또한 현지법인인 Sompo Japan이나 미쓰이 스미토모 미국법인의 경우 모회사는 일본 

본사이지만 미국 현지법인들은 지주회사 시스템에 속한 사업체이다. 미쓰이 스미토

모 미국법인은 일본 본사인 미쓰이 스미토모를 모회사로 하고 미국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인 미국 미쓰이 스미토모 그룹의 자회사이다.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손해사

정, 보상, 판매지원, 투자, 재보험 등 보험사업 활동은 자회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

관리(Mitsui Sumitomo Marine Management)가, 그리고 마케팅과 판매채널 관리는 자

회사인 Seven Hills Insurance Agency가 총괄하고 있다. Sompo Japan 미국법인은 뉴

욕에 설립된 Sompo Japan의 미국 사업 지주회사이다. 자회사로 Sompo Japan 화재해

상(미국), SJA Insurance Agecy와 Sompo Japan Claims Service라는 손해사정 자회사

를 두고 있는데 언더라이팅은 자회사인 SJA Insurance Agency가, 손해사정은 Sompo 

Japan Claim Service가 수행하고 있다.

Philadelphia의 경우 미국 현지 보험회사를 동경해상이 2008년 인수하였기 때문에 

판매채널, 손해사정, 언더라이팅 등 인프라가 자회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자회

사인 동경해상특수보험(Tokio Marine Specialty)이 언더라이팅을 수행하고 있고 마케

팅의 경우 Maguire Insurance Agency가 수행하고 있다. 364명의 판매전문 인력(Pre-

ferred Agents)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140여 명의 마케팅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

고 자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판매채널의 마케팅과 언더라이팅을 결합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1년 미국 지점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회사 Samsung Fire & 

Marine Management Corporation을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미국 뉴욕 보험법은 지점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회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삼성화

재는 미국 보험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언더

라이팅, 판매 및 마케팅, 손해사정 및 보상 등의 사업활동을 삼성화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동부화재는 언더라이팅 등 사업활동을 외부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20) 각 회사들의 미국 사업 연혁은 <부록 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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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미국 현지 인프라 비교

회사명 모회사 영업형태 언더라이팅 판매 손해사정

Philadelpia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현지법인 Tokio Marine 
Specialty

Maguire 
Insurance 

Agency, Inc.

TM Claims 
Service, 
Inc. 외

Sompo Japan
Sompo Japan 
Nippoinkoa 
Holdings.

현지법인
SJA 

Insurance
Agency, LLC 

SJA 
Insurance

Agency, LLC 

SOMPO 
JAPAN 
CLAIMS 

SERVICES 
(AMERICA), 

INC.

Mitsui Sumitomo MS & AD. 현지법인

Mitsui 
Sumitomo 

Marine 
Management

Seven Hills 
Insurance

Agency, LLC

Mitsui 
Sumitomo 

Marine 
Management

삼성화재 미국 지점 삼성화재 지점
삼성화재 
관리회사

삼성화재 
관리회사

삼성화재 
관리회사

동부화재 미국 지점 동부화재 지점 외부위탁 외부위탁 외부위탁

자료: 각 사 검사리포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영업 인프라가 각 보험회사의 경쟁력으로 작용한

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우발적 위험요인의 변동성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의 세전보험영업이익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다섯 회사의 미국 

전역 자동차보험 경영성과와 비용을 비교하였다(<표 Ⅱ-22> 참조). 위험관리 역량이

라고 할 수 있는 손해사정비용을 발생손해액 한 단위 비용으로 전환하여 비교한 결과 

Philadelphia는 손해액 1달러당 0.15달러를 지출하였고 동부화재는 손해액 1달러당 

0.40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는 Sompo Japan의 0.39달러와 유사하지만 미쓰이 스미토

모 미국법인의 0.34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현지화 수준이 높은 회사의 인프라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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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일본계 회사와 국내 회사의 미국 전역 2014년 자동차보험 성과

(단위: 1,000 USD, %)

회사명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비고

Philadelpia 501,062 346,557
(69.2)

53,287
(10.6)

24,960
(5.0)

101,568
(20.3)

상업용
(89.8%)

Sompo Japan 22,868 16,829
(73.6)

6,524
(28.5)

1,597
(7.0)

5,504
(24.1)

상업용
(100%)

Mitsui Sumitomo 11,478 7,398
(64.5)

2,521
(22.0)

641
(5.6)

2,035
(17.7)

상업용
(100%)

삼성화재 15,235 13,183
(86.5)

2,077
(13.6)

2,400
(15.8)

3,118
(20.5)

상업용
(100%)

동부화재 30,348 12,624
(41.6)

5,091
(16.8)

743
(2.4)

8,071
(26.6)

2012년 
개인용 철수

주: 괄호 안은 경과보험료 대비 비율임.
자료: NAIC.

경과보험료 대비 판매비를 비교해보면 Philadelphia는 경과보험료 1달러당 0.20달

러를 지출하지만 동부화재는 0.27달러로 Sompo Japan 0.24달러, 미쓰이 스미토모 미

국법인의 0.18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일반관리비에서 

동부화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영

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과 2014년 평균 경영성과 측면

에서 국내 보험회사가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창출하였으나 조직구조와 비용측면

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부화재의 캘리포니아 상업

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상업용 자동차보험을 2012년에 시작했다는 점, 관련 인프

라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여진다. 특히 상업용 자

동차보험 시장의 특성을 활용하고 적절한 현지화 비용 관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표 Ⅲ-17> 동부화재와 일본 현지법인의 사업전략 비교

구분 동부화재 일본 보험회사

시장
상업용 자동차보험 중 특수시장
2012년 개인용 자동차 중단

상업용 자동차 보험
Philadelpia 개인용 자동차 비중 8.3%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내부에서 담당

내부(자회사)

언더라이팅 전산시스템, 계약통지 등을 외부 위탁 내부(자회사)

판매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cy)에 위탁 전속채널(exclusive agents)

보상 및 손해사정 외부업체 위탁(York Risk Service Group) 내부(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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