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국내외 종합 비스 황 및 특징

1. 회사의 비스 환경 변화6)

가. 화 및 그룹화

국내 융산업도 해외 융산업과 마찬가지로 형화 그룹화가 진 되

고 있다.1997년 외환 기 이후 부실 융회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인수․

합병은 은행,보험회사 등의 형화로 이어졌다. 융회사의 그룹화는 융지

주회사 형태와 융회사를 산업자본이 통제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 2001년 3개 던 융지주회사는 2008년 우리 융지주,신한 융지주,

한국투자 융지주,하나 융지주,KB 융지주 등 5개로 늘어났다.이들이 보

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도 2008년 각각 45개와 69개에 달한다.

기업집단명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삼 성 10
삼성벤처투자,삼성생명보험,삼성선물,삼성증권,삼성카드,삼
성투자신탁운용,삼성화재해상보험,생보부동산신탁,삼성화재손
해사정서비스,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자동차 4 캐피탈, 카드, 커머셜,에이치엠씨투자증권

롯 데 3 롯데캐피탈,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한 화 9
한화기술 융,한화증권,한화투자신탁운용, 한생명보험,한
화손해보험, 생보험심사, 한티엠에스,제일화재해상보험,
새 리상호 축은행

두 산 4
네오 럭스,두산캐피탈,네오 러스제1호 사모투자 문회사,
비엔지증권 개

동 부 7
동부상호 축은행,동부생명보험,동부증권,동부캐피탈,동부
자산운용,동부화재해상보험,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 양 7
동양생명보험,동양선물,동양창업투자,동양캐피탈,동양투자
신탁운용,동양종합 융증권,동양 이낸셜

<표 Ⅲ-1>기업집단 소속 융기 (2008년 9월 기 )

주 : 융회사가 3사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정
자료 :공정거래 원회(2008),이민환․ 선애(2009)재인용

6)최형선 융제도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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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산업자본의 통제를 받는 융회사들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2008년 9월 기 으로 삼성, 자동차,롯데,한화,두산,동부,동양 등 7개

비 융회사들이 은행을 제외한 카드사,증권사,보험회사 등 융회사를 보유

하고 있다.

2009년 7월 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은행지주회사 이외에 비은행지

주회사가 허용되었고 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융회사의 형화 그룹화 상은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나. 겸업화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융 겸업화 흐름에 발맞추어 자본시장법 제정, 융

지주회사법 개정,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융업간 겸 허용, 융상품에

한 규제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융업간 업무 역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서 업권별 고유업무 이외에 타 업권 업무에 한 진출이 가능해졌다.이에 따

라 은행, 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은 다양한 종류의 융상품을 취 ․ 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융 겸업화 황을 방카슈랑스,간 투자기구 매,퇴

직연 매,신탁업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
은행 증권 기타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FY2006 6,237.3 1,388.5 83.3 1.3 0.7 1.0

FY2007 8,465.2 1,769.4 157.5 1.9 0.6 1.1

FY2008 8,259.1 1,995.9 173.7 2.4 0.6 1.1

FY20091/4 1,998.1 570.3 57.9 1.6 0.4 0.2

자료 :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2> 융업권별 보험 매 실 비교

(단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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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방카슈랑스의 경우 2009년 1/4분기 은행의 보험 매 실 은 생명보험

2조 원,손해보험 5,700억 원을 기록하 는데,이는 체 보험 매 실 의

9.6%를 차지하 다.은행 이외에 증권회사도 보험을 매를 하고 있지만 그

실 은 아직 미미하다.

둘째,펀드 등 간 투자기구도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여러 융회사

들이 매하고 있다.이들 매 잔액을 살펴보면 증권회사 비 이 가장 높으

며,다음으로 은행,보험회사,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순이다.2009년 6월말

기 으로 간 투자기구 매 잔액은 은행이 141조 원인데 반해 보험회사는

13조 7천억 원에 불과하는 등 보험회사의 매 실 은 은행에 비해 매우 미

미한 수 이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141,334.8 13,657.0 173,733.1 563.8 28,347.1

주 :2009년 6월말 기
자료 :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3> 융권역별 보험 매 실 비교

(단 :십억 원)

셋째,퇴직연 의 경우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이 이를 취 하고 있다.

2009년 7월 기 으로 계약건수와 가입자 수 비 은 은행,생명보험회사,증권

회사,손해보험회사 순으로 나타났다.은행의 경우 계약건수와 가입자 수 비

이 각각 80.1%,60.3%로 다른 융회사들에 비해 매우 높다.생명보험회사

와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계약건수와 가입자 수 비 은 13.2%

25.0%이다. 한 퇴직연 립 을 비교해보더라도 은행이 51%를 차지하

고 있고,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그리고 증권회사가 각각 30.5%,6.0%,

12.5%를 차지하고 있다.퇴직연 시장에서 은행의 비 이 보험회사의 비 보

다 높은 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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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명,%)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체

계약건수 52,377 7,049 1,560 4,406 65,392

가입자 수 846,359 281,119 70,552 205,730 1,403,760

비
계약건수 80.1 10.8 2.4 6.7 100.0

가입자 수 60.3 20.0 5.0 14.7 100.0

자료 : 융감독원

<표 Ⅲ-4>퇴직연 의 계약건수 가입자 수 황(2009.7)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계

립 43,368 25,601 5,083 10,718 84,770

월 비 증가율 2.9 1.6 2.5 4.2 2.6

비 51.0 30.5 6.0 12.5 100.0

자료 : 융감독원

<표 Ⅲ-5>퇴직연 의 융권역별 립 액 황(2009.7)

(단 :억 원,%)

구 분
2008.상반기

(A)
2009.상반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겸

은 행 1,714 1,476 -238 -13.9

증 권 160 185 25 15.6

보 험 2 2 - -

소계 1,876 1,663 -213 -11.4

부동산신탁회사 2,146 1,703 -443 -20.6

계 4,022 3,366 -656 -16.3

자료 : 융감독원 보도자료,2009.8.28.

<표 Ⅲ-6>겸 신탁회사 업수익 추이

(단 :억 원,%)

 

마지막으로 겸 이 허용된 신탁업을 살펴보면 동 시장에 은행,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진출하 는데 은행의 비 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비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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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히 높다(<표 Ⅱ-6>참조).2009년 상반기 신탁 업수익은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1,476억 원,185억 원인데 비해 보험회사는 2억 원에 불과하다.

다. 보험산업의 리스크 확  및 잠재 장률 둔화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보험산업의 리스크 확 와 잠재성

장률 둔화라고 할 수 있다.첫째,보험회사의 수익성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융상품 리스크,생존 리스크,

장수 리스크 등 보험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재무 리스

크 이외에도 융회사들의 형화,그룹화 겸업화로 시스템 리스크,소비

자 보호 등 비재무 리스크 역시 확 되고 있다.

둘째,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수요도 둔

화되고 있다.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FY200695%를 넘어섰고 로벌 융 기

의 향에도 불구하고 FY200897.4%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 다.

구 분 FY2002 FY2004 FY2006 FY2007 FY2008

생명보험 84.6 86.0 87.2 90.8 89.9

손해보험 78.4 78.5 82.3 86.3 87.4

체 93.4 94.4 95.6 97.7 97.4

자료 :보험연구원,『2009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

<표 Ⅲ-7>가구당 보험 가입률

(단 :%)

라. 도 변화

1)자본시장법 시행

2009년 2월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 기존의 자본시장 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법이 발효되었다.이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 개업,집합투자업,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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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융투자회사 설

립이 가능해졌다.그리고 이와 함께 시장 심의 규율체계가 확립되고 융상

품에 한 업권별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융 겸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상된다.

동 법의 시행으로 한 투자자에 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데,투자자 보호를

해 선진국 수 의 투자자권유 의무가 도입되었다.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융투자상품의 설명이 의무화되는 한편,이를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되었으며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는 하지 못하도록 되었다.한편, 융투자회사

의 효과 인 융서비스 제공을 해 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도

허용되었다.

2) 융지주회사법 개정

2009년 7월 개정된 융지주회사법에서는 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 비은

행 융회사가 비 융회사를 자회사 는 손자회사 형식으로 지배하는 비은행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 다. 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연

기 사모투자 문회사(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 고 산업자본

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하 다.산업자본의

PEF출자한도도 10%에서 18%로 완화하 으며,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상호

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지분합계의 상한을 30%에서 36%로 조정하 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이상 보유하여 최 주주가 될

경우에는 융 원회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 격성 심사제를 도입

하 다.

3) 로벌 융 기 이후 융규제 감독 강화

미국, 국,EU,G20등이 융시스템 안정을 해 융감독 규제 체계

개선을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융시스템 안정을

한 거시건 성 감독 규제 강화,경기순응성 완화를 한 재무건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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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화, 융산업 규제범 확 ,자산유동화 증권을 비롯한 생상품에

한 규제체제 강화,임직원 여․보수체계 개선,투자자 융소비자 보호,

IFRS7)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출산과 고령화

우리나라 총인구는 197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 기 약 4,704만

명에 달한다.총인구는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로 인해 인구 증

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 체 수 인

2.1명을 하회하기 시작하여 2008년 1.19명으로 하락하 다.

<그림 Ⅲ-1>출산율 변화 추이

주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

타낸 합계출산율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자료 :통계청

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1970년 61.9세 던 기 수명이 2020년에는 81.5세까

지 연장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기 수명

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유소년층(0세~14세)에

7)IFRS: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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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년층(65세 이상)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와 부양연령층(15

세~64세)에 한 노인연령층(65세 이상)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노령화지수 5.7 6.0 6.2 6.5 7.4 8.3 10.1 12.6 15.0 17.6 21.7

노년부양비 7.2 8.9 11.2 14.2 20.0 23.9 34.3 47.3 67.7 94.8 125.9

<표 Ⅲ-8>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

5)녹색 융8)

최근 지구온난화로 녹색성장 녹색 융(CarbonFinance)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녹색성장기본법(안)은 탄소 녹색성장을 진하기 하여 녹

색 융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시책으로는 녹색산업 육

성과 녹색기술 개발을 한 재원 조성과 지원, 융기 별 녹색 융 지원

상품개발 유도,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한 민간투자 활성화,녹색경 기

업에 한 융지원 확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통한 녹색 융시장 창

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 라 부족으로 녹색 융의 활성화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기 해 녹색기술․산업 투자 지원,녹색 융 상

품 개발 추진,녹색 융 인 라 구축,탄소시장 육성 방안 등과 련하여 정

부와 융회사가 공조하고 있다.

8)진익․유시용․이경아(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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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산유동화 시장 성장9)

2005년 이후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이 부동산 개발,할부 융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기간별로 살펴보면,2005~2006년 기간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동산 PFABS발행이 증가하 다.2007년의

경우 보 자리론 매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 당증권(MBS)발행이 증가하

다.그리고 2008년은 부동산 경기 축으로 부동산 PFABS발행이 축소되었

으나 신용카드매출채권,리스론,오토론 등을 상으로 하는 여신 문 융회

사의 ABS발행이 증가하 다.유동화증권은 부분 채권과 수익증권의 형태

로 발행되며 2008년의 경우 동 비 은 각각 79.4%,20.2%를 차지하 다.

(단 :십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8.상 2009.상

채권
23,891

(83.5)

19,717

(84.9)

15,579

(78.8)

16,355

(79.4)

8,122

(72.7)

13,802

(74.3)

수익증권1)
4,378

(15.3)

3,396

(14.6)

40,458

(20.5)

4,154

(20.2)

2,988

(26.8)

4,735

(25.5)

출자증권 등 338

(1.2)

110

(0.5)

141

(0.7)

954

(0.4)

586

(0.5)

374

(0.2)

합계 28,607 23,222 19,765 20,605 11,168 18,575

주 :1)한국주택 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와 SLBS의 경우 수익증권으로 발행

()는 비

자료 : 융감독원

<표 Ⅲ-9>유동화증권 형태별 발행추이

자산보유자별 발행 황이 <표 Ⅲ-10>에 정리되어 있다.2005년 이후 체

유동화증권 가운데 약 50%가 은행과 여신 문 융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었고

증권 보험회사의 비 은 7%정도에 불과하 다.은행은 외환 기 직후 자

산건 성을 제고하기 해 부실 출채권을 심으로 무수익 출채권 유동화

증권(NPL-ABS)를 발행하 으나 이후 건 성이 개선되면서 동 채권의 발행을

이고 신용연계채권(CLN)등 다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을 집합자산으로 하는

9)유진아 융제도실 부연구의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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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 다.증권사와 여신 문 융회사는 각각 P-CDO와

신용카드 매출채권(CARDS)를 심으로 ABS를 발행하고 있다.일반기업은 매

출채권을 상으로 하는 ABS와 부동산 PF-ABS를 심으로 유동화증권을 발

행하고 있다.공공법인은 주택 융공사를 심으로 MBS를 발행하고 한 학

자 출에 필요한 자 을 조달하기 하여 학자 출증권(SLBS)을 발행

하고 있다.

(단 :십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8.상 2009.상

융

회사

은행

여신 문

증권1)

보험

소계

4,772

(16.7)

8,124

(28.4)

2,073

(26.6)

15,162

(53.0)

4,352

(18.7)

5,383

(23.2)

549

(37.8)

10,334

(44.5)

4,990

(25.2)

5,275

(26.7)

1,048

(5.3)

11,312

(57.2)

4,316

(20.9)

7,956

(38.6)

2,366

(11.5)

14,637

(71.0)

2,672

(23.9)

3,435

(30.8)

612

(5.5)

6,719

(60.2)

4,379

(23.6)

3,041

(16.4)

4,134

(22.3)

11,611

(62.5)

일반기업 7,600

(26.6)

8,789

(37.8)

3,448

(17.5)

1,259

(6.1)

908

(8.1)

2,374

(12.8)

공공법인2) 5,846

(20.4)

4,099

(17.7)

5,006

(25.3)

4,707

(22.8)

3,541

(31.7)

4,590

(24.7)

총계 28,607 23,222 19,765 20,605 11,168 18,575

주 :1)자산운용회사 포함

2)한국토지공사, 한주택공사, 소기업진흥공단 등

3)()는 비

자료 : 융감독원

<표 Ⅲ-10>자산보유자별 ABS발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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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증권 및 보험의 종합  황

본 에서는 국내외 은행,투자 융회사,보험회사의 수익구조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융회사의 종합 융 황을 살펴보았다.

가. 행권10)

세계 100 은행의 지역 분포를 보면 미국,유럽,일본 등에 부분 분포

하고 있는데,이 지역별로 미국 2개,유럽 2개,일본 1개 은행 등을 선별하

여 이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았다.미국계 은행의 경우 JPMorganChase,

BankofAmerica,유럽계 은행의 경우 RoyalBankofScotland(RBS),HSBC

Holdings,그리고 일본계 은행의 경우 MitsuibishiUFJFinancialGroup을 선

택하 다.

5개 해외은행과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첫째,해외

은행과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비이자수익 추이를 보면 2005년 이후 유사한

모습을 보 다.이자수익은 해외은행과 국내은행 모두 2005년 이후 증가하

고 2008년 로벌 융 기의 향에도 불구하고 동 추세가 지속되었다.그러

나 비이자수익은 해외은행과 국내은행 모두 2008년 로벌 융 기의 향

으로 크게 감소하 다.이에 반해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비 을 보면 해외은

행과 국내은행간에 격한 차이를 보 다.해외은행의 비이자수익 비 은

부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국내은행의 경우 부분 20%를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해외은행의 사업 역이 국내은행에 비해 보다 다각화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10)최형선 융제도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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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항목 2005 2006 2007 2008 평균

JPMorgan

Chase

순수익 53,748 61,999 71,372 67,252 63,593

이자

수익

액 19,555 21,242 26,406 38,779 26,496

구성비 36.4 34.3 37.0 57.7 41.7

비이자

수익

액 34,193 40,757 44,966 28,473 37,097

구성비 63.6 65.7 63.0 42.3 58.3

Bankof

America

순수익 56,091 73,023 66,833 72,782 67,182

이자

수익

액 30,737 34,591 34,441 45,360 36,282

구성비 54.8 47.4 51.5 62.3 54.0

비이자

수익

액 25,354 38,432 32,392 27,422 30,900

구성비 45.2 52.6 48.5 37.7 46.0

RoyalBank

ofScotland

순수익 47,120 51,617 60,780 47,904 51,855

이자

수익

액 18,043 19,532 24,157 34,584 24,079

구성비 38.3 37.8 39.7 72.2 46.4

비이자

수익

액 29,078 32,085 36,623 13,321 27,776

구성비 61.7 62.2 60.3 27.8 53.6

HSBC

Holdings

순수익 59,143 67,960 144,287 136,489 101,970

이자

수익

액 31,334 34,486 37,795 42,563 36,545

구성비 53.0 50.7 26.2 31.2 35.8

비이자

수익

액 27,809 33,474 106,492 93,926 65,425

구성비 47.0 49.3 73.8 68.8 64.2

Mitsubishi

UFJFinancial

Group

순수익 27,788 36,836 34,589 31,403 32,654

이자

수익

액 13,103 16,268 16,156 19,737 16,316

구성비 47.2 44.2 46.7 62.9 50.0

비이자

수익

액 14,685 20,568 18,433 11,666 16,338

구성비 52.8 55.8 53.3 37.1 50.0

국민은행

순수익 74,020 75,594 85,512 75,990 77,779

이자

수익

액 66,578 67,784 69,617 72,306 69,071

구성비 89.9 89.7 81.4 95.2 88.8

비이자

수익

액 7,441 7,810 15,895 3,684 8,708

구성비 10.1 10.3 18.6 4.8 11.2

신한은행

순수익 19,488 37,177 58,435 48,821 40,980

이자

수익

액 14,751 29,855 36,061 39,877 30,136

구성비 75.7 80.3 61.7 81.7 73.5

비이자

수익

액 4,738 7,323 22,374 8,944 10,844

구성비 24.3 19.7 38.3 18.3 26.5

우리은행

순수익 38,283 42,599 50,552 41,767 43,300

이자

수익

액 31,372 34,834 41,066 45,214 38,122

구성비 81.9 81.8 81.2 108.3 88.0

비이자

수익

액 6,911 7,765 9,486 -3,447 5,179

구성비 18.1 18.2 18.8 -8.3 12.0

<표 Ⅲ-11>해외 은행과 국내 은행 이자 비이자수익

(단 :백만달러,억 원)

자료 :Bloomberg,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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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해외 은행의 지역별 수익을 살펴보면 일반 으로 자국 비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유럽 순이며 아시아와 여타 지역의 비 은 낮은 편이다.

구체 으로는 BankofAmerica의 자국 비 이 90% 정도로 매우 높고,JP

MorganChase,RBS MitsubishiUFJFinancialGroup의 자국 비 은 70%

정도이며,HSBCHoldings의 자국 비 은 30%정도에 불과하 다.

회사명 지역 2005 2006 2007 2008 평균

JP

Morgan

Chase

미국 78.6 73.8 73.1 74.1 74.7

유럽, 동,아 리카 14.1 18.3 16.9 17.0 16.7

아시아 5.2 5.1 6.6 6.1 5.8

남미 1.8 2.2 2.8 2.0 2.2

기타 0.3 0.6 0.6 0.7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ankof

America

미국 92.3 87.8 89.0 91.2 89.9

유럽· 동·아 리카 3.2 6.7 6.1 4.2 5.1

아시아 1.6 1.5 2.4 2.4 2.0

남미 2.7 3.1 1.3 0.6 1.9

기타 0.2 0.9 1.2 1.7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Royal

Bankof

Scotland

국 75.1 74.8 75.6 54.1 70.3

유럽 6.8 7.5 11.6 26.0 12.8

미국 17.4 17.0 9.9 10.5 13.5

기타 0.7 0.8 2.9 9.3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HSBC

Holdings

유럽 34.5 33.0 34.7 37.4 35.8

북미 31.6 30.6 25.7 23.5 28.0

홍콩 15.3 15.8 16.2 13.3 15.4

남미 10.4 11.0 11.9 13.1 12.0

아시아,기타 8.3 9.7 11.5 12.8 1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일본 73.9 73.6 71.8 71.9 72.7

북미 15.4 13.8 13.1 12.2 13.5

유럽, 동 5.7 6.8 9.7 9.9 8.3

아시아 4.9 5.6 5.3 5.8 5.4

남미 0.1 0.2 0.2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Ⅲ-12>해외 은행 지역별 수익구조

자료 :Bloomberg,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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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이들 해외은행에 비해 매우 제한 이다.그러나 국

내은행의 해외 포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기 총

131개가 개설되었다.이 우리은행이 19개,외환은행이 28개,신한은행이 20

개 등 시 은행의 해외 포가 86개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명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 사무소
지

법인
계 지 사무소

지

법인
계 지 사무소

지

법인
계 지 사무소

지

법인
계

조흥 6 - 4 10 - - - - - - - - - - - -

우리 12 2 2 16 14 1 3 18 12 2 5 19 12 2 5 19

SC제일 2 - 1 3 - - - - - - - - - - - -

하나 6 - 1 7 6 - 1 7 4 1 2 7 4 3 2 9

외환 17 2 9 28 16 2 8 26 16 2 8 26 15 5 8 28

신한 8 - 1 9 13 - 5 18 14 - 6 20 10 1 9 20

한국씨티 - - - - - - - - - - - - - - - -

국민 3 1 2 6 3 1 2 6 4 3 2 9 5 3 2 10

시 은행 54 5 20 79 52 4 19 75 50 8 23 81 46 14 26 86

지방은행 - - - - - - - - - - - - - 2 - 2

일반은행 54 5 20 79 52 4 19 75 50 8 23 81 46 16 26 88

특수은행 10 12 7 29 15 15 9 39 16 16 9 41 18 16 9 43

국내은행 64 17 27 108 67 19 28 114 66 24 32 122 64 32 35 131

<표 Ⅲ-13>국내은행 해외 포 추이(년도말 기 )

단 :개

자료 : 융감독원

나. 자업11)

우리나라와 미국 증권업의 수익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미국과 우리

나라의 증권업 수익구조는 증권회사가 융투자회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상

이함을 간 으로 보여 다.우리나라 증권업은 부분 탁매매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인수 주선 는 자산 리 서비스와 같은 투

11)유진아 융제도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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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행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은 미미하다.이는 우리나라 증권사가 거래 개

역할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M&A수수료

수익이 체의 50%를 넘는 등 투자은행의 역할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사 한 탁매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수익은 자

산 리 서비스와 인수 주선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익의 합과 유사하다.

(단 :십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수료수익 6,381 5,289 4,945 4,476 6,854 6,137 9,307 6,732

탁매매 3,097 3,766 3,746 3,252 5,177 4,171 6,641 4,619

사채모집수탁 0 1.2 0 1.1 0.9 0.9 2.0 2.3

인수 주선 319.7 255 209 213 261 236 313 357

수익증권취 1,415 1,082 699 555 636 785 1,117 742

기 타1) 1,549 186 291 455 779 944 1,235 1,015

자기매매2) 256 -575 1,412 123 674 454 837 162

주 :1)어음지 보증료,자산 리수수료,자문수수료,신종증권 매수수료 포함

2)자기매매 순수익

자료 : 융감독원

<표 Ⅲ-14>우리나라 증권산업 수익구조

(단 :십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탁매매 44.0 44.5 45.1 47.1 46.1 48.9 54.5 58.1

자기매매 33.9 20.3 33.8 26.2 26.2 48.6 -2.0 -66.7

펀드 매 16.6 15.8 16.2 18.7 20.7 23.0 25.8 22.9

자산 리 19.0 18.2 17.9 20.8 23.3 27.9 33.1 32.9

인수 주선 17.0 14.7 17.2 19.1 20.0 23.6 26.5 18.8

M&A등 92.3 64.1 54.3 67.6 126.5 193.7 235.0 141.5

합 계 222.8 177.6 184.5 199.5 262.8 365.7 372.9 207.5

자료 :SIFMA,SecuritiesIndustryFinancialResult2008

<표 Ⅲ-15>미국 증권산업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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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의 경우 형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간에 업무 역에서 차

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신보성 외(2008)는 이러한 상을 우리나라 증

권업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 다.동질화된 탁매매서비스는 탁매매

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장기 인 에서 증권업 수익의 감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성장하는데 한계 으로 작용하고 있다.

융투자업은 융 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 인 험을 인수한다.우리

나라 증권업은 이러한 험인수를 기피하는 반면 미국 증권업은 극 으로

험을 인수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최근 로벌 융 기 이후 미국

융투자업의 수익성 악화도 극 인 험 개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6>은 MerrillLynch,GoldmanSachs JPMorgan의 수익구조를

정리한 것이다.이들의 수익구조는 동 3사가 투자은행업무를 심으로 업무가

다각화되었음을12) 보여 다.MerrillLynch의 경우 탁매매와 자산 리,

M&A 개 등의 서비스 수익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0%정도이다.이러한

수익구조는 MerrillLynch가 개인 는 기 투자자를 상으로 탁매매와

자산 리 서비스를 제공함을 시사한다.GoldmanSachs의 경우 투자은행업

서비스가 수익의 10%를 차지하고 부분의 수익은 이자수익과 자기매매수익

으로부터 발생한다. GoldmanSachs는 개인 는 기 투자자보다는 기업

융을 심으로 투자은행 자산 리 서비스에 특화하 다.JPMorgan은 기

업 융과 소매 융을 결합한 종합투자회사로서 투자 자산 리 서비스,신

용카드,은행업무 등 사업 역이 다각화되어 있다.자산 리 서비스가 수익에

서 차지하는 비 은 14~16%이고 이자수익은 68~70%를 차지한다.이러한 수

익구조는 JPMorgan이 투자 자산 리 서비스와 소매 융을 결합하여 투

자 융업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12)김형태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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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십억 달러)

구분
MerrillLynch GoldmanSachs JPMorgan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자기매매 7.8 -10.4 -22.7 24.0 29.7 8.1 10.8 9.0 -10.7

이자수익 39.8 56.9 33.3 35.2 46.0 35.6 59.1 71.3 73.0

탁매매
(commission)

6.0 7.3 6.9 - - - - - -

투자은행업
(investmentbanking)

6.2 5.5 3.7 5.6 7.6 5.2 5.5 6.6 5.5

자산 리
(assetmanagement)

6.3 5.5 5.5 4.5 4.7 4.7 11.9 14.4 13.9

합 계 66.1 64.8 26.7 69.3 88.0 53.6 87.3 101.3 81.7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표 Ⅲ-16>미국 융투자회사 수익구조

융서비스 측면에서 미국 융투자회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융집단은

융지주그룹이다.MerrillLynch와 JPMorgan과 유사한 융집단이 우리,신

한,KB,하나와 같은 은행에 기반을 둔 융지주그룹이다.Goldman

Sachs와 유사한 융집단이 한국투자 융과 같은 융투자 심의 융지주

그룹이라 할 수 있다.최근 융 기 과정 속에서 도매 융의 축으로 유동

성 문제가 제기되며 JPMorgan과 같이 소매 융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

의 요성이 강조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융투자회사는 도매 융의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소매 융이 심이 되고 있어 융 기 과정에서

지 되었던 사항을 그 로 용하기 어렵다.그러나 융지주그룹에 소속된

융투자회사의 경우 형화를 통하여 극 인 기업 융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융지주그룹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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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융 보험 자산운용 신용카드 여신 문

우리 ○ ○ ○ ○

신한 ○ ○ ○ ○ ○ ○

KB ○ ○ ○ ○

하나 ○ ○ ○ ○ ○

한국투자 융 ○ ○

<표 Ⅲ-17> 융지주회사의 융서비스

자료 :각사 홈페이지 계열사

한편,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들은 투자은행 업무 강화와 해외펀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해외로 진출하

고 있는데13),지역별 진출 목 이 다르다.미국, 국 등 융시장이 발달한

지역으로의 진출은 채권 발행과 같은 자 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육성하기 한 것이다. 국, 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 시장에 한

진출은 기 수익률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것이다.따라서 이들의 해

외진출은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 편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다각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리스크 분산 효과를 기 하기가 어렵다.

다. 보험권14)

본 에서는 2008년 포춘지 선정 500 기업 생명 건강보험에서 최상

순 를 보인 AXA(1 ),Aviva(3 ),Aegon(5 ),CNPAssurances(6 )

MetLife(7 )와 손해보험에서 최상 순 를 보인 Allianz(1 ),Berkshire

Hathaway(2 ),AIG(3 ),ZurichFinancialServices(5 ) Allstate(6 )의

수익구조를 국내 형 보험회사와 비교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15)

13)서병호(2009)

14)최 목 재무연구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15)포춘지가 발표한 상 5개 로벌 보험회사를 선정하고자 하 으나 재보험사

통계치가 이상한 회사를 제외하여 6 7 회사가 포함되었다. 한 회

사들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하여 로벌 보험회사와 국내사의 재무

제표 항목은 모두 Bloomberg에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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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보험 업 이와 련된 자산운용업무에 국한하

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최근 들어 보험신탁업무를 겸 함으로써 수수료 기

반의 자산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 청구권에 기반한 신탁상품

을 취 하는데 그치고 있다.

회사 사업 역 업이익률 ROA

AXA

생명보험 -2.58 -0.34

손해보험 4.96 2.13

자산 리 20.43 9.97

국제보험 2.46 0.46

지주회사 229.42 2.63

은행 -3.25 -0.06

Aviva

생명보험 23.17 0.70

손해보험 9.98 6.04

펀드운용 16.55 21.36

Aegon

보험 8.96 1.89

보험 연 8.11 1.03

축 퇴직 상품 25.21 1.13

재보험 9.47 2.92

기타 융서비스 22.58 1.03

손해보험 8.27 5.44

자산 리 2.68 4.00

CNPAssurances

축 3.50 0.49

개인 험 리 11.10 3.31

연 5.03 0.55

기타 투자활동 72.12 90.20

<표 Ⅲ-18> 로벌 생명보험 상 사의 사업 역별 수익성(2008년)

(단 :%)

주 :1)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CNPAssurances는 2007년 값을 사용함.

2)MetLife는 사업 역별 업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 음.

자료:Bloomberg

이에 반해 로벌 보험회사들은 규모면에서 형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사업 역에 참여하여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있다.<표 Ⅲ-18>은

로벌 생명보험 상 사의 사업 역별 업이익률과 ROA를 보여주고 있다.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의 로벌 보험회사들은 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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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랑스에 본사를 둔 AXA는 생명보험,손해보

험,국제보험,자산 리,기타 융서비스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AXA의 경우 2008년 생명보험 로벌 1 기업이지만 생명보험

역의 업이익률과 ROA는 각각 -2.58%와 -0.34%로서 마이 스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자산 리 역의 업이익률과 ROA는 각각 20.43%와 9.97%로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 다.이에 따라 로벌 융 기에도 불구하고 AXA는

흑자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말 기 AXA의 사업 역별

매출비 은 생명보험이 66.4%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손해보험이

25.2%,자산 리가 4.2%,국제보험이 3.3%,지주회사가 0.5%,은행이 0.4%를

차지하 다.그런데 당기순이익의 비 은 생명보험 역이 자를 기록하여

-48.4%이고,손해보험 역이 흑자를 유지하여 100.4%인 것으로 나타났다.특

히 자산 리 역의 경우 매출비 이 4.2%에 불과하 으나 당기순이익 비

은 43%로서 매우 높은 실 을 기록하 다.이와 같이 AXA는 사업 역의 비

련다각화를 통해서 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4 .2

3 .3

0 .5

0 .4

자 산 관 리

국 제 보 험

주 회 사

은 행

<그림 Ⅲ-2>AXA의 사업 역별 매출비 순이익비 (2008년)

<매출비 > <순이익비 >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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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년 생명보험 부문 로벌 3 에 랭크된 Aviva의 경우에도 생명보

험,손해보험,펀드운용 등의 사업 역에 참여하고 있다.Aviva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역의 ROA는 각각 0.70%와 6.04%인데 반해,펀드운용 역의

ROA는 21.36%로서 매우 높은 실 을 기록하 다.특히,CNPAssurances의

경우 축,개인 험 리,연 역의 ROA는 각각 0.49%,3.31%,0.55%에

불과하나 기타투자활동 역의 ROA는 90%를 상회하 다.

이와 같이 부분의 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통 인 보험 역뿐만 다

양한 융서비스 분야로 업무 역을 확 하고 있으며,특히 자산 리 서비스

가 신성장 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Ⅲ-19>는 로벌 손해보험 상 사의 사업 역별 업이익률

과 ROA를 보여주고 있다. 로벌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 이외 다

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둔 Allianz는 2008년 손해보험 분야에서 로벌 1 기업으

로서 손해보험,생명 건강보험,자산 리,은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

다.2008년 Allianz의 생명 건강보험과 은행 부문의 ROA는 각각 0.33%와

-0.01%로 조하지만 손해보험과 자산 리 부문의 ROA는 각각 4.29%와

7.67%로 우수한 실 을 기록하 다.특히 2008년 로벌 융 기에서도 자

산 리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 다.

미국에 본사를 둔 BerkshireHathaway는 2008년 손해보험 분야에서 로벌

2 기업으로서 보험,유통,에 지,바닥자재 제조, 융 융상품 등의

다양한 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로벌 그룹으로서 부분의 사업 역에서

두드러진 실 을 나타내었다.BerkshireHathaway의 특징은 다른 로벌 보

험회사들에 비해 보험부문의 업실 이 매우 우수하면서도 비 융사업 역

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 을 올린다는 이다.즉,M&A를 통한 비 련다각화

를 추진하여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 다.BerkshireHathaway의 비 융사업

역인 유통,에 지,Marmon 바닥자재 제조의 ROA는 각각 7.94%,

8.16%,7.51% 7.01%로서 비교 높은 실 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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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사업 역 업이익률 ROA

Allianz

손해보험 12.81 4.29

생명 건강 보험 3.23 0.33

자산 리 32.07 7.67

은행 -5.70 -0.01

Berkshire
Hathaway

보험 24.81 5.64

유통 0.92 7.94

에 지 21.21 8.16

Marmon 13.26 7.51

바닥자재제조 4.06 7.01

융 융상품 15.91 3.43

<표 Ⅲ-19> 로벌 손해보험 상 사 사업 역별 수익성(2008년)

(단 :%)

주 :BerkshireHathaway의 사업 역별 업이익률과 ROA 산출시 제공되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업이익 신에 세 수입을 사용하 음.

자료 :Bloomberg

그런데 <그림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BerkshireHathaway의 매

출 보험과 유통 역의 매출비 이 각각 33.8%와 33.3%인데 반해,세 수

입의 비 은 보험과 유통 역이 각각 60.2%와 2.2%를 기록하여 보험부문이

그룹의 캐시카우(cash-cow)역할을 수행하 다.그리고 융 융상품

역의 매출비 과 세 수입비 은 각각 5.5%와 6.3%를 기록하여 보험 역 다

음으로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 다.이로 미루어 보험 역과 융 융 상

품 역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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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5 .5

에 너

M a r m o n

바 닥 자 재 제 조

금 융 및 금 융 상 품

<그림 Ⅲ-3>BerkshireHathaway의 사업 역별 매출비

세 수입비 (2008년)

<매출비 > <세 수입비 >

자료 :Bloomberg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로벌 보험회사가 높은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을

달성한 데에는 여러가지 략 특징 있다.먼 ,지 까지 '로벌'보험회사

라고 표 했듯이,이들 보험회사는 자국내에서의 경쟁에 안주하지 않고 로

벌화를 통하여 국제무 에서 경쟁하면서 성장했다는 특징이 있다. 한 로

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출 상국의 여건에 따라 M&A,합작투자,신규

설립 등의 진출 략을 히 활용했다는 도 여겨 볼 필요가 있다.특히

이들 로벌 보험회사는 일반 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종합 으로 운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연 등의 사업에 특화함을 물론이고 자산 리,

은행 등으로 역을 확 해 나갔으며,심지어 에 지,유통,제조업 등까지 비

련다각화를 통해 성장 역을 확 하 다.16)

16)Allianz의 성장과정은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잘 보여 다.Allianz는 1890년

AllianzVersicherungsAG라는 사명으로 베를린 본사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유럽,미국,아시아로 진출하여 사업기반을 강화하 다.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자본력이 강화된 Allianz는 1985년 지주회사인 AllianzAG를 설립하 고,1998

년에는 뮌헨에서 자산 리회사 설립을 통해 자산운용을 핵심 사업 역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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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및 자업의 종합 비스 장 망

가. 행17)

국내 은행들의 자산규모는 해외 은행들에 비해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해외 은행들의 수익은 이자 업 뿐만 아니라 비이자 업을 통해서도 상

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들의 수익은 부분 이자 업을 통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도 주요 해외은행들에 비해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국내 은행들이 종합 융서비스를

확 하기 해서는 겸업화 그룹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이자수익과 비이

자수익의 성장,자산규모 확 ,해외진출 확 등이 필요하다.

첫째,국내 은행은 순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 이 80% 후인 수

익구조를 가지고 있다.이자수익의 부분은 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향

후 국내 은행의 이자수익 확 를 해서는 지속 인 출이 확 될 필요가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융시장을 보면 직 융시장의 발달과 은행의 자

개기능 약화로 은행을 통한 자 조달 비 은 차 어들고 있다. 로벌

융 기로 인해 2008년 일시 으로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한 자 조달이

확 되었지만 2009년 들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 조달 비 이 속하게 증가

하 다.은행은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 를 들어,자본시장에서 자

조달이 상 으로 수월한 기업보다는 소기업이나 가계에 한 출을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확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소기업이나 가계에 한 무리한 출은 은행의 재무리스크를 확 할 수 있

하 다.1999년에는 국에 합작회사인 AllianzDazhongLife를 설립하 고,

한국에서도 제일생명을 인수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진출을 본격 으로 확 하

기 시작하 다.1997년에는 VereinteKrankenversicherungAG를 그룹 산하 건

강보험회사로 발 시켰으며,2000년에는 캘리포니아에 치한 PimcoAdvisor

L.P를 매입하여 채권펀드를 운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1년에는 드 스드

은행을 인수하는 등 본격 인 융겸업화에 박차를 가했다.이러한 성장과정을

통해서 Allianz는 재 세계 7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177,0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보험 융서비스의 선두그룹으로 발 을 지속하고 있다.

17)최형선 융제도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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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9

직 융
548,664 1,012,977 1,263,291 1,138,195 946,246

(54.7) (55.2) (55.6) (50.6) (67.7)

주식 67,633 64,993 172,576 50,801 70,072

회사채3) 481,031 416,782 452,598 527,585 637,102

은행채4) - 531,202 638,117 559,809 239,072

간 융5)
454,454 822,993 1,008,116 1,109,640 452,487

(45.3) (44.8) (44.4) (49.4) (32.3)

계
1,003,118 1,835,970 2,271,407 2,247,835 1,398,733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은 계에서 차지하는 비 임.

2)증권신고서 제출(공모),납입일기

3)회사채는 일반회사채, 융채,ABS가 포함되어 있고, 융채는 여 사,

종 사,증권회사 발행채등 포함.

4)은행채:시 지방은행 발행채

5)간 융의 기업자 출과 가계자 출은 해당 년도의 말잔액에서

년도의 말잔액을 차감한 수치임.

자료 : 융감독원 보도자료 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20>직 융 간 융 자 조달 추이

(단 :억 원,%)

으므로 신용평가,상환능력 등을 바탕으로 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국내은행이 종합 융서비스를 확 하기 해서는 비이자 업으로 업

무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비이자 업의 다각화는 신용카드,보험 매,

펀드 매 등 다양한 융상품 매를 통해 이룰 수 있다.특히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노후 책을 해 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은행들은 퇴

직연 시장에 극 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재 우리나라 퇴직연 의 계

약건수,가입자 수 립 액 비 은 은행권이 가장 높다.2009년 7월을 기

으로 퇴직연 의 계약건수 비 은 80.1%,가입자 수 비 은 60.3%, 립

비 은 51.0%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향후 퇴직연 시장이 확 될 것으로

상되는 만큼 이를 통한 수익 확 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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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매매 등 매매수익을 통한 비이자수익 확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로

벌 융 기로 인해 생 융상품 규제 외에 재무건 성,시스템 리스크 방

지,소비자보호,건 한 보상체계 등의 리가 주목을 받고 있어 생상품 거

래를 통한 비이자 업을 로벌 융 기 이 처럼 확 하는 것이 당분간 쉽

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장기 으로 새로운 감독․규제체계를 바탕으로

융시장에서의 선진 융상품의 거래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국내은행은 장기 으로 유가증권 매매수익 확 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국내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은행 사이의 사업부문 인수,소규모 지분투자,업무제휴

등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한 내실경 을 해 비주력 사업부문 매각,

조직통합,유망사업 확 등을 추진되고 있다.국내은행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지분투자를 통한 인수나 내실경 을 통한 성장 해외진출 확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자18)

우리나라 융투자업의 자산규모는 2005년 이후 로벌 융 기 이 까지

빠르게 증가하 다.이는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유가증권의 거

래이익 증가에 기인한다.그러나 로벌 융 기 이후 자산규모 증가세가 크

게 감소하 다.이처럼 우리나라 증권업은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

고 있다.이를 극복하고 종합 융서비스 제공을 확 하기 해서는 형화․

문화 그리고 업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첫째,우리나라 융투자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 되는 사항은 형 증권사

가 투자은행으로써의 험을 인수하지 못하고 소형사와 차별화를 보이지

못한다는 이다. 형 증권사가 험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력이 충분

히 뒷받침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하여 탁매매

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형 증권사의 험인수 능력 부족은 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 증권사는 자본력을 확충

18)유진아 융제도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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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험인수 능력을 강화하여 자기매매,M&A인수 등 융 개 서비스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사의 경우 험 부담 리 능력이 상

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리서비스와 같은 일부 투자은행 업무로 문화

하고 탁매매 심의 일 된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투자의 심이 부의 축 축에서 효율

인 자산 리로 변화하고 있다.이에 응하여 투자자문과 다양한 연 상품

을 제공하고 자산 리 서비스 부문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투자 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일부 국가에 편 되어 있어 해외진출 국

가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리스크 분산 효과를 기 하기 힘들다.따

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융투자회사는 탄소펀드 활성화와 배출권의 거래 활성화를 해 녹

색 융에 극 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탄소펀드란 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CDM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로젝트 는 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

를 말한다.탄소펀드는 재 조달된 자본을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CER을

매하여 획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는 CER선물거래에 투자하

여 발생하는 수익을 획득하는 형태로 운 된다.19)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

로젝트의 투자리스크를 분산시켜 녹색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배

출권 거래시장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보유한 기업과 수수료를 목 으로

거래를 주선하는 간단계 로커가 참여한다. 융투자회사는 로커로써 거

래활성화 기반(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탄소시장이 향후 거 시

장으로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의 탄소 유통시장은 융투자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험업의 종합 비스 장 망20)

보험업의 경우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통 인 보

19)노희진 외(2009)

20)최 목 재무연구실 부연구 원이 주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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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생명보험 상품의 성장이 정체되고,장기 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

를 보일 것으로 망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종합 융서비스 제공을 확 하며 도약하기

해서는 그동안 축 된 자산운용 리스크 리 노하우와 같은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장 역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융시장의 변화와 보험회사의 핵

심역량을 고려할 때,자산 리서비스,복합 융서비스,연기 투자 리, 융

거래 리스크 보호,소액지 결제 참여 등을 통해 수익성 다변화가 가능할 것

으로 단된다.

이하의 내용은 4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될 정인데,이를 개략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자산 리서비스란 행상 고객이 자본시장법에서 규

정하는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 련하여 고객이 융회사에 개설한 자산

리계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된다(진익,2009). 한 실무 으로는

개별 고객과 스폰서(sponsor)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의 구체

인 내용이 결정되는 융서비스를 의미한다.따라서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리서비스는 보험상품과 투자자문 투자일임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의 빠른 진 ,공 보장 기능

의 취약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재무설계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자산 리서비스 역의 참여를 통해서 추가 인 성장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복합 융서비스에 해 국제 으로 공인되거나 법률 인 정의는 존재

하지 않지만,은행, 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융상품이 결합되

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복합 융

서비스란 보험상품과 융투자상품이 결합된 상품의 제공으로 정의될 수 있

다. 융상품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권역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보험회

사도 성장성 경쟁력 제고를 해서 복합 융상품 출시를 통한 응이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셋째,연기 투자 리란 막 한 기 을 형성한 연기 의 외부 탁운용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형 인 자산운용업무로 이해될 수 있다.연기 의 외부

탁운용 액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노하우



국내외 종합 융서비스 황 특징 61

를 활용하여 연기 투자 리에 참여하여 수익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넷째, 융거래 리스크 보호란 개인 기업들에게 융거래 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업무 역을 지칭한다.보험

회사가 강 을 살려 성장 역을 구축할 수 있는 융거래 리스크 보호는 신

용거래 리스크 보호,리스크 가 체시장 참여,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경제발 과 함께 신용에 기 한 무담보 융거래가 확 됨에

따라 이와 련된 손실보장에 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보험

회사는 신용거래에 따른 손실 보장 역을 강화함으로써 성장 역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리스크 가 체란 보험회사와 여타의 융권이 조하여 상호이익

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고유의 보험 험을 융시장에서 다수의 투자가

에게 가시키는 시장을 의미한다.이자율,환율,경기변동 등의 일반 인

융 험과 상 계가 은 투자수단에 한 수요가 확 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리스크 가 체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장 역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더불어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련하여 탄소배출권시장에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다.

여섯째,소액지 결제란 융기 이 개인,기업 등 거래고객의 어음수표 결

제,지로, 여,공과 등 자동이체,타행환,인터넷 화에 의한 자 이체

등 외의 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보험회사가 소액지 결제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경우 다양한 상품 서비스와 연결하여 시 지효과를

기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소액지 결제 참여는 성장 역 구축을 한

지렛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종합 융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M&A 등을 통해

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2009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는데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형화 해외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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