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본장에서는 수익성 하락의 원인을 경영환경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 새

로운 경영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세히 말하면, 기존 경영전략을 새로운 경영환경(뉴 노멀)하에서 평가해 보고 이를 

통해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

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겠다.

1.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

기존 경영전략의 평가를 바탕으로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크게 경영목표, 성

장동인, 손익구조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

방향성 기존 경영전략 뉴 노멀 경영전략

경영목표
• 시장점유율 확대
• 단기 손익 추구

• 이익 극대화
• 장기 이익 추구

성장동인
• 규모의 경제
• 고성장

• 규모의 비경제 해소
• 범위의 경제 추구

손익구조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구조 위험률 차익 중심의 균형 잡힌 구조

사업비 차익 비차익 중심 사업비차익 유지 및 관리

위험률 차익 낮은 위험률 차익 위험률 차익 중심

이자율 차익 이차손 발생 이차손실 관리

수수료 수익 미미한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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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목표와 성장동인

기존 경영전략의 경영목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중심으로 한 단기 손익 추구이다. 

이는 신계약 규모 중심의 양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전략에서 성장동인은 판

매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균비용을 감소시켜 손익을 증가시키는 규모의 경제 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전략은 고성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뉴 노멀 시대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

지 않다. 거시경제적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보험 수요 증가가 예전보

다 감소세로 들어서고,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4 Phase Ⅱ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 회

계이익에 대한 신계약의 기여도가 작아짐에 따라 기존 규모 및 단기 성과중심의 전략 

실행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보험산

업이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성 둔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계약 규모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은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에서 경영목표는 단기 손익이 아닌 장기 이익 추

구를 통한 이익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장기 이익에 대한 지표는 회계기준 지표

와 더불어 가치기준 지표인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18)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내재가치는 보험회사의 주요 가치지표로서 보험계약의 장기간에 걸친 예상 손익까

지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 성과평가에 보다 적합하다. 예를 들어, 유럽 보험회사들은 

회계기준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재가치 등 가치기준 지표를 병행하여 사용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의 유럽사례를 살펴볼 때, 성과지표로서 가치기준 지

표를 활용할 시 ①경영환경 및 목적에 맞는 지표 선택, ②지표 산출가정의 대내외적 

신뢰성 및 적합성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9)

18) 내재가치는 순자산가치(ANW: Adjusted Net Worth)에 보유계약가치(VIF: Value of In-Force)

의 합으로 구성됨.

19) 금융위기 이전 유럽 보험회사들은 EV를 기업가치로서 공시하고 성과지표로서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 활용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유럽 보험사들이 EV 공시기준을 과거로 

후퇴하거나 성과평가 시 EV지표를 활용하지 않거나 비중을 축소함. 그 이유로 첫째 금

융위기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이 급감하자 단기 경영환경 악화 극복 및 안정적인 주주가

치 실현 등이 더욱 중요해짐. 이로 인해 EV 대신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hs Flow)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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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뉴 노멀 시대에서의 성장동인은 규모의 비경제 해소와 범위의 경제 

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뉴 노멀 시대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해 양적 

성장, 즉 판매 증가가 한계에 봉착하고, 규모의 비경제(판매 증가가 평균비용을 상승

시켜 손익이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성장동인으로 규모의 비경제를 해소하

거나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규모의 비경제 해소는 가치사

슬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화 전략으로, 범위의 경제 추구는 비전통 사업 강화 및 해

외 진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은 ‘Ⅲ. 2. 필수적 고려사항’장과 

‘Ⅲ. 3. 선택적 고려사항’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나. 손익구조

보험회사의 손익을 사업비 차익, 위험률 차익, 이자율 차익, 수수료 수익으로 구분

하여 분석해보면, 기존 경영전략은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구조를 띄고 있다.20) 

<그림 Ⅲ-1>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생명보험산업의 3이원 손익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21) 손익률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사업비차손익률인 반면, 위험

률차손익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자율차손익률은 음의 값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상품구조 및 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나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 등의 가치기준 지표의 활용도가 높아짐. 

둘째로 금융위기 전까지 장기 성과평가지표로 각광받던 MCEV(Market Consistent EV, 시

장기준 내재가치)가 가정변수 적절성 문제, 높은 변동성 등으로 활용도가 하락함. 금융위

기 당시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인 시장금리, 주가 등에 의해 MCEV 값이 급격하게 변동

하여 MCEV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

20) 자세한 내용은 김석영·김세중·김혜란(2014)을 참고.

21)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체계가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된 2011년 이후에는 3이원 손익이 공

시되지 않기 때문에 201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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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생명보험 3이원 손익률 추이

주: 손익률＝이원별손익/일반계정 수입보험료임.
자료: 보험개발원.

기존 경영전략에서 손익 기여도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사업비 차익이다. 

이는 다른 예정기초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지 않고, 기존 경영환경에서 판

매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감소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 

자체 구조조정에 의한 경비절감 노력과 상품판매구조 변화에 따른 예정사업비 재원 

증대 등에서도 기인하였다.

한편 전체 손익에서 위험률 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변화와 

가격규제로 인해 낮다. 2000년 이후 보험회사는 상품포트폴리오를 종신보험 위주에

서 건강보험 구성 비율을 점차 높여 왔는데, 이러한 건강보험에서 위험률 차익이 악

화되거나 위험률 차손이 발생하였다. 건강보험에서 위험률 차익이 줄어든 이유는 일

부 담보들의 발생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전할증이 최고 30%로 제한되어 있는 규

제로 인해 예정위험률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자율 차익에서는 이차역마진으로 인해 이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이후 금리가 

하락하여 이때 판매한 상품들에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수료 수익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사업 유형이 전통 보험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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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 노멀 시대에서는 위와 같은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구조는 유지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업비 차익은 예전만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금리 및 고령화로 인해 생존급부 및 투자형 상품 비중이 증가할 것인데, 이

러한 상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정사업비 재원 증대가 어렵다. 또한 저성장 및 산업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해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심화 및 소비

자 보호 강화로 인한 소비자 중심의 상품 공시로 인해 예정사업비 인하 압력이 심화

될 것이다.

위험률 차익의 경우,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상품 및 가격규제가 중심이었지만, 뉴 노멀 시대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의하면,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

로 폐지하여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고, 위험률 조정한도 및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변화시킬 예정

이다. 또한 가격규제 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

대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자율 차익과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뉴 노멀 시대에서는 저금리 고착화

로 인해 이차손실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고, 국내 전통적 보험사업에

서의 손익 확보가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비전통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손익 확보

가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뉴 노멀 경영전략에서는 기존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 구조에서 위험

률 차익 중심의 균형 잡힌 손익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경영전략에서는 안

전할증 규제에 따른 낮은 위험률 차익,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이차손 발생, 그

리고 미미한 수수료 수익 등의 요인들에 의해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뉴 노멀 시대하에서는 사업비 차익의 지속적인 확보가 곤란해짐에 따

라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 구조는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에서

는 사업비 차익 유지·관리, 위험률 차익 지속 확보, 이차 손실관리, 수수료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위험률 차익 중심의 균형 잡힌 손익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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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뉴 노멀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당면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필수적 고려사항과 중장기적 관점의 선택적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제시

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자세한 추진전

략은 다음 ‘Ⅲ. 2. 필수적 고려사항’장과 ‘Ⅲ. 3. 선택적 고려사항’장에서 자세히 서술

하겠다.

<표 Ⅲ-2> 뉴 노멀 경영전략의 추진전략

필수적 
고려사항

재무건전성
강화

• 자본금 확충
• 능동적인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

효율화 전략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 상품개발 다양화

언더라이팅
• 생존급부 보장상품 손해율 관리
• 재무적 언더라이팅 활성화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상품－채널 전략
• 유인 부합적 판매수수료 책정

자산운용
• 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 구축
• 위험자산 대상 범위를 확대

선택적 
고려사항

비전통 사업
강화

•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 변액연금 경쟁력 강화

해외사업
기반 구축

•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
• M&A 역량 강화
• 중장기 달러 자금 조달
• 요구자본 경감 인정

2. 필수적 고려사항

가.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회사는 우선적으로 생존을 위한 당면과제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

존 경영전략의 수동적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보험부채 시

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 4 Phase Ⅱ 도입 등의 새로운 경영환경하에서 더 

이상 적합한 재무건전성 관리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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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성장기에는 자본기회비용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이 일정 부분 보장되었기 

때문에 정교한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낮았다. 하지만 저성장기에서는 저

금리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자본기회비용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재무건

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보험회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의 상향조정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고,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가용자본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규제 영향에 대해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

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능동적인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자본금 

확충은 기본적으로 이익창출 및 이익잉여금 확보가 그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이익창

출능력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주식발행 및 M&A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가용자본 확보 및 자본조달비용 절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창출능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본 확충 방안을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조달비용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

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창출 및 이익잉여금 확보는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언더라이팅, 판매 

및 마케팅, 자산운용, 지급심사 및 보장 등 각 가치창출 프로세스별로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나. 효율화 전략

<그림 Ⅲ-2>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의 가치창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 및 재무위험에 대한 보장 니즈를 현실화하여 상품

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적정 요율을 산출한다. 판매 및 마케팅을 통해 보험상품을 필

요로 하는 고객을 찾고, 고객에 맞는 상품을 판매한다.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

고, 보험금 지급 전까지 수취한 보험료를 기본으로 자산운용을 실행하여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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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보험회사의 가치창출 프로세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이익창출 및 이익잉여금 확보는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언더라

이팅, 판매 및 마케팅, 자산운용, 지급심사 및 보장 등 각 가치창출 프로세스별로 효

율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각 단계별 자세한 효율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뉴 노멀 시대에는 고객 니즈가 다양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주요 고객층이 50대 이

후로 이동함에 따라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잠재적 고객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상품 전략은 30대 이후 모든 고객에게 동질적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

로, 이러한 전략은 고성장기에 유효하지만 새로운 경영환경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생존급부(연금 및 건강보험) 수요는 증가하

지만, 사망 보장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객 수요 창출 시 종신보험

은 상속 및 세제 등 유인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노후 질병에 대비한 장기 

간병 보험상품 확대 등 보장상품의 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상품의 경우, 수

요 증가와 더불어 업권/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

력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의 지급기 구조 다양화, 다양한 수

수료 부과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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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내재보증 옵션을 준비금 평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

문에 상품개발에도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예를 들

어, 전통형 연금상품은 최저 보증금리를 요율화해야 하고, 변액연금상품은 최저보증

리스크를 헷징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그림 Ⅲ-3> 효율화 전략－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한편 이러한 상품개발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보험상품 개발 시 사전신고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보다는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판매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보험 자율화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가격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보험회사의 핵심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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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격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비교 공시 활성화, 재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보완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언더라이팅

현재 생존급부 보장상품은 손해율이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Ⅲ-4>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손

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 경과손해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장기보험 경과손해율은 2008

년 81.8%에서 2015년 6월 8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원담보 및 수술담

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위험보험료를 초과하여 사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존급부 보장상품의 손해율 관리가 시급하다. <그림 Ⅲ-5>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손

해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로, 손해율이 2009년 103.3%에서 2013년 119.4%로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미 100%를 넘은 상황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손해율은 2009년 36.2%에서 2013년 82.2%로 아직 100%는 넘

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2009년 109.4%

에서 2013년 127.4%로 이미 100%를 넘어 사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급부 보장상품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려 

보험료 인상률을 정책적으로 억제시키는 동시에 지급 심사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보

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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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Ⅲ-5>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생존급부 보장상품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기준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언더라이팅 전략은 선판매·후

언더라이팅으로 고성장기에 유효한 전략이지만, 저성장하에서는 손해율 및 비용관리

의 주요 수단으로 인수 및 지급심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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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성장하에서는 가입 적정성 유지를 위한 재무적 언더라이팅의 활성화도 필

요하다. 저성장하에서는 신계약에 의한 양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보유계약 관리, 

즉 유지율 관리가 중요해진다. 재무적 언더라이팅이란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득·부채·가입목적을 감안하여 적정 보험금액을 산

출하여 이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적 언더라이팅을 활성화하

면, 보험계약자가 미래에도 가입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약심사에 반영하게 

되어 향후 유지율 개선에 도움이 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판매 및 마케팅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은 기존 전속채널 중심의 판매채널 전략에서 고객(C: Custom-

ers)－상품(P: Products)－채널(C: Channels)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에는 전속채널 위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채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비전속 판매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Ⅲ-3>과 <표 Ⅲ-4>는 각각 2015년 6월 말 채널별 보험설계사 현황과 2015년 2/4

분기 채널별 판매비중 현황을 요약한 표이다. 2015년 6월 말 현재 전체 보험설계사 

582,349명 중 법인보험대리점과 방카슈랑스 소속 보험설계사는 각각 192,260명

(33.0%)과 179,960명(30.9%)이고,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204,809명(35.2%)이다. 

2015년 2분기 전체 보험회사 판매실적은 23조 원인데, 그 중 보험대리점과 방카슈랑

스의 실적은 각각 9조 원(38.1%)와 4조 원(19.1%)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실적은 6조 원(27.2%)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전속 판매채널 확대로 인

해 전속채널 중심 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판

매채널을 효율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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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채널별 보험설계사 현황(2015년 6월 말)
(단위: 명, %)

구분 법인보험
대리점(A)

방카
(B)

개인
(C)

전체
보험대리점
(D＝A＋B＋C)

보험사
(E)

합계
(D＋E)대형 GA

설계사 수 192,260 105,234 179,960 5,320 377,540 204,809 582,349

비중 33.0 18.1 30.9 0.9 64.8 35.2 100.0

자료: 금융감독원.

<표 Ⅲ-4> 채널별 판매비중 현황(2015년 2/4분기)

(단위: 억 원, %)

구분 보험대리점 설계사 방카 임직원 기타 합계
대형

전

체

판매실적

(전분기)
86,163

(85,124)
25,895

(23,488)
61,652

(62,529)
43,155

(51,271)
32,766

(37,278)
2,618

(1,868)
226,355

(238,072)

비중

(전분기)
38.1

(35.8)
11.4
(9.9)

27.2
(26.3)

19.1
(21.5)

14.5
(15.7)

1.2
(0.8)

100.0
(100.0)

생

보 

초회보험료 2,079 1,399 6,513 21,365 4,051 188 34,195

비중 6.1 4.1 19.0 62.5 11.8 0.6 100.0

손

보

원수보험료 84,084 24,496 55,140 21,790 28,715 2,430 192,160

비중 43.8 12.7 28.7 11.3 14.9 1.3 100.0

자료: 금융감독원.

고객－상품－채널 전략이란 ①연령, 소득/재산 등 고객 특성에 따라 타겟 고객을 

세분화하고, ②세분화된 고객에 맞는 주력 상품을 개발하여, ③이러한 주력 상품에 

대응하는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림 Ⅲ-6>은 고객－상품－채널 전

략의 예시를 간략하게 소개한 그림이다. 고객층을 고객 특성에 따라 초부유층, 부유

층, 중산층, 가격 민감형 소비자로 나누고, 이러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주력상품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초부유층의 경우, 상속 관련 상품인 종신보험과 고액 투자형 상

품 등을 주력상품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객 맞춤형 주력상품 

별로 최적의 판매채널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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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고객－상품－채널 전략의 예시

자료: Oliver Wyman analysis 수정 인용.

<표 Ⅲ-5> 채널별 주요 특징

채널 종류 특징

전속설계사
• 보험회사에 전속으로 소속
• 고비용으로 고가 보장성 상품 판매에 효율적

법인보험대리점

(GA)

• 다수 보험사와 판매 계약 체결
• 저가 보장성 및 다양한 투자형 상품 취급

방카슈랑스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지점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 예금, 펀드 등 보험 외 타 금융상품 취급

직접반응 채널

(다이렉트, TM, 
모바일 등)

• 판매원과 대면 절차 없이 매체를 통해 상품 홍보 및 판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로 저비용
• 소액 보험 주로 판매

자료: Oliver Wyman analysis 수정 인용.

또한 고객-상품-채널 전략 실행에 있어 ①채널 간 데이터 통합, ②다채널환경에서

의 소비자행동 이해, ③채널 평가, ④채널 간 자원배분, ⑤채널 간 조정 등을 고려

해야 한다(Neslin et al. 2006).22)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특히 채널 간 갈등 문제로 인

한 채널 간 조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특정 상품을 특정 채

널만 취급하게 하여 다른 채널의 반발을 일으킨다면, 단기적으로 채널 간의 시너지 

22)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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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상품-채널 전략 실행은 채널 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점유율 위축, 조직 통제력 약화 등과 관련된 위험을 얼

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채널의 전략 변화와 함께 유인 부합적 판매수수료 책정 방식이 도

입되어야 한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에서 경영목표는 장기 이익 추구를 통한 이익 

극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이익 기여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판매수수료가 높

게 책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 책정 기준을 보험료(판매수수료＝상품

별 환산기준 × 보험료)에서 내재가치(판매수수료＝상품별 환산기준 × EV)로 전환하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자산운용

뉴 노멀 시대에서는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수익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

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부채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중시하되 수익을 제고하

는 부채 추종형 투자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LDI 체계의 핵심은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체제를 토대로 

목표 스프레드(target spread)를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우선 ALM 체제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가치 창출로서의 준비금 관리 수단을 의미한다. 

보험부채는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형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 ALM은 이러한 보험부

채의 금리리스크(듀레이션)를 관리하기 위한 재무리스크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표 스프레드는 주주를 위한 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자산운용이라 할 수 있다. 

목표 스프레드의 수준은 대주주의 위험인수성향과 위험자본 규모에 달려 있으며, 기

본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보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에서의 자산운용은 LDI 체제를 구축·실행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고,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 구조화채권 투자, 대안 투자 등 위험자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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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심사 및 보장

지급심사(손해사정) 및 보장 단계에서의 효율화를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한 다양한 

사업수행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급심사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방식으로 ①보

험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in-house 방식, ②자회사 설립 후 업무를 위탁하

는 방식, ③독립적인 지급심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지급심사 업무의 사업수행방식이 보험회사의 경영전

략적 판단에 따라 다양하다(송윤아·이성은 2014). 미국 대형 손해보험회사(State 

Farm, Travelers, Progressive 등)는 손해사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사의 상황에 맞게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 및 수

준을 전략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절감의 이유로 자회사 설립 후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는 정형화된 상품보다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요구됨

에 따라 이에 적합한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포

함한 보상능력이 해당 기업의 핵심역량 중 하나임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급심사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방식

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중요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급심사 자동화 시스템은 다수의 정상적인 지급

신청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보험사기 등 소수의 비정상

적인 지급신청은 탐지하여 보다 정교한 지급심사 절차를 요구한다. 이러한 보상 시스

템의 효율성 제고는 보험회사 측면에서 비용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러

한 기술 활용에 따른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ICT 활

용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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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고려사항

국내 시장 중심의 전통적 보험 사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중장기적으로 비전통 사업 강화 및 해외 진출 등 범위의 경제 추구

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비전통사업 강화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전통사업은 크게 자산관리 서비스와 변액연

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자문업 인가 취득을 시작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를 강화하고, 수수료 부과 체계 다변화를 통해 변액연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기

존 보험회사의 영역 외에서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1)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현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자

인 설계사의 개인 서비스 능력에 의존할 뿐 일정한 서비스 포맷 및 방향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시 판매보수가 

많은 방향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설계사의 서비스 제공 

능력도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낮은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자문수

수료 부재로 인해 동 서비스 제공 유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투자자문업 인가 취득을 통한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보수 위주로의 전

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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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액연금 상품 경쟁력 확보

새로운 경영환경에서는 저금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요는 증가하는 동시에 연금 

상품의 경쟁력으로서 수익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

가 제공하는 변액연금은 선취형 수수료 부과 상품이 대다수로 타 금융권에서 제공하

는 상품 대비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 투입금액이 낮아 타 금융

권 상품 대비 낮은 초기 수익률을 보이고, 타 금융권과 다른 사업비 구조를 가지고 있

어 상품 설명과 계약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이론적으로 다양한 수수료 부과 체계

를 제공하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계약 보유기간 및 유동성에 대한 선호도를 수수료 

부과 체계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 계약자가 보유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면 후취형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것이고, 보유기간이 긴 것을 선호한다면 선취형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변액연금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취형 등 다양한 수수료 부과 체계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후취형·하이브리드

형 등 다양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후취형 수수료 부과 체계란 보험가

입 시 신계약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하여 초기 투자 투입금액을 늘리는 대신 

계약 유지 시 유지관리비(M&E charge: Mortality & Expense charge)를 부과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수수료(surrender charge)를 부과하여 사업비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

을 말한다. 변액연금의 수수료 부과 체계 종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예시는 각각 <표 

Ⅲ-6>과 <표 Ⅲ-7>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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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변액연금의 수수료 부과 체계의 종류

부과 체계 세부 내용

A-share
• 선취수수료 부과
• 한국의 대다수 계약 방식

B-share
• 적립금비례 유지관리비(M&E charge) 및 해지수수료(surrender charge) 부과
• 전형적인 후취방식

C-share • 적립금비례 수수료만 부가

L-share • B-share 대비 유지관리비는 높게, 해지수수료 공제기간은 단축하여 책정

X-share • B-share 대비 해지수수료 공제기간은 장기로 설정하되, 가입 시 보너스 제공

Hybrid • 선취수수료와 해지수수료(공제기간은 장기로 설정)를 부과

자료: Morgan Stanley(2015); Transamerica(2015) 수정 인용.

<표 Ⅲ-7> 변액연금 일시납 사업비 부과방식 비교 예시

구분 A-share B-share C-share L-share X-share

부과방식 선취 후취 균등 후취 후취＋보너스

선취수수료
1) 1%~5% － － － －

보너스율1) － － － － 3%~5%

해지

수수료2)

기간 － 7년 － 5년 이하 10년

공제율 － 1%~7% － 1%~7% 1%~9%

연간 보수2)

(M&E 포함)
0.65%
~0.85%

1.15%
~1.25%

1.65%
~1.75%

1.5%
~1.7%

1.5%
~1.7%

주: 1) 보험료 비례함.
2) 적립금 비례함.

자료: Morgan Stanley(2015), Transamerica(2015) 수정 인용.

나. 해외 사업 기반 구축23)

국내 보험시장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진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우선적으

로 만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성공적인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 및 해외 보험사 사례 등은 [부록 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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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예, ROE 12% 지속 확보)이 이루어져야 한

다.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사업 전략을 기존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에서 재무적 투자

자(FI: Financial Investor)로 변경해야 한다. 전략적 투자자란 해외사업을 직접 운영하

고 대부분의 투자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며 재무 및 운영지표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란 해외 보험사업을 전체 사업포트폴리오 관점

에서 펀더멘탈 대비 가치가 저평가된 해외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말한

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진출에 대한 경험 및 역량 부족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서의 역량이 낮다. 따라서 선진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재무 투자(financial investment)

를 통한 학습으로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역량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장기 달러 자금 조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해

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하고, 해외 선진국에 동시 상장을 하는 방안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장기 외화표시(예, 달러)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해외 신용평

가사로부터의 신용등급 취득이 필수적이고, 신용등급이 높다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 상장은 해당국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 충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개선 및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해외자본 조달을 원활화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로 인한 지역적 분산효과를 인정하여 RBC 비율 계산 시 요구

자본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지급여력평

가제도인 Solvency Ⅱ에서는 해외 투자로 인한 지역적 분산효과를 인정하여 보험회

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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