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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요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 총자산

FY2001 국내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143조원, 손해보험이
32.7조원으로 총 175.8조원이며, 전년대비 16.7% 증가함

□ FY2001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175조 7,60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150조 5,883억원보다 16.7% 증가함.

o 생명보험 총자산은 143조 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는데, 이

는 수입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율 개선에 따른 준비금 규모

의 지속적 증가와 주식시장 등 투자환경이 크게 호전된 것에 기인함.

o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투자환경 호전에 의한 투자

이익율의 개선으로 32조 7,267억원을 시현하여 전년도 28조 490억원보

다 16.7% 증가함.

<표 1>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억원, %)

연도

종목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명보험
1,225,393 1,225,393 1,236,616 1,294,554 1,379,622 1,430,340 1,430,340

1.7 11.1 0.9 4.7 6.6 3.7 16.7

손해보험
280,490 280,490 289,296 310,123 332,562 327,267 327,267

-3.4 6.0 3.1 7.2 7.2 -1.6 16.7

합계
1,505,883 1,505,883 1,525,912 1,604,677 1,712,184 1,757,607 1,757,607

0.7 10.1 1.3 5.1 6.7 2.7 16.7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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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나 . 수입보험료

FY2001 국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47.4조원, 손해보
험이 18.7조원으로 총 66.1조원이며, 전년대비 4.5% 감소함

□ FY2001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생명보험에서 큰 폭의 감소를 시현하여 전체 수입보험료가 66조 53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69조 1,743억원보다 4.5% 감소하였음.

o FY2001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감소는 예정이율을 포함한 시중금리의

전반적인 인하에 따라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o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와 퇴직보험에 대한 타 금

융권과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 및 단체보험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9.5% 감소한 47조 3,643억원을 시현하였음.

o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업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일반보험의 성장과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고급형 상품 출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여 전년대비 10.8% 증가한 18조

6,887억원을 시현하였음.

<표 2>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연도

종목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명보험
112,867 523,126 112,088 111,120 138,750 111,684 473,643

-30.7 11.9 -0.7 -0.9 24.9 -19.5 -9.5

손해보험
41,511 168,617 44,121 46,362 50,212 46,192 186,887

-10.8 13.8 6.3 5.1 8.3 11.3 10.8

합계
154,378 691,743 156,209 157,482 188,962 157,876 660,530

-25.2 13.0 1.2 0.8 20.0 2.3 -4.5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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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다 .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FY2001년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139만 5천원
이며, 보험침투도는 전년대비 1.1%p 감소한 12.1%를 기록함 .

□ FY2001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인구와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인당 보험료가 4.5%, 보험침투도

가 1.1%p 감소함.

o FY2001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

이 100만원, 손해보험이 39만원 5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39만 5천원

에 이르러 FY2000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o FY2001 보험침투도는 GDP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하여 FY2000 대비 1.1%p 감소한 12.1%를 기록함.

o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p 감소

한 8.7%를 시현함.

o 손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

대비 0.3%p 증가한 3.4%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연도
구분 FY1996 FY1997 FY1998 FY1999 FY2000 FY2001

1인당

보험료

(천원)

생보 838 1,065 1,002 1,003 1,113 1,000
손보 290 347 305 308 349 395

계 1,128 1,413 1,308 1,311 1,461 1,395

보험

침투도

(%)

생보 9.1 10.8 10.4 9.7 10.0 8.7

손보 3.2 3.5 3.2 3.0 3.1 3.4

계 12.3 14.3 13.6 12.7 13.2 12.1
주 : 1.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 추계인구(2001년 11월 개정).

2.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 명목GDP임(2001년은 추정치임).
자료 : www .bok.or.kr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www .nso.go.kr (통계청, 추계인구)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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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라 . 금융저축 추이

2001년말 국내 금융저축 잔액은 1,309조원으로 전년의 1,161조원에
비해 12.8% 증가함 .

□ 2001년말 국내 금융저축 잔액은 1,309조원으로 은행의 비중이 27.9%로서

전년 보다 0.6%p 증가한 반면, 비은행부문의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한

72.1%로 나타남.

o 은행의 경우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주식시장 침체와 자산 안정성 추구

의 영향으로 저축잔액이 전년대비 13.0% 증가하여 은행의 비중이 전년대

비 0.6%p 증가함.

o 보험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현상의 지속 등으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0.1%p 감소한 8.7%의 비중을 보임.

o 유가증권의 비중은 국공채 및 주식 비중의 감소로 전년 보다 0.6%p 감

소한 34.0%의 비중을 기록함.

<표 3> 금융저축 비중

(단위: %)

연도

구분

2000 2001
3/ 4 4/ 4 1/ 4 2/ 4 3/ 4 4/ 4

은행 25.7 27.3 26.9 27.8 27.7 27.9
보험 8.2 8.8 8.6 8.7 8.3 8.7

금전신탁 8.8 5.6 5.6 5.3 5.0 5.1
투자신탁 8.2 8.8 10.7 10.0 11.5 10.2
유가증권 33.2 34.6 34.5 34.2 33.5 34.0

주식 10.6 11.2 10.8 11.0 10.5 10.6
기타 13.3 13.7 13.7 14.0 14.1 1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부문간 거래는 포함되었으며, 은행은 CD를 포함한 비중임.
2) 기타는 단기금융, 상호금융, 신용금고, 신협, 기타의 합계임.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2년 1/ 4분기 및 2001년 각호.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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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그림 1> 금융저축 비중 추이

마 . 개인 금융자산 추이

2002년 3월말 현재 총금융자산 잔액은 4,137조 6천억원으로 전분기의
4,000조 6천억원 보다 3.4% 증가하였으며, 개인금융자산은 903조 3천
억원으로 나타남.

□ 2002년 1분기중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주택자금 수요 증가와

가계소비지출 확대로 투자규모가 감소하여 전분기의 27조 1천억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8.1%)한 24조 9천억원으로 나타남.

o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잔액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및 가계대출의 확대

등으로 인한 대기성 자금이 은행예금 및 비은행 저축기관으로 유입되면

서 전분기(881조 2,830) 대비 2.5% 증가한 903조 3,000억원을 기록함.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165조원을 기록

하였으나 전체 금융자산 증가율 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임.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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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o 저축성예금의 경우 전분기 대비 3.8%의 증가율을 보여 276조 1천억원을 기

록함.

□ 예금은행 및 유가증권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

비중은 전분기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생명보험 및 연금의 자산비

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예금은행의 경우 대기성 자금의 은행유입이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동이

이루어져 전분기 대비 0.6%p 증가한 32.5%의 비중을 차지함.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생명보험(공제포함) 수요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

하여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0.1%p 감소한 18.3%의 비중을 차

지함.

o 유가증권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국공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하

여 수익증권 등으로 자금이동이 이루어져 전분기 대비 0.5%p 증가한

16.3%의 비중을 차지함.

<표 4> 개인부문 금융자산 형태별 비중

(단위: %)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3/ 4 4/ 4 1/ 4 2/ 4 3/ 4 4/ 4 1/ 4

금융기관예치금 57.7 59.3 59.7 60.7 60.6 60.2 60.9

예금은행 29.2 31.2 30.9 31.8 32.2 31.9 32.5

비은행 금융기관 28.5 28.0 28.8 28.9 28.5 28.4 28.4

생보 및 연금 17.9 18.0 17.8 17.8 17.6 18.4 18.3

유가증권 17.4 16.0 17.0 16.4 16.6 15.8 16.3

수익증권 7.4 6.5 7.2 6.6 7.0 6.3 6.5

채권 2.9 2.6 3.0 3.1 3.0 3.0 3.2

주식 7.1 6.9 6.8 6.7 6.5 6.6 6.5

기타 7.0 6.7 5.6 5.1 5.2 5.5 4.6

자금운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에는 한은예수금, 현금, 출자지분이 포함되었음.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 4분기 자금순환 동향』 및 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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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형태별 개인부문 금융자산 비중 추이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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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주요지표 분석

가 .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 FY200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한 47조 3,643억원을 기록함.

o 이러한 하락세는 저축성보험상품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나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가 52조원을 상회한 FY2000의 높은 실적으로 인한 기술적 반락

(反落) 효과(base effect)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동추이

FY2001 생명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 실적 감소로 수입보험료 전
체 규모가 전년대비 9.5% 축소되었으나, 보장성 보험 중심의 상
품구조로의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총자산도 143조 규모로 16.7%
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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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01 말 총자산 규모는 143조 340억원으로 수입보험료 하락세에도 불

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6.7%의 탄탄한 증가세를 유지함.

o 계약유지율 증대에 따른 준비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투자비용을 감

안한 투자이익율 개선, 손익구조의 개선 등이 총자산의 견실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표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총 자 산
1,225,393 1,225,393 1,236,616 1,294,554 1,379,622 1,430,340 1,430,340

1.7 11.1 0.9 4.7 6.6 3.7 16.7

수입보험료
112,867 523,126 112,088 111,120 138,750 111,684 473,643

-30.7 11.9 -0.7 -0.9 24.9 -19.5 -9.5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임.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신

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각 생보사 월

말보고서.

□ 개인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하여 37조 7,799억원의 거수실적을

보였고, 단체보험은 20.0% 감소한 9조 5,844억원을 기록하여 단체보험의

감소율이 더 컸음.

o 절대규모 면에서는 개인보험(2.6조원)이 단체보험(2.3조원)보다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FY2000 실적이 저축성보험 수요 증대로

대폭 증가한데다, FY2001 들어 금리하향 추세로 이차역마진을 우려한 보

험회사들의 저축성보험 비중 축소 노력과 보험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보

험수요 위축이 더해져 발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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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결과 저축성보험에 해당되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7%, 22.8% 감소하였고, 특히 생존보험은 1990년이래 최저

치를 기록함.

o 저축성보험의 신규계약 감소와 고금리계약의 유지율 증대로 전체 보험

료 수입에서 신계약에 의한 초회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

에서 9.0%로 크게 감소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남.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료 22,154 109,711 17,861 17,909 18,754 20,431 74,955

비중 19.6 21.0 15.9 16.1 13.5 18.3 15.8

사망
보험료 35,284 127,246 38,502 43,124 45,083 47,632 174,334

비중 31.3 24.3 34.3 38.8 32.5 42.6 36.8

생사혼합
보험료 37,872 166,413 33,172 32,177 32,976 30,185 128,510

비중 33.6 31.8 29.6 29.0 23.8 27.0 27.1

개인계
보험료 95,311 403,371 89,536 93,210 96,813 98,248 377,799

비중 84.4 77.1 79.9 83.9 69.8 88.0 79.8

단체
보험료 17,556 119,755 22,552 17,910 41,937 13,436 95,844

비중 15.6 22.9 20.1 16.1 30.2 12.0 20.2

합계
보험료 112,867 523,126 112,088 111,120 138,750 111,684 473,64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비중은 전체 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임.

2)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 4분기부터
사망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의 실적을 제외함.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각 생명보험회
사 월말보고서.

□ 개인보험 중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7.0%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해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를 상당부분 상쇄하였음.

o 개인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FY1999와 비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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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9.3% 성장을 했을 때 도달하는 보험료 수입실적을 기록한 것

이므로, FY2000 및 FY2001은 IMF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던 개인보험시

장이 성장세를 회복한 시기로 해석할 수 있음.

o 소비자들의 보험인식 제고와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중시한 보험상

품 포트폴리오 전환 노력에 힘입어 종신보험시장의 성장은 FY2001 생

명보험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기록될만한 급성장을 보였음.

- 보험회사들은 금리역마진이 우려되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축소하는 대

신,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했고, 특히 안정적인 사차익과 비차익 확

보가 기대되는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음.

- FY2001 종신보험 보험료 수입은 4조 2,820억원(변액종신포함)을 기록

하였는데, 이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11.3%에 해당되며, 전년도 구

성비 1%대(대형 3사 기준 1.2%)와 비교할 때 놀라운 성장을 보인 것

으로 분석됨.

- 더욱이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27.6%를

기록하였음.

□ 단체보험 실적이 감소세를 보인 원인으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의 보험수요 위축이 지속되었고, 퇴직보험을 둘러싼 타금융권과의 경

쟁이 치열했던 점 등을 들 수 있음.

o 다만, 20.0%의 높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종퇴보험에서 퇴직보험으로 전

환되었던 FY2000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과대계상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o 기업보험 수요 위축으로 퇴직보험 이외의 단체보험 실적이 소폭 감소세

(약 1,640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7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종신보험의 판매실적은 7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주가상승기에 특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자들의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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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향후 변액연금과 변액저축성보험의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변액보

험은 보험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의 기록적인 성장으로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전년의 24.3%에서

36.8%로 12.5%p 높아져 생명보험산업에서 주력종목으로 부상했음.

o 특히 개인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1%에 이르렀음.

o 이에 비해, 생존보험은 전체 수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로 떨

어졌고, 생사혼합보험도 27.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단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7%p 하락한 20.2%였음.

o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을 합친 특별계정 수입보험료의 비중은 12.2%로 전

년 동기 대비 상승(2.6%p)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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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산업의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형사 중심의 과점형 시장구조

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사의 점유율 상승추세가 지속

된 점은 향후 생명보험산업의 구조변동 방향을 예견하게 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표 3>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상위 1개사 41.4 40.6 39.9 39.3 39.6 40.1 39.7

상위 3개사 78.9 79.9 79.5 78.1 77.9 76.4 78.0

상위 9개사 95.0 91.2 94.8 94.5 93.8 93.2 87.1

외 국 사 6.9 5.7 7.2 7.9 7.1 9.6 8.0

국내중소형사 14.2 14.4 13.3 13.9 15.0 14.0 14.0

허핀달지수 0.2467 0.2471 0.2423 0.2358 0.2353 0.2330 0.2362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하였음.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3) 허핀달지수는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4)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하였으되, ING의 경우 국내지분이 있지만 외국사로 간

주하였음. 2002년 3월말 현재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프랑
스, 뉴욕생명, PCA, 카디프 등 10사가 외국사로 분류됨.

5) 국내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각 월호, 각 생명보험회

사 월말보고서.

o IMF 이전 1%에도 미치지 못하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알리안츠그룹

의 제일생명 인수와 푸르덴셜, ING 등의 실적 호전 등으로 FY1999의

4.6%, FY2000 5.7%로 상승한데 이어 FY2001에는 그 비중이 8.0%(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에 이르렀음.

o FY2001에는 프랑스계 카디프생명이 영업을 개시하였고, 국내사인 영풍

생명도 영국 푸르덴셜에 인수되어 사명을 PCA생명으로 변경하는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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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숫자는 10개(ING 포함)가 되었고, 이는 전체 생명보험회사 중

45%에 해당하는 숫자임.

o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8.0%로 전년 동기 대비 1.9%p 하락하여 외

국사의 점유율 상승세와 대비를 보이지만, 아직까지 과점구조에 큰 변

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도 소폭 하락세(0.9%p)를 보였음.

2) 수지상황

□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한 34조 3,528억원을 기록하여

수입보험료 감소율(9.5%)을 충분히 상쇄하는 하락세를 보였고, 사업비는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험수지차는 개

선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표 4>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지급보험금
90,562 404,307 95,692 86,034 95,274 66,527 343,528

-28.8 5.5 5.7 -10.1 10.7 -30.2 -15.0

사 업 비
20,215 72,394 18,326 19,030 20,229 20,632 78,216

-5.6 16.1 -9.3 3.8 6.3 2.0 8.0

주 : 1) 특별계정을 포함하였으며, 사업비는 신계약비 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임.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각월호.

FY2001 당기 손익은 손익위주 경영에 따른 이차역마진 대폭 감
소와 비차익, 사차익 증가의 영향으로 흑자기조로 전환되었고,
흑자규모는 1조 7천억원 수준에 이르렀으며, 흑자를 기록한 회사
는 22개사 중 14개사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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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o 보험수지차는 5조 1,8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종퇴보험과 달리 퇴직보험

의 경우 해약율이 낮아 계약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 보험수지차 개선

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단, 사업비는 이연신계

약비 상각전 실제사업비 기준)

□ 사업비는 신계약비 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 대비 8.0% 상승한 7조 8,21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영효율성 제

고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결과임.

□ FY2002는 생명보험산업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기조로 전환한

해로 당기순이익 규모는 1조 7,228억원에 달하였음.

<표 5> 생명보험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1997 FY1998 FY1999 FY2000 FY2001

보험영업

손익

수익 491,424 465,717 419,427 484,695 433,100
비용 486,023 507,706 427,358 450,552 373,834

손익 5,400 -41,989 -7,932 34,144 59,267

투자영업

손익

수익 90,959 100,462 106,073 84,204 92,351
비용 19,731 65,439 45,874 38,546 22,691

손익 71,227 35,023 60,199 45,658 69,660

준 비 금 전 입 80,493 25,844 50,938 81,188 100,016
기 타 손 익 -4,333 -6,859 -9,492 -5,318 -7,848

법 인 세 256 543 1,646 228 3,835
당기순이익 -8,454 -40,212 -9,808 -6,933 17,228

주 :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생명보험사 월말보고서.

o 흑자를 기록한 회사의 수는 부실보험사에서 흑자로 전환한 대한생명을

비롯한 14개사이고,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8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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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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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은 준비금 부담이율과 투자수익율의 차이인 이

차역마진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금리구조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예정이율이 2001년 3월말 7.7% 수준에서 7.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비용을 감안한 운용자산이익

율도 주가회복세, 기업부실 감소 등 투자환경 호전으로 상당히 개선

된 것으로 분석됨1).

o 이와 함께 경영효율화와 보장성중심의 상품포트폴리오 전환에 따라 사

업비차익과 보험상품의 예정위험율과 실제위험율의 차이에 따른 위험율

차익이 계속 증대추세를 보인 것도 당기손익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된 것

으로 분석됨.

o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실현으로 2001년 3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산업전

체의 지급여력비율도 2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 100% 미

만인 회사는 3개사에 불과함.

3) 자산운용

□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일반계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이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5.6%p 증가한 수준임.

1) 평균예정이율과 운용자산이익율의 격차는 전년말 3 %p에 달했던 것이 올해에는 0.5∼
0.6%p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2조 8천억원 수준에 달하던 이자율차손익이 올해
9천억원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됨.

FY2001 생명보험산업의 자산포트폴리오의 특징은 유가증권 구성
비 (48.3%)가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인 점이며, 투자측면에서는 비
용을 감안한 투자이익율이 크게 개선된 점이 두드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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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요지표 동향

o 유가증권 다음으로 대출채권 30.8%, 부동산 7.0%의 순서이며, 이들은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6월말 연말

자산구성 수익률 자산구성 수익률 자산구성 수익률 자산구성 수익률

현·예금및예치금 4.9 5.7 3.3 7.1 2.9 5.8 2.0 5.3

유 가 증 권 42.6 17.7 42.7 8.6 44.7 8.9 48.3 8.6

상품유가증권 14.9 30.1 9.6 8.7 8.3 12.1 6.1 11.8

- 주 식 1.9 141.9 0.6 22.4 0.3 48.7 0.2 98.3

- 채권 등 1.5 11.2 3.1 12.6 3.2 14.2 2.2 14.7

- 수익증권 11.5 15.5 5.8 4.9 4.8 7.3 3.7 5.7

투자유가증권 27.7 13.0 33.2 8.6 36.5 8.1 42.2 7.9

- 주 식 6.6 31.9 4.4 5.2 3.4 5.4 6.0 4.3

- 채권 등 18.1 11.2 25.1 10.6 29.2 9.0 33.0 8.9

- 수익증권 2.9 5.2 3.6 1.7 3.9 4.6 3.2 5.1

대 출 채 권 33.5 11.0 34.0 11.5 32.0 10.6 30.8 10.7

부 동 산 9.1 2.2 8.4 3.6 8.0 2.7 7.0 2.8

운 용 자 산 계 90.1 12.7 88.5 9.1 87.6 8.8 88.1 8.7

비 운 용 자 산 9.9 0.5 11.5 1.1 12.4 0.9 11.9 1.5

일반계정자산 계
100.0 11.1 100.0 8.2 100.0 7.9 100.0 7.8

(95.7) (93.1) (93.1) (92.5)

특별계정 자산 4.3 - 6.9 - 6.9 - 7.5 -

총 자 산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 사 월말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
정의 총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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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변동성 심화와 투자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생명보험회사들

이 채권보유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유가증권 보유비중을 줄여나간 것도 금년도 투자포트폴리오 변동의

뚜렷한 특징으로 분석됨.

o 주식, 수익증권을 제외한 채권 투자비중이 전체의 32.5%로 전년대비

7.0%p 증가했고, 상품유가증권의 비중은 9.6%에서 6.1%로 감소했음.

o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식의 구성비가 증가세를

돌아섰는데, FY1999년 말 8.5% 수준이었던 주식비중이 2001년 9월말

3.7%까지 떨어진 후 2002년 3월말에는 6.2%로 반전세를 보였음.

o 대출채권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비가 30.8%로 하락추세를 이어갔고, 대

출구성에서 개인대출 증가(59.4%→70.2%), 기업대출 감소 흐름도 지속되

었음.

□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을 포함하는 특별계정은 증가세를 보여, 총자산 대

비 7.5%의 비중을 차지함.

□ 주식시장이 회복추세를 보이는 등 투자환경이 호전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투자비용을 감안한 투자이익율은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o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총자산수익율은 7.8%로 전년대비 하락추세를 보

였으나, 주식처분손, 주식평가손 등 막대한 투자손실로 실제적인 투자이

익율이 낮고 이차역마진이 심화되었던 전년에 대비하여 투자이익율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2).

2) 총자산이익율은 전년도 4.5 %에서 FY2001 5.9 %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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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효율

FY2001 경영효율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지급율, 해약율,
계약유지율, 모집인 정착율, 투자이익율 등에서 꾸준한 개선추세
를 확인할 수 있음 .

□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급보

험금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8%p 하락한

72.5%를 기록함.

o 보험금지급률 하락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

반적인 계약유지율 개선과 종퇴보험에 대비해 퇴직보험의 안정성이 높

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율은 16.5%로 전년 동기 대비 2.7%p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영효율

성 저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구조전환

노력으로 인해 예정사업비율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임.

<표 7> 생명보험회사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보험금지급률 80.2 77.3 85.4 77.4 68.7 59.6 72.5

사업비율 17.9 13.8 16.3 17.1 14.6 18.5 16.5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 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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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효율지표를 보면, 손익중심 경영의 성과가 나

타나면서 해약율 감소, 유지율 개선 등 경영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는 당기 순이익 실현으로 이어졌음.

o 3월말까지의 효력상실해약율은 13.9%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유지율도 7.6%p 개선되었음.

o 모집인정착율도 28.8%로 전년대비 6.4%p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표 8> 생명보험회사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2/ 4 4/ 4 1/ 4 2/ 4 3/ 4 4/ 4

해약률 9.4 15.9 4.5 8.3 11.4 13.9

자산운용률 89.9 88.5 88.4 87.6 88.4 88.1

투자

수익률

운용자산 8.7 9.1 9.2 8.8 8.6 8.7

총자산 7.8 8.2 8.2 7.9 7.7 7.8

계약유지율 71.2 71.4 - 72.3 - 79.0

모집인정착률 26.9 22.4 - 27.1 - 28.8

주 : 1) 해약률은 일반계정기준이며, FY2000말 실적에 영업중지중인 현대 및 삼신생명을 제외
하였음.

2) 자산운용률 및 투자수익률은 일반계정기준이며, FY2000말 실적에 영업중지중인 삼신
및 현대생명을 포함하였고, FY2001 실적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하였음.

3) 계약유지율은 13회차, 모집인정착률을 13월차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각 월호, 보험회사 경

영효율 , 반기별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5) 판매채널

□ FY2001 초회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에서는 전년에 대비하여 회사직

판매채널 효율화 노력이 FY2001에도 계속되어 모집인 및 임직원
감소가 지속되었고, 판매채널 재편 노력에 따른 대리점 수의 증
대 경향도 나타났음 .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20 -



보험주요지표 동향

급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저축성 보험

판매 축소 노력으로 개인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

임.

o 모집인의 비중은 전년도 62.9%에서 41.6%로 감소하고, 회사직급의 비중

은 34.2%에서 55.7%로 증대하였지만, 이익기여도가 높은 보장성보험 판

매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모집인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감

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표 9>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회사직급 36.8 34.2 58.7 44.4 66.2 44.5 55.7

모 집 인 61.7 62.9 39.2 53.9 31.4 49.0 41.6

대 리 점 1.5 2.9 2.0 1.5 2.3 6.2 2.6

기 타 0.1 0.0 0.1 0.1 0.1 0.2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950 189,447 24,692 18,168 25,371 12,209 80,440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월말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FY1999의 경우 특별계정을 제외하고, FY2000부터는 특별계

정을 포함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져 FY2001동안 모집인수,

임직원수 감소가 지속되었고 판매채널의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o 이에 따라 모집인수는 1년동안 4만 2천여명이 줄어든 171,505명이 되었

고, 임직원수도 4천명 이상 감소되었음.

o 모집인 구조조정과 대리점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과 모집인 생산성은

11.2% 증가했고, 대리점생산성도 전년 대비 28.6% 개선되었음.

o 보험회사들이 효율성 측면의 장점, 기업 구조조정, 판매채널 재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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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대리점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

리점 수가 전년대비 12.1%을 증가하였으며, 대리점을 통한 보험판매가

향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표 10> 판매채널 규모 및 생산성

(단위: 명, 개, 천원)

구 분
FY2000 FY2001

2/ 4 4/ 4 1/ 4 2/ 4 3/ 4 4/ 4
모집인수 217,408 213,546 204,581 192,331 177,133 171,505

대리점수 6,690 6,245 6,390 6,658 6,650 7,001
임직원수 33,612 32,966 30,939 30,670 29,179 28,572

모집인생산성
(대리점생산성)

3,240
(12,338)

16,413
(20,169)

-
17,932

(22,104)
-

18,244
25,939

주 : 1)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FY2000 실적에는 영업정지중인 현대 및 삼
신생명의 2000년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였고, FY2001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2) 모집인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누적 모집인[대리점] 수입보험료

────────────────────── ÷ 누적월수
(기초모집인[대리점]수+기말모집인[대리점]수)/ 2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 반기별 보도자료.

(김혜성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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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손해보험

1)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FY2001 손해보험 산업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해상, 특종 등 일반
보험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0.8% 증가한 18조 6,887억원을 시
현하였으며, 총자산 규모는 32조 7,26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원수보험료 규모는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8조 6,887억원을 시현함.

о 특종보험(29.7%), 해상보험(21.8%)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14.8%),

보증보험(18.9%) 등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퇴직보

험(-25.1%)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15.1%의 성장세를

보인 장기보험은 5.0%로 성장률이 둔화됨.

<표 11>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총 자 산
280,490 280,490 289,296 310,123 332,562 327,267 327,267

-3.4 6.0 3.1 7.2 7.2 -1.6 16.7

원수보험료
41,511 168,617 44,121 46,362 49,755 46,649 186,887

-10.8 13.8 6.3 5.1 7.3 -6.2 10.8
주 : 1) 총자산은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이며 원수보험료는 분기당 순증분임.

2) 원수보험료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되었으며, 부수사업은 제외되었음.
3)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1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2조 7,267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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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수익의 증

가로 총자산은 FY2000 대비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그림 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변동 추이

□ FY2001 손해보험 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0.8% 성장하였으나 분

기 대비로는 6.2% 감소함.

о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퇴

직보험은 80% 이상 감소하였음. 이는 연도말에 계약이 집중되는 기업

성 보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1.4% 포인트 증가

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2.3%

감소함.

□ FY2001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조 4,601억원으로 FY2000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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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이는 2001년 8월 순보험료 자유화 및 단종보험사 출현에 따른 가격경

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0년 8월부터 판매된 고급형 자동차보험의

판매호조에 따른 것으로 보임.

□ FY2001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7조 2,882억원 및

6,678억원으로 장기보험이 5.0%, 개인연금이 8.5% 증가함.

о 장기손해보험은 의료비 보장 상품과, 종신보험형태의 장기손해보험 판

매증가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전년의 15.1% 대비 5.0%로 성장

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보험 종목의 상대적 급성장에 따라 손해보

험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대비 1.2%p 감소한 39.0%로 나타남.

о 개인연금보험은 FY 2001 8.5% 성장률을 보여 전년 1.9% 대비 성장률

이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이 전년 0.1%p 감소한 3.6%

로 나타남.

□ FY2001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18.9% 증가한 7,156억원

을 시현함.

о 원수보험료의 대폭 증가에도 힘입어 FY2001 보증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2%p 성장한 3.8%를 기록함.

о 이행보증과 할부신용보증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납세보증과 할

부판매보험의 판매는 부진함.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5,292억원을 기록하였으

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2.8%로

나타남.

о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는 지난해 9.11 테러 이후 외국 재보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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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경색으로 선박보험 및 항공보험의 원수보험료가 40% 이상 증가

하였기 때문임.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화 재
보험료 636 2,755 711 739 887 698 3,035
성장률 -20.0 4.1 11.8 4.1 20.0 -21.3 10.2
비 중 1.5 1.6 1.6 1.6 1.8 1.5 1.6

해 상
보험료 1,133 4,344 1,145 1,266 1,479 1,402 5,292
성장률 6.4 -5.0 1.1 10.5 16.8 -5.2 21.8
비 중 2.7 2.6 2.6 2.7 3.0 3.0 2.8

자동차
보험료 16,276 64,983 17,856 19,454 19,280 18,012 74,601
성장률 -5.2 17.4 9.7 8.9 -0.9 -6.6 14.8
비 중 39.2 38.5 40.5 42.0 38.7 38.6 39.9

보 증
보험료 1,535 6,021 1,560 1,745 1,897 1,954 7,156
성장률 -1.0 4.9 1.6 11.8 8.7 3.0 18.9
비 중 3.7 3.6 3.5 3.8 3.8 4.2 3.8

특 종
보험료 2,349 10,702 3,455 3,394 3,917 3,110 13,876
성장률 -12.6 16.6 47.1 -1.8 15.4 -20.6 29.7
비 중 5.7 6.3 7.8 7.3 7.9 6.7 7.4

해외원

보 험

보험료 60 441 133 124 89 156 502
성장률 15.4 -34.5 121.7 -6.4 -28.0 75.2 13.8
비 중 0.1 0.3 0.3 0.3 0.2 0.3 0.3

장 기
보험료 17,242 69,392 17,298 17,758 18,555 19,271 72,882
성장률 -11.3 15.1 0.3 2.7 4.5 3.9 5.0
비 중 41.5 41.2 39.2 38.3 37.3 41.3 39.0

개 인

연 금

보험료 1,606 6,157 1,668 1,678 1,673 1,660 6,678
성장률 4.0 1.9 3.9 0.6 -0.3 -0.8 8.5
비 중 3.9 3.7 3.8 3.6 3.4 3.6 3.6

퇴 직

보 험

보험료 674 3,823 296 204 1,978 387 2,865
성장률 -70.0 5.5 -56.1 -31.2 869.6 -80.4 -25.1
비 중 1.6 2.3 0.7 0.4 4.0 0.8 1.5

계
보험료 41,511 168,617 44,121 46,362 49,755 46,649 186,887
성장률 -10.8 13.8 6.3 5.1 7.3 -6.2 10.8

주 :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035억원으로 전기대비 10.2% 성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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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은 1.4%로 전년과 동일하였음.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

3,876억원으로 전년대비 29.7%의 고성장을 기록함.

о 특종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남.

<그림 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추이

주 : 1)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2)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보험사 그룹별 점유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중·소형사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여전히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о FY2001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0.1%p 감소한 77.4%를 기록하였음.

о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회사인지도 및 재무건정성이 높은 상위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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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0.1525로 나

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점유비

상위1개사 27.7 28.1 28.5 29.6 28.5 28.7 28.9

상위3개사 55.7 55.5 56.6 57.1 56.1 56.1 56.5

상위5개사 76.1 75.7 77.5 77.9 77.5 77.4 77.6

일반사 계 95.7 95.9 96.0 95.7 95.4 95.3 95.5

전 업 사 3.8 3.7 3.6 3.8 4.0 4.1 3.9

외 국 사 0.5 0.4 0.5 0.5 0.6 0.6 0.6

허 핀 달 지 수 0.1463 0.1469 0.1516 0.1559 0.1509 0.1514 0.1525
주 :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5개사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수지상황

FY2001 3/ 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7.0%, 사업
비는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영업이익의 적자에도 불
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의 대폭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은 1,086억원을 흑
자를 시현 .

□ FY2001 손해보험 산업의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7.0%의 증가율을 보여,

원수보험료 증가율 10.8% 보다 3.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FY2001 손해보험회사는 4조 2,40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2.2%의 증가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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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이 중 48.8%가 자동차보험, 37.7%가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 , 나

머지가 기타 일반손해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회사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발생손해액
31,561 123,027 27,543 29,963 27,746 46,433 131,685

-11.7 31.9 -12.7 8.8 -7.4 67.4 7.0

사 업 비
9,389 37,805 9,902 10,747 10,387 11,364 42,400

-3.6 5.8 5.5 8.5 -3.3 9.4 12.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과 부수사업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1 손해보험 산업의 총수익 중 보험영업수익의 비중은 83.7%로 전분

기대비 4.0%p 감소하였으며, 투자영업수익의 비중은 1.2%p 증가한 11.4%

로 나타남. 보증사 특별이익 증대로 기타수익도 2.7%p 증가세를 보임.

□ FY2001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수지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1조 3,043억원

의 적자를 기록함.

о 이는 보험금 지급, 사업비 등의 지출요인이 보험료 수입 등의 수입요

인보다 항상 많아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투자수지는 전년도 7,826억원 대비 119% 증가한 1조 7,128억원의 흑

자를 기록하였음.

о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른 투자여건의 개선으로 자산운용수익이 대

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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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01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183억원으로 전년동기의

-8,166억원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о 보험수지의 적자폭 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지의 대폭 흑자 시

현으로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개선됨.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총

수

익

보험영업 112,381 150,127 38,847 79,526 121,229 164,254

투자영업 13,012 17,452 5,822 10,018 15,300 22,401
기 타 2,108 3,683 694 1,338 4,797 9,627

계 127,501 171,262 45,363 90,882 141,326 196,282

총

비

용

보험영업 120,878 162,301 38,083 79,026 118,613 177,298
투자영업 8,727 9,626 994 3,027 4,153 5,273
기 타 3,617 8,069 865 2,327 3,143 8,141

계 133,222 179,996 39,942 84,380 125,909 190,712

수

지

차

보험영업 -8,497 -12,174 764 500 2,616 -13,043
투자영업 4,285 7,826 4,828 6,990 11,147 17,128

기 타 -1,509 -4,386 -171 -989 1,654 1,486
계 -5,721 -8,734 5,421 6,502 15,417 5,570

법 인 세 -1,551 -568 960 1,507 2,441 3,388

당기순이익 -4,169 -8,166 4,461 4,995 12,976 2,183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3) 자산운용

FY2001말 국내 손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32조 7,26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은 전년말대비
7.7% 증가한 53.8%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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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01말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32조 7,267억원으로 전년말대

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전년말대비 자산증가율을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외국사의 경우

F.A.T.I.C(권원보험 전업사), Cologne Re, Swiss Re, Munich Re의 진

입에 따라 자산증가율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대형사

가 21.6%인데 반해,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9.3%의 자산증가율을 보여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자산증가율도 격차가 커지고 있음.

□ FY200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

자산의 5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출채권

14.4%, 부동산 9.7%, 현·예금 6.7%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지난해와 비교하여 주식 및 채권 보유비중과 대출금 비중은 증가한 반

면, 부동산과 현·예금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 그룹별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

국사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3).

о 대형사의 경우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

형사의 경우 부동산, 외국사의 경우 현·예금 및 상품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동성에 비중을 둔 자산운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FY1999 4월부터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 자산의 비중은 전

년대비 0.1%p 증가한 2.3%로 나타남.

3) 대형사는 원수보험료기준 상위 4사(삼성, 현대, 동부, LG),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내 원수 8사(교보자동차 포함),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쾰른리, 스위스리,
뮤니크리, 퍼스트아메리카 8개사임.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31 -



보험주요지표 동향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현 금 과 예 금
유 가 증 권

상품유가증권
- 주 식
- 채 권 등
- 수익증권
투자유가증권
- 주 식
- 채 권 등
- 수익증권

대 출 채 권
부 동 산

10.3
47.0
31.9

1.8
21.3
8.9

15.1
5.0
9.2
0.9

12.9
9.9

10.2
46.1
29.1

1.9
19.7

7.6
17.0
4.5

11.4
1.1

13.9
10.4

10.1
47.4
28.5

2.1
18.9

7.4
18.9
4.7

13.1
1.0

14.1
10.2

9.6
49.3
29.0

1.3
17.0
10.7
20.4

3.8
15.5

1.0
13.8

9.9

7.4
48.5
24.2

1.6
15.4

7.2
24.3

5.1
18.3

0.9
13.3

9.5

6.7
53.8
23.8

2.4
12.8
8.6

30.0
6.4

23.0
0.5

14.4
9.7

운 용 자 산 계
비 운 용 자 산

80.2
19.9

80.7
19.3

81.8
18.2

82.6
17.4

78.7
21.3

84.5
15.5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7.9)

100.0
(97.8)

100.0
(97.8)

100.0
(98.0)

100.0
(97.7)

100.0
(97.7)

특 별 계 정 자 산 2.1 2.2 2.2 2.0 2.3 2.3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

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1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률(운용자산/ 총자산)은 84.5%로 전년대

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보증사와 재보사를 제외한 국내 대형·중소형사의 경우 비운용자산 비

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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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효율

FY2001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106.8%로 전년대비 0.1%p 감
소하였으며, 총자산수익률은 6.8%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FY2001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106.8%를

기록하여 보험영업의 효율성 저하가 계속되고 있음.

о전년대비 보증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합산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1.1%p 증가하여 26.0%를 기록하였음.

<표 17>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경과손해율 82.3 82.0 71.4 72.3 70.9 80.8

사 업 비 율 24.6 24.9 24.6 24.7 25.0 26.0

합 산 비 율 106.9 106.9 96.0 97.0 95.9 106.8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퇴직보험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단속 강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증가

로 인한 손해율이 7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장기보험은 위험률 상승 조

정효과로 손해율 호전이 지속되는 등 보증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손해

율이 전기대비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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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화 재 보 험 74.1 67.1 44.8 47.8 49.6 51.1

해 상 보 험 47.8 46.5 43.0 51.6 49.4 46.0

자동차보험 74.3 73.2 66.8 67.0 67.7 67.6

보 증 보 험 65.0 73.9 -79.3 -43.0 -83.2 208.3

특 종 보 험 55.3 56.8 51.8 52.4 53.6 53.8

해외원보험 80.4 78.9 64.0 61.1 53.4 57.8

장 기 보 험 91.3 90.9 87.0 85.9 84.9 84.4

개 인 연 금 119.0 118.6 114.3 114.1 113.3 117.8

전 체 82.3 82.0 71.4 72.3 70.9 80.8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 FY2001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7.1%로 전년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상품유가증권 비중의 증가로 손보사들이 높

은 투자수익율을 얻을 수 있었던 데 기인한 것임.

<표 19> 손보사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자 산 운 용 률 80.2 80.7 81.8 82.6 78.7 78.7

총자산수익률 6.4 6.6 8.3 6.9 6.8 7.1

주 :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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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채널

FY2001에는 대리점 및 회사직급 원수보험료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판매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FY2001 모집형태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의 비중이 9.1%, 모집

인 39.6%, 대리점 50.0%, 공동인수 1.3%로 각각 나타났음.

о 부실 모집조직의 정비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대리점을 통

한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집인을 통한 판매비중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о 또한 인터넷·전화·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직급판매가 증가되는 등 보

험모집 방식의 변화현상이 보이고 있음.

□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분기대비 1.7%p 증가한 9.1%를 기록하였음.

<표 20> 손보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회사직급
9,963 12,273 3,563 7,528 12,261 16,723

8.0 7.4 8.1 8.3 8.9 9.1

모 집 인
55,021 78,613 18,171 36,897 55,101 72,880

44.4 47.7 41.4 41.0 40.0 39.6

대 리 점
57,819 72,206 21,523 44,353 58,518 92,935

46.6 43.8 49.1 49.3 49.8 50.0

공동인수
1,156 1,693 601 1,240 1,833 2,384

0.9 1.0 1.4 1.4 1.3 1.3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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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손보사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FY2000 FY2001

3/ 4 4/ 4 1/ 4 2/ 4 3/ 4 4/ 4

임 직 원
42.2 53.1 16.0 34.5 56.9 77.6

3.0 -0.2 8.0 17.5 34.9 46.5

모 집 인
75.3 114.1 28.3 59.5 93.0 127.7
31.6 43.0 31.6 29.1 23.6 11.9

대 리 점
113.1 135.4 39.4 81.3 124.4 172.7
24.5 10.4 18.2 14.9 10.0 27.5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거수보험료/ 임직원수.
4. 모집인당 원수보험료 = 모집인 거수보험료/ 모집인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거수보험료/ 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1 손보사들의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6.5% 증

가하여 임직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점당 원수

보험료 역시 전년동기대비 27.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한편 모집인 생산성은 전년대비 11.9% 증가에 그침.

о 모집인이 판매한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7.3% 감소하였으나, 모집인수

역시 전년대비 17.2% 감소하여 모집인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됨.

(김세환 선임연구원)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36 -



테마진단

1.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및 저축형 도입에 따른 시사점*4)

가 . 머리글

□ 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험보장 및 저축기능(노후생활보장 포함)

의 양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변액보험(variable life)은 저축기능에 투

자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높은 투자수

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임.

o 운용펀드가 주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에 의한 장기적 수익획득을 목

적으로 하므로 장기 보장형 및 저축형도 개발되고 있으며,

o 투자실적에 따라 정액보험을 웃도는 급부를 얻을 수도 있고, 물가상승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o 펀드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 중도 해약 시 또는 만기 시 계약자가

불이익을 얻게 될 위험도 더불어 갖고 있음.

□ 현재와 같은 금리하향 안정화 추세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금리

가 1∼2%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변액보험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은 금융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품형태로서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본 고는 생명보험본부 생명보험팀 남효성 팀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보험개발원
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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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시장금리와 변액연금보험의 신계약

o 저금리 하에서 소비자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회복추세를 보이고, 최소한의 안정성과 더불어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변액저축보험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의 변액보험시장은 2001년 7월부터 보장형의 변액종신보험을 우선

도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 이후 금융시장환경이 변액보험상품 판매에 더욱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변액종신보험에 이어 2002년 7월부

터는 저축형 변액보험상품(변액양로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판매를 개시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고에서는 변액보험의 기본구조와 국내 생보사들의 최근 판매하

고 있는 변액종신보험의 판매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도입예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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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축형 변액보험에 대한 상품구조를 중심으로 시장성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함.

나 . 변액보험의 기본구조 및 판매동향

□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함.

o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신사 수익증권 또는 뮤추

얼펀드와 유사한 구조로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환급

금이 증가되고 투자실적이 악화되면 원금 이하의 환급금 및 만기급여금

을 받을 수도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형

실적배당형 보험임.

o 단, 보험 고유기능인 보장제공을 위해 사망 시에는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보험가입 당시 보장하기로 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함.

<표 2> 변액보험과 정액보험의 비교

구 분 사망보험금 부리이율 운용계정 투자책임 설계사자격

변액보험
기본＋변동

보험금
실적배당

특별계정
(펀드)

고 객
전문설계사
(자격취득)

정액보험 가입금액
예정이율

(확정금리)
일반계정 회 사 일반설계사

□ 펀드(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o 일반보험의 자산운용을 수행하는 일반계정은 안정성 투자위주로 운영되

는데 반해 변액보험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달리 운용되고 있음1).

o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을 하며, 투자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계약

1) 현재 보험회사는 2개의 펀드(채권형, 혼합형Ⅰ)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객은 원하는 자산운
용형태 1개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연4회까지 펀드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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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손익의 배분이 필요하므로 일반계정의 자

산운용 규제와는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계정(별도 펀드)을 설정하

여 자산운용을 실시하고 있음.

<표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펀드)의 비교

구 분 일반계정 특별계정 구 분 일반계정 특별계정

투자리스크부담 회 사 계약자 자산평가시기 매 월 매 일

최저보증이율 예정이율 없 음
결산시기 매 년 매 일

자산운용목적 안정성 수익성

o <표 4>와 같이 변액보험의 자금흐름도를 살펴보면, 순보험료 중 일반계

정 성격이 강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운영2)하며,

<표 4> 변액보험의 자금흐름도

2) 납입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계상하고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
별계정으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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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계정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매일

차감하는 형태로 운용함.

□ 국내 변액종신보험의 판매동향

o 월별 변액종신보험 판매실적을 보면 주식시장의 호전에 따른 높은 수익

률 시현과 함께 판매의 대폭적 증대를 보이고 있음.

<표 5> 국내 변액종신보험 판매실적

o 특히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추세로 돌아선 2001년 11월 이후 및

2002년 3월부터 변액종신보험의 판매율이 대폭 증가됨.

o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식시장 중장기적 호전 및 판매자격자의 증

가와 전문화에 따라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특별계정의 운용에 의한 실적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상 그에

적합한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적인 관계로 생보사의 높은 관심에 비

하여 아직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판매가 실시되고 있으며 전

체생보사로의 본격적인 시장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음.

o 또한 일부회사의 경우 금융환경 변화에 민감한 상품적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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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정책적으로 상품판매의

시기를 유보하면서 적극적인 시장참여의 시기를 관망하는 경향이 있음.

<표 6> 월별 변액보험 판매실적 및 주가지수

다 . 저축형 변액보험의 도입 내용

□ 국내에서 도입예정으로 준비중인 상품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변액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의 기본구조

o 변액연금보험은 적립액을 최저보장하지 않는 변액양로보험과는 달리 연금

액을 최저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노후필요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연금계약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펀드의 투자수익률과 별도로 최소 연금액의 지

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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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

▶ 거치형

o 제1보험기간 (투자금액의 적립기간)

-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순보험료)를 주식, 채권, 대출 등에 투자·운용하

여 적립하되 최소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적립액3)을 보증함.

- 사망보험금 및 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운용실

적은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4), 최저적립금보증

비용5)을 매일 차감하여 산출함.

3) 미국의 경우 제2보험기간의 연금액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GMIB(Gu aranteed Minimu m
Incom Benefit)을 설정하거나, 또는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GMAB(Gu aranteed
Minimu m Accu m u lation Ben efit)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GMIB 또는 GMAB와
유사한 제1보험기간말 최저적립금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4) 연금개시전 사망시(1급제외) 기납입보험료 보증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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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보험기간 (연금지급기간)

- 1보험기간동안 투자되어 적립된 금액으로 연금개시 시점에서 연금전

환특약(공시이율연동)을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함.

□ 국내의 금융환경 및 투자수익률을 반영하는 변액보험 및 연금보험의 기

본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적립금을 설정함.

o 국내 채권 및 주가지수 콜옵션 등 금융상품 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며,

o 자산 및 부채의 매칭 투자가 현 국내 금융여건상 거의 불가하여 상품설계

가 곤란하며, 옵션투자 비용이 과다하여 고수익 제공이 곤란함.

o 따라서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거치기간6) 및 보수적으로 최

저적립금 수준을 설정함

- 펀드구성시 안정성이 높은 펀드(MMF, Fix Fund등)를 의무적으로 설

정한 후 계약자 적립금의 펀드변경 및 구성비율 조정을 통한 금리리

스크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2) 변액양로보험

□ 변액양로보험의 기본구조

o 변액양로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과 만기생존시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임.

o 변액양로보험의 형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종신보험 또는 현행 금

리연동형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5) 연금개시시점에서의 최소적립액 보증에 따른 비용
6) 최저적립금보장의 경우 최소한의 거치기간이 요구되므로 미국, 일본의 경우 일시납보험

에 한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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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종신보험형태의 변액양로보험

o 사망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액을 최저보증하고 투자실적이 기본사망보

험금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됨(최저

기본사망보험금 수준을 보장함).

- 기본보험금액 :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의 보험금액으로 보험료계

산의 기초가 되며, 최저 보증됨.

- 변동보험금액 : 월단위 계약해당일 마다 특별계정 자산의 투자실적을 반

영하여 계산하며 1개월간 확정 적용함.

o 만기보험금은 만기까지 생존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실제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임.

- 실제적립액 :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순보험료)를 주식, 채권, 대출 등에

투자·운용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 최저보증 없음.

▶ 현행 금리연동형보험형태의 변액양로보험

o 사망보험금은 일정금액의 사망보험금액을 확정보증하고 투자실적에 따

른 실제적립액을 추가로 더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됨(최저 일정금액

의 사망보험금에 실제적립된 금액 이상이 지급됨).

- 기본보장 : Max(500만원+실제적립액, 기납입보험료)

- 계약자적립금 : 투자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는 적립금

o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 실제적립액(최저보장없음)

□ 변액양로보험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이 이루어지나 만기생존

시 급부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이 없음.

o 만기 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서의 급부설계는 보험의 고

유기능 중의 하나인 일정금액의 저축을 보장하는 기능보다 투자의 기능

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로서 소비자의 상품의 인식 여부에 따른 문제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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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재함.

- 고수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완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로

형의 판매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고수익·고위험적 요소가 강한 상품

을 개발·판매하게 됨으로써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보험산업 전체

에 대한 이미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

라 . 저축형 변액보험시장의 전망 및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판매경험에 따른 시사점

o 변액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크

게 두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는 안정적인 금융시장 특히 금리의 안정 및 주식시장 중장

기적인 지속 성장이며,

- 다음으로는 투자시장에서 투자 주체간의 투자손익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한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 확보가 존재되어야 함.

o 변액보험상품은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점차 외국으로 판

매되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주식시장의 상승을 유지하였으며, 투자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이

분명한 금융문화가 확보되어 있었음.

-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안정

적인 금융시장과 장기적인 투자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변액연금의 판매가 주를 이루게 됨.

7) 투자실적형 상품의 투자리스크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상품소비자의 인식과 관련된 것으
로서, 변액보험상품상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보장을 당연시하는 보험상품으로서의 인식
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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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변액보험상품이 판매되었으며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상품 선호로 판매 반년만에 16만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해에

50만건 정도의 신계약을 체결하여 개인보험 점유비율이 3.46%에 달하

는 등 소비자의 수요 여건은 충분하였으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

한 충분한 인식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함.

- 일본은 변액연금만을 취급하는 미국과 달리 변액양로보험 형태의 변

액보험을 판매함.

- 상품판매 초기에 고령화사회의 진행, 고금리선호의식, 이종 금융기관

간의 시장참가 등 금융산업의 복잡화의 진행으로 보험료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입하는 고액계약이 급증함.

- 이후 증권시장의 침체 및 부동산가격의 하락의 진행으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발하였고, 이에 보험사의 변액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 않음을 이유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소

송이 빈번히 발생하게 됨.

□ 국내의 판매시장 전망

o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저금리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

션 헷지가 가능한 변액보험의 시장환경은 매우 호기로 판단됨.

-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 하향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변액보험을 선호하게 되며,

- 외국의 사례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경우 변액보험의 판매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개인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고소득층 확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

라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변액보험 시

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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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종합자산관리 대상 잠재고객이 최소 9%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8),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간접투자상품의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보험시장도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에

서 변액보험 등 투자실적으로 반영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직접투자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

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함.

- 최근 몇년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의 경제정책과 금융환경을 고려

할 때 머지않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은행상품 이외의 다양한 투자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9).

□ 국내 판매시 유의점

o 변액보험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완전판매 및 보험본래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어야 함.

- 인플레이션에 의한 보험금이나 연금의 실질가치의 감소를 보충하는

보험의 본래 기능이 노후의 생활보장에 유효하나,

-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보험의 본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상존하므로10)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통한 완전판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즉, 보험자의 정보제공 또는 공시의무, 설명의무 등 충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 전문판매사에 의한 완전판매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o 상품형태에 있어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8)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월평균 395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1994년 49.9 %에서 1998년
5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9) 미국의 경우 개인금융자산중 현금 및 예금 비율이 10%수준, 이에 반하여 국내의 경우
60%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현금 및 예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10) 변액생명보험의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보험금의 원금 손해 에 기인하며, 이는 보험의
본래기능인 보장기능을 상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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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손익과 관계없이 보험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전통적 보험상품과는 달리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

되므로 보험의 기본기능인 보장 및 저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

내 금융시장의 환경이 충분하게 성숙되기까지 장기성 상품 형태로 변

액보험(변액연금 및 만기가 장기인 변액양로보험)을 개발·판매하여

야 하며,

- 투자펀드의 숫자를 늘려 투자대상을 확대 및 펀드분산 투자 등을 이

용하여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또한 계약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

는 등 투자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소비자 중심의 상품형태로 변

액보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 변액보험 소비자의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의 명확한 인식부여 및 성숙

도에 따른 적절한 상품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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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11)

가 . 검토배경

□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OECD국 중 우리나라만이 주

5일 근무제1)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о 주요국의 경우 고용창출,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불만 해소 등의 차

원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

- 국민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 수준에서 실시되었으나 중국은 97년

전면 실시

□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

의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노·사·정간 기

본원칙 합의( 00.10)

о 현재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등

의 세부사항 합의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

о 주 5일 근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기 형성되어 도입시기만 문제일 뿐

시행자체는 이미 대세라 할 것임.

- 은행권은 노사합의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시행 합의

- 기업들의 주 5일 근무제 자율 도입 확산2)

- 정부기관은 월1회 주 5일 근무제를 지난 4월부터 시범실시 중

* 본 고는 자동차보험본부 제도팀에 의해 작성되었음.
1)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으로의 단축이 주 5일 근무제 로

통칭되고 있음.
2) 02.2월 노동부 조사결과는 100인 이상 사업장(5,027개사)중 22.5 %(1,131개사)가 자율적으

로 월 1회 이상의 토요휴무제를 실시 중이며 794개 사업장이 토요휴무제를 추가 또는
확대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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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고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예상변화

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о 이와 같은 변화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나 . 주요 예상변화

□ 레저문화 확산

о 여가활용 패턴의 변화

- 여가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한정된 시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던 금전소비형 여가에서

·여가내용을 충실히 하여 효용을 높이는 계획형·체험형의 시간소비

형 여가와 가족중심형 여가로 전환 예상

о 야외활동의 증가로 캠핑용품 / RV(Recreational Vehicle)시장 확대

- 가족동반으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종합리조트, 오토캠프, 주말농원

등을 찾는 사례 증가

- 자율적 격주 토요일 휴무 등이 확산추세인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

내 RV차량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 증가3)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활용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설문결과

→ 여행 53%, 레저·스포츠 24.8%, 자기개발 16.3%, 기타 5.9%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자국내 여행객 증가 추세

→ 일본 : 매년 15%씩 증가( 87년부터 순차적으로 주 2일 휴무제 도입)

→ 중국 : 도입 첫해 국내여행객이 20% 증가( 95년 도입, 97년 전면시행)

3) 한국경제신문, 02. 6.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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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문화의 확산은 자동차 운행증대 및 여가활동중의 상해위험보장

상품의 수요 증가로 연계 예상

□ 가계소비 증가 / 고용 창출

о 일본의 경우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0%라도 근로시간이 5% 감소하는 경

우 가계소비는 5.29%확대4)

- 출근일수의 감소와 더불어 발생하는 근로시간 감소가 소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о 여가관련 수요 10% 상승시 GDP성장율 0.57%p 증가5)

- 평균소비성향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 및 신규시장 형성

- 엔터테인먼트·문화·교양·교육·가사대행 산업, 기업 외부시장 등의

증가

о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 91년 사례에 비추어 약 68

만개의 일자리창출, 총고용 5.2% 증가 전망6)

- 각국 사례에 있어서 고용창출 효과는 기업의 노동비용 효과, 생산성효

과 및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추가 노동수요를

상쇄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음.

о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 지식근로자의 증가 등 구조변화를 가속화

- 비정규직 증가, 연봉제 확산, 근로자의 자기개발 붐, 다중직업인의 확

산, 여성의 노동참여 가속화

4) 신한경제연구소, 『일본리뷰』, 1997
5) 삼성경제연구소,『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2001.8
6) 한국노동연구원,『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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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비의 증가는 레저문화의 확산과 맞물려 자동차구매 및 자동차

운행의 증가 예상

◎ 고용창출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소비증가로 연계 예상

□ 노동비용의 증가

о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 상승효과

- 근로시간은 단축되나 임금은 동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여 근

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에 대한 노사의 첨예한 대립

- 동일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와 함께 초과근로 및 신규

채용 불가피(기업은 인건비부담으로 신규채용보다 초과근로 선호 예상)

о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 2.9%, 노동비용 7.2%증가 예상7)

◎ 근로시간단축으로 노동비용증가시 대인보험금의 인상과 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인상 및 장거리운행에 따른 비용위험 담보수요로 작용예상

다 . 자동차보험 시장영향

1) 보험사고

о 주 5일 근무제 도입 초기에는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행자수 및 주

말사고 증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주말여가문화의 정착에 따라

안정화 예상

о 주 5일 근무제 도입초기의 사고율은 적용대상자8)의 요일별 운행양태

변화에 따른 사고율 변동과 신규 운행유인에 따른 사고율의 증가가 함

7) 한국노동연구원, 2001.8
8) 노사정위원회 조정안 중 시행후 4년 적용안(20인 이상 사업장 시행) 기준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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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요일별 변화 : 금요일 퇴근이후 사고 증가 / 토·일요일 사고 감소

◎ 사고발생 : 신규여행자수 증가로 주말사고발생의 증가

□ 사고분포현황

о 과거 3년간 요일별 사고율을 보면 평일에 비하여 토요일 사고율은 높

고 일요일은 낮은 수준임.

- 토요일의 경우 오전 5시∼10시 사이의 출근시간대 사고건수는 평일보

다 적게 나타나고 있고,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는

- 평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토요일 오후의 주말이동차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일요일의 경우는 출퇴근차량 운행감소로 동 시간대를 전후한 사고발

생건이 감소함에 따라 가장 낮은 사고율을 보임

<그림 1> 시간대별 요일별 사고건수현황

주 : 사고건수는 FY 01 증권별 사고기준

о 한편, 사고심도를 나타내는 1사고당 평균손해액을 보면

- 일요일의 평균손해액은 요일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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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이 높게 나타나

- 주말사고는 장거리운행 및 운전자피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으로 평일사고보다 사고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시간대별 요일별 1사고당 평균손해액

□ 사고율 분석

о 요일별 사고율 변동(A)

-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토요일 오후 퇴근차량의 감소 및 주말여가차량

의 분산(금요일 오후 및 토요일 오전)으로 인하여 주로 금요일 오후

및 토요일의 운행양태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즉,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의 운행 및 사고발생양태는 토요일 퇴근시간

이후의 양상이 일부 반영되고, 현행 토요일의 운행 및 사고발생양태는

휴일인 일요일의 양상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금요일 사고발생빈도는 현행건수대비 6.5% 증가하고 토요일은

5.8% 감소, 일요일 0.8%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

о 주말사고 발생증가(B)

-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여가시간의 증가로 제도도입초기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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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수요의 추가적인 증가 전망

- 주 5일 근무제 적용대상자의 증가되는 주말여행 운행으로 주말(금요일

오후 6시∼일요일)사고건수가 1.9%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0.6%

증가 예상

о 전체효과[(A)×(B)]

- 요일별 사고건구성비 변동(△0.1%)과 주말사고의 추가증가(0.6%)로 인

하여 전체 사고는 0.51%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1> 요일별 변동 및 주말사고건 증감효과
(단위 :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현 행 (a) 15.7 14.1 13.9 13.7 14.10 15.44 13.13 100.0

제도도입후(b) 15.7 14.1 13.9 13.7 15.11 14.81 13.27 100.51

증감율(b/ a) - - - - 7.12 △4.08 1.05 0.51

<그림 3> 제도 시행전후 요일별 사고건수 증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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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증감분석

о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사고심도에도 변동이 예상됨.

- 즉, 주 5일 근무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에는 토요

일 오후의 심도가, 토요일은 일요일의 사고심도가 반영되어

- 금요일 평균손해액은 약 0.8% 감소, 토요일은 5.0% 증가, 일요일은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

о 이와 같은 사고빈도 및 심도변화를 고려할 경우, 요일별 총손해액은

금요일 6.2% 증가하고 토·일요일의 경우 각각 0.7%, 0.3%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2> 손해액 증감효과

구 분
사고건수(천건) 1사고당 평균손해액(천원) 총손해액(억원)

현행 변경후 증감율 현행 변경후 증감율 현행 변경후 증감율

월∼목 1,308 1,308 - 1,922 1,922 - 25,151 25,151 -

금 322 345 7.1% 1,932 1,916 △0.8% 6,219 6,606 6.2%

토 352 338 △4.1% 2,034 2,136 5.0% 7,169 7,222 0.7%

일 300 303 1.0% 2,294 2,277 △0.8% 6,877 6,897 0.3%

계 2,283 2,294 0.5% 1,990 2,000 0.5% 45,416 45,876 1.0%

2) 상품수요

□ 주말 종합상해위험 담보

о 주말을 이용한 가족 및 동료간 장거리 및 숙박(1∼2박)여행의 증가로

운행중 위험을 보상하는 기본적인 자동차보험담보내용에 주말상해담보

추가 수요

- 주말기간 중에는 운행위험 이외의 여가활동 중 사고로 인한 상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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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장하는 담보신설 요구 증대 예상

<표 3> 상품 변화

구 분 현 행 향 후

운행위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자기차량, 무보험상해

좌 동

여가위험 – 종합상해담보(주말)

□ 특약 비적용 상품

о 동료, 이웃, 동호인 및 친척간의 여행수요에 대비하여 현행 운전자범위

(가족운전자 및 연령)한정 특약의 주말사고 비적용 상품 수요

<표 4> 상품 변화

현 행 향 후

가족운전자한정특약

연령한정운전(21세,26세,전연령)
좌 동

+
주말의 경우 특약 비적용

□ 주말운행위험의 고보장형 상품

о 주중사고는 회사업무 등과 관련되어 회사의 단체상해보험/ 산재보험 등

에서 보조가능성이 있으나 주말사고는 운행자 자신이 대비할 필요

- 이와 같은 주말 위험증대에 대비하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가입

금액수준 인상

- 원격지 운행 및 사고시 견인, 숙박 또는 귀가교통비 등 자신의 비용위

험보장 수요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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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이용중 상해위험담보 수요

о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가족·친지·동료중심의 렌트카 이용도 증가 예상

- 렌트카운행중 상해위험과 비용위험 등에 대비하여 자기의 자동차보험

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수요 예상

□ 레저차량(Recreational Vehicle)의 증가

о RV차량의 보험가입대수(평균유효대수)는 FY 99 31만대 수준에서 FY 01에

는 104만대를 상회하여 자가용 평균유효대수의 8.7% 차지

- 반면 차종별 구성비가 가장 높은 소형B(1,000∼1,500cc 이하)차량은

FY 99 37.3%에서 FY 01 32.7%로 크게 감소하여 소형B자동차가 RV차

량으로 대체되는 현상

<표 5> 자가용 자동차의 차종별 가입대수 구성비
(단위 : %)

차 종 FY 99 FY 00 FY 01

자가용

레저차량(RV) 2 .9 6 .1 8 .7

소형 B 37.3 37.0 32.7

기타자가용 59.8 56.9 58.6

계 100.0 100.0 100.0

о 주 5일제 시행에 대비하여 RV차량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수 증가에 따른 수입보험료 규모에의 영

향은 더욱 크다 할 것임.

- 더욱이 FY 01 RV차량의 고보장상품(플러스보험 등) 가입대수는 FY 99

대비 6.4% 증가함으로써 자가용 평균 증가율인 4.4%에 비하여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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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RV차량의 부속 레저장치 다양화 및 이용도 증가정도에 따라 전용상

품9)도 출현 가능성

<표 6> 주요차종별 참조순보험료 비교
(단위 : 원)

차 종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개인용
레저차량(RV) 257 ,700 269 ,300 207 ,400

소형 B 169,700 230,400 184,100

3) 보상서비스측면

□ 긴급서비스(Road Service) 수요 증가

о 현재 책임단독 및 영업용가입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승용/ 16인승이하 승

합/ 1톤이하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현장출동서비스를 운영

<표 7> 긴급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천건, %)

구 분 FY'99 FY' 00 FY' 01

건 수
1,823
(－)

2,754
(51.1)

3,217
(16.8)

주: 1) FY'00∼ 01는 리젠트제외 10개사 실적이며,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FY 00∼ 01 중 대부분 유료화 특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율 감소

о 여가시간의 증가로 휴일 장거리 차량운행이 증가하여 견인수요 등 원

격지에서의 긴급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9) 레저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Au to in su ran ce와 차별성을 기한 RV
in su ran ce를 별도 상품으로 판매
- 차량의 특수성 및 RV를 이용한 여가패턴에 맞추어 서비스를 강화. 즉, RV차량에 장

착되는 부속품(천막, 안테나 등)을 담보하거나, RV차량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운행중 사고인 경우 외에도 RV차량 주변에서의 상해사고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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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비스제공 실적 구성비10)

(단위 : %)

구 분 긴급
견인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기타 합계

구성비 21.4 8.7 24.7 37.0 1.8 6.4 100.0

주: FY'01 기준 (3개사 실적)

□ 호송 및 전원 증대

о 원격지 여행지역에서의 사고시 거주지인근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호송

및 전원에 따른 비용 증가

о 특히 연휴 장거리 여행지에서의 사고로 인한 1차진료기관에서의 응급

조치 후 거주지로의 전원조치가 사고 증가분만큼 증대 예상

<표 9> 전원건수 및 전원율(FY'00)
(단위 : %)

대상건수 전원건수 전원율

657,833 164,354 25.0

주: 대상건수는 FY'00기간중 종결된 대인사고 부상자 및 치료중사망자기준임

□ 휴일 보상서비스 증대

о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로 휴일에 대한 부대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상인력 확충 요청

о 휴일 사고에 대한 진료비지불보증, 보험가입사실확인원 발급, 차량수리

비 현장지급 등 휴일 업무처리 수요 증가

10) 미국의 경우 신차 구매자들 중 긴급출동서비스회사에 요청하는 주요 이유로는 타이어펑
크교체(34 %), 견인(20%), 잠금장치해제(18 %)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1999 긴급출동서
비스 조사, J.D . Pow er an d Associates), 우리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로 인한 장거리 차
량통행량 증대시 타이어교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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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운행거리에 따른 요율차등제

о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회사간 목표고객군(Tarket Market)을 대상으로

보험료수준과 다양한 상품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주말운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운행자는 주행거

리에 따른 보험요율차등제11)의 도입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자동차별 년간 평균운행거리에 대한 객관적이

고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이의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 필요

□ 보험계약 갱신

о 보험기간만료일이 일요일로서 토요일까지 신규계약의 보험료미납입시

1일간(일요일) 미가입 발생소지가 있었으나,

- 주 5일제 시행시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까지 확대될 수 있어 보험사

의 철저한 안내와 가입자 주의가 더욱 요청됨

라 . 향후 대응과제

□ 상품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

о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주말운행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기존상품에 주

말위험관련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수요

11) 미국 California주에서는 요율산정요소를 사용금지요소, 필수요소 및 선택요소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필수요소로 연간 주행거리를 보험료율에 반영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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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경우는 운행 이외의 사고도 보상하는 종합 상해위험담보 상품

- 동료, 이웃 및 친인척간 여행수요에 대비한 현행 운전자범위(가족 및

연령)한정특약의 주말사고 비적용 상품

о 주말사고는 회사의 지원이나 산재보험 등의 혜택가능성이 없어 운행자

자신이 전적으로 대비할 필요

- 주말운행관련 상해위험 및 각종 비용위험에 대한 고보장상품

□ 주말사고 서비스 강화

о 휴일 견인수요 등 원격지에서의 긴급서비스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호송 및 전원 증대에 따른 주말사고 서비스 강화 필요

о 휴일 업무처리 수요 증가에 따라 휴일 부대서비스 제공과 사고시 가입

증명서 발급, 진료비 지불보증,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등 고객만족서비

스 제고를 위해 보상서비스 확충 요청

□ 계약자 안내 철저

о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주말에 종료되는 계약자에 대한 사전가

입 홍보를 강화하여 단기 미가입자 억제 필요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주말 만기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철저한

안내와 가입자의 주의 촉구가 요망

□ 사고예방 노력 강화

о 시행초기 차량통행량의 증대에 따라 사고증가가 예상되고 주요국보다

높은 사고발생율을 고려할 때 교통문화의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

о 「교통사고줄이기운동」등 범정부적 노력의 지속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의식수준 향상 및 각종 교통안전제도 정비 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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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말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원격지 초행운행자 등을 위한 교통사

고 다발지역 표지 설치 및 도로여건 개선노력과

- 휴일 관광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유지, 교통법규 준

수에 대한 전국민 관심 유도 등 교통안전대책 강화 필요

о 보험회사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는 결국 경영수지 개선효과로 나타나므

로 다각적인 사고예방노력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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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

가 . 경쟁 촉진 및 경영 자율성 확대

1)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가) 규제방식 변경

□ 규제방식을 편중여신 억제, 사금고화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제

(negative)만 하도록 변경

□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운용규제를 법으로 격상하여 정함

으로써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생산 억제

<표 1> 자산운용 규제방식 및 규제체계 개선

현 행 개 선 (안)

o 규제방식 포지 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o 규제체계 시행령에서 규제 법에서 규제

* 포지티브(positive) 방식

- 보험회사는 열거된 재산운용 수단, 방법 및 한도 내에서만 재산을 운용

할 수 있음.

보험업법 개정 (안)에 대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의 6월 17일자 「보험

업법 개정안」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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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 폐지 및 한도 확대

□ 규제의 실효성이 적거나 다른 금융권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

□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그 운용한도를 확대

다) 사금고화 방지장치 강화

□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융자 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

경하고, 자기계열집단 용어도 대주주로 변경

o 자본잠식된 보험사가 일부(44개사중 11개사, 01년) 있는 점을 감안, 5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표 2>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규제 개선

현 행 개 선 (안)

-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
총자산의 2%

- 자기계열집단 발행 채권·주식:
총자산의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40%

대주주 발행 채권** 및 주식:
자기자본의 60%

* 신용공여제 도입(후술)에 따라 여신성 유가증권, 콜론 등도 포함

** 공모사채만 포함(사모사채는 신용공여로 규제)

□ 대주주의 범위는 현행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의 범위 및 은행의 대주주

범위를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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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험사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개선

o 보험사의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자

o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자*

o 위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자회사 포함)**

* 은행은 총발행주식의 4% 초과 보유자로서 최대주주주인 자도 대주주에

포함

**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 등이 해당. 다만 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

를 대주주와는 별도로 규제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위반할 경우 기관 및 임원 문책외에

형벌 및 과징금을 부과

o 형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o 과징금 :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20% 이하

□ 대주주와의 거래(재산 매매, 신용공여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

무 규정 신설

o 대주주와의 거래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예: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전원합의)

o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예: 분기별)으로 공시

o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이를 공시

□ 대주주 관련 규제의 준수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감위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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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산운용 규제완화 비교

현 행 개 선 (안)

o 동일물건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총자산의 5%

<폐 지>

o 주식의 소유 : 총자산의 40%
- 비상장주식의 소유: 총자산의 10%

<폐 지>

o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총자산의 40% <폐 지>

o 자회사 소유한도: 자기자본의 50% <폐 지>

o 동일인에 대한 대출 : 총자산의 3%
o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 총자

산의 5%

<규제기준 변경>
o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채권소유 :

총자산의 7% (개인은 총자산의 3%)

o 동일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총자산의 5%
o 동일계열집단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

총자산의 10%

<규제기준 변경>
o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채권소

유: 총자산의 12%

o 해외투자 : 총자산의 20%
<규제한도 확대>
o 해외투자 : 총자산의 30%

o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5%
<규제한도 확대>
o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25%

o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의 3%
<규제한도 확대>
o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의 5%

o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
총자산의 2%

o 자기계열집단 발행 채권 및 주식의 소유
: 총자산의 3%

<규제기준 변경>
o 대주주1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 40%
o 대주주1 발행 채권 및 주식의

소유 : 자기자본의 60%

o 거액신용공여2의 합계 : 총자산의 20%
o 타회사 발행주식의 소유 :

발행주식총수의 15%3

<현행유지>

주) 1. 보험사의 자회사도 포함
2. 총자산의 1%초과 신용공여
3. 금감위의 예외승인을 얻을 경우 15%를 초과·소유(자회사) 가능

라) 신용공여한도제 도입

□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여신성 유가증권(기업어음, 사모사채)·콜론 등을

통합·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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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종금은 99. 2월 기도입

2)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만 금감위에 신고토록 하고, 여타상품

은 판매후 보험개발원에 제출토록 함.

o 상품개발기준은 대통령령과 금감위 규정에 명시

<표 5>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현 행 개 선 (안)

o 금감위에 판매전 신고
- 의무보험 및 자동차보험
- 타금융권과 관련된 보험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

o 금감위에 판매전 신고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

험

o 금감위에 판매후 보고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보험 등

o 보험개발원에 판매후 제출
- 현행유지**

* 법 개정으로 신고상품에서 제외되는 보험 포함

3) 신규진입제도 개선

□ 틈새시장인 일부 보험종목에 특화하는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

□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보험사의 1/ 2로 설정

<표 6> 보험회사 자본금 규제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o 일반보험사
1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

o 통신판매전문
보험사

규정없음
일반보험사 자본금의
1/ 2

□ 보험종목별 보험업 허가제도(OECD 권고사항) 및 내허가 제도(법제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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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항)를 도입

□ 5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보험업 신규진입제한은 예정대로

2003. 3말 폐지

4)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규제완화

□ 보험업 정의 신설

o 보험업 이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근거를 명확히 함.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규제완화

o 부수업무의 범위를 세분·확대하고, 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허가제를 폐

지

o 겸영업무의 범위에 다른 금융관계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한 업

무를 추가하는 등 규제방식을 일부 조정

<표 7>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 부수업무 내용

- 영위절차

구체적 규정 없음

금감위 허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허가없이 영위가능

* 부수업무의 종류
-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사의 인력·자산을 활용하는 업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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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험회사 겸영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 행 개 선 (안)

금감위가 허가 또는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 금감위
가 인가한 업무

다른 금융관계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
하도록 한 업무

나 . 보험제도의 선진화

1) 모집관련제도 선진화

가) 방카슈랑스 허용관련 법적 보완장치 마련

□ 2003.8 방카슈랑스의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및 모집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o 판매상품은 금융기관에 의한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의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대통령령 사항)

o 모집방법을 방카슈랑스의 취지에 맞게 금융기관 점포 내에서의 모집

(Inbound)으로 한정(대통령령 사항)

□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모집행위를 방지하고 보험계약

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 마련

o 보험 구입을 전제로 한 대출 행위,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거

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

o 금융기관은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판매를 대리한다는 사실

의 공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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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

□ 모집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보사 모집인은 1개 손보사, 손보사 모집

인은 1개 생보사의 모집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을 허용

2)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

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대상 의료정보는 연령별 질병율·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

o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

□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

*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3) 보험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 신설

□ 보험관련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o 보험사 등이 순보험요율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주체

의 동의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4) 손해사정인제도 개선

□ 손해사정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보험사업자에 대한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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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추가

다 .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

1) 피해자 보호장치 강화

□ 보험사의 파산시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보장함으로써 피

해자를 두텁게 보호

o 손보협회가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보장

- 자동차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나 제3자 피해문제가 크므로 보장대

상에 포함

o 지급재원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징수하되, 사전에 조성하지 않고 사후갹

출*로 충당

- 일시 전액갹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예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하여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상환

* 손보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갹출

2) 공시제도 강화

□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을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대상 상품

및 공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o 공시대상 상품은 비교가 용이한 정형화된 상품(예: 자동차보험)부터 단

계적으로 확대

o 공시방법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소비자에게 각 보험사가 적용하는 보험

료 등을 비교·공시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73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 불성실한 공시를 한 보험사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이익배분기준 투명화

□ 배당부 보험의 이익 배분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배당부보험의 이익배분기준

- 배당부 보험이익의 90% 이상(주주지분은 10% 이하)을 계약자에게 배분

4) 보험계약 전환관련 계약자보호 강화

□ 부당한 계약전환 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에 대

한 실질적인 구제장치를 마련

o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

니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간주하고,

o 계약자가 부당한 계약전환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부당한 보험료 차별 금지 등

□ 보험료 책정의 기본원칙을 법에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도모

*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칙
- 보험료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 보험료가 재무건전성을 해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하며
- 보험료가 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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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절차 및 원칙을 법에 규정하여 신속·충분한 보험금의 지급

을 유도

* 보험금지급 절차 및 원칙
- 지급청구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최장 30일)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도록 함
- 법원이 결정하는 통상적인 보험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험금을 지급

액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라 . 감독체계 선진화

□ 금감원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보험사기 조사권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의 유형을 설정

o 보험금이 지급될 사고(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행위

o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 조사방식은 현행과 같이 임의조사방식을 유지하되, 제출된 서류의 영치

및 조사를 위한 사업장의 출입을 추가

* 임의조사방식

-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필요한 장부·서류의

제출,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 청취 등

□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금감원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자는 처벌

o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o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입자의 병력(病歷)자료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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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받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3년 이하 징역)

2)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

□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증가(점유비 : 1997년 15% → 2001년 22%)

* 공제단체의 종류
- 일반인을 가입시키는 공제 등 :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 5개
- 특정회원 상대의 공제 : 개인택시공제 등 28개

□ 공제는 보험에 비해 감독이 미흡하여 계약자보호에 문제발생 소지

o 공제관련 주무부처(농림부, 정통부, 건교부 등)가 검사·감독하고 있으

나 인력 부족 등으로 감독 미흡

o 금융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전성기준 및 예금자보호제도 미흡 등

으로 부실화시 사회문제화 우려

o 건전성기준, 모집방법, 공시 등에 있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

영보험사와 불공정 경쟁 논란 제기*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외국보험사 등은 우리나라 공제

의 감독미흡에 대해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

□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

업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관련법

에 반영할 예정

3) 자회사 감독제도 개선

□ 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은행법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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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감독체계 확립

<표 9> 보험회사의 자회사 정의 비교

현 행 개 선 (안)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
로써 최다출자자가 되는 회사(시행령)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
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법)

□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검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금감원에 부여

* 보험계약관리, 보험관련 정보제공, 보험사고조사 등

□ 모보험사와 자회사간에 금지되는 행위를 은행법과 유사하게 수정하여 법

에서 규정

o 모보험사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행위,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을 담보로 하는 대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소액대출제외) 등을 금지

4) 보험권의 부패근절

□ 특별이익 제공의 근절을 위해 특별이익 제공자 뿐만 아니라 요구자도 처벌

<표 10> 보험특별이익에 대한 규제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o 처벌대상

o 처벌내용

특별이익 제공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별이익 제공자 및 요구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 특별이익 제공자에게만 부과하되, 과징금 수준은 특별이익 제공대상이 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

5) 처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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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차주 및 대주주에 대한 대출 또는 투자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표 11> 동일차주 및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초과시 과징금 및 형벌 부과

구 분 과징금 형 벌*

o 동일차주 한도 위
반시

o 대주주 한도 위반
시

초과 대출액(또는 투자액)
의 10% 이하

초과 대출액(또는 투자액)
의 20%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 과징금 병과 가능, 처벌수준은 은행법과 유사

□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의 준수를

유도

□ 책임준비금의 과소 또는 과다적립에 대한 처벌 강화*및 형벌중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

o 책임준비금 적정적립 위반시 처벌 강화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o 모집종사자관련 형벌 중 일부 과태료로 처벌 완화

- 모집인의 다른 보험사를 위한 모집 등

6) 일반명령권 제도에 근거한 규제 축소

□ 일반명령권에 근거한 금감위 규정 중 피규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항*은 법으로 정하거나 법에 위임근거를 신설

* 통신판매 등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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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의 일반명령권의 적용기간(1년 이내)을 설정하여 일반명령권에 근

거한 규제의 항구적 양산을 방지

□ 일반명령권에 근거한 보험상품의 판매중지 또는 상품내용의 변경 명령시

청문을 거치도록 의무화

7) 기타 보험감독제도 선진화

□ 효과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준법의식을 제고

* 검사의 생략·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재 감경 등

□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월말보고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출시한* 신설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 결산후 3월 이내

월말보고서 : 다음월 말일 내

□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외부감사인이 보험사에 대한 회계감사시 알게 된 정보·자료를 금감원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검사인력 절감을 도모

마 . 기타 보험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1) 임원 관련 규제 개선

□ 이사 및 감사의 임기제한(3년)을 폐지하여 상법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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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임기 : 3년을 초과하지 못함, 감사 임기 : 3년

□ 임원 자격요건*을 보험사의 경영에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행간부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에 적용

o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도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역할을 하

므로 임원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적용

* 예)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5년, 문책경고 이

상의 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음

□ 문책받기 전에 퇴임함으로써 임원자격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퇴임 또는 퇴직한 후 해임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

□ 보험사 상근임원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을 완화

2)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폐지

□ 지급여력제도와 상당히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가 없어진 계약자보호예탁

금제도를 폐지

3) 우회적인 자금지원 금지대상 확대

□ 우회적인 자금지원이 금지되는 보험사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에서 모든 보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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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관계단체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를 금감원(모집인) 및 금감위(대리

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

5) 보험관계업 종사자의 명칭 변경 등

□ 보험모집인 등 보험관계업 종사자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보

험관련 용어를 시장친화적 용어로 변경

<표 12> 보험종사자 명칭 개선

현 행 개 선 (안)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표 13> 보험관련 용어 개선

현 행 개 선 (안)
보험사업자
보험사업
인보험

보험회사
보험업

생명보험

6) 외국보험사 주재사무소의 금지행위 신설 등

□ 주재사무소의 금지행위(보험업 영위 및 보험모집 등)를 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사무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지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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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도입12)

금감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
사가 개발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
험사의 PL보험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판매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도입배경

o 현재 제조물 책임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간 다툼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의 과실책임원리(민법 750조)를 적용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나, 피해자

로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쉽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o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이하「PL법」이라 함)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취지

로 제정됨.

- 선진국에서는 이미 PL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제정후 약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

로 향후 리콜의 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다

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PL보험 수요는 확대될 전망임.

□ 제조물배상책임법의 주요내용

o PL법 적용대상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産)으로서 완제품, 부

품, 원재료를 불문하나 부동산, 미가공 농·림·축·수산물 및 소프트웨

어는 적용에서 제외됨. 배상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상표·

상호 등의 표시제조업자, 공급업자 등임.

* 본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CEO REPORT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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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함 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며, 결함으

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함. 제조업자

는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많고 적음을 불

문하고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다만, 피해가 결함제품 자체에만 그친 경

우 적용에서 제외됨.

o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됨. 다만, 담배 등과

같이 신체에 그 영향이 누적되는 제조물은 제품공급일이 아닌 손해발생

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됨.

<제조물배상책임법 시행 이후의 변화 전망>

□ 소비자 측면

o 지금까지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시 책임요건의 과중이

나 비용·시간상의 부담으로 구제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PL법 도입으

로 피해구제 가능성은 훨씬 용이해질 전망임. 리콜제도의 강화와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새로운 전기

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책임주체인

기업의 배상자력이 없으면 그 의미가 상실됨. 따라서 위해가능성이 높

은 일정범위의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소비자보

호 시책의 완결이 될 것임.

□ 기업체 측면

o 기업 입장에서 PL법 도입은 위해 방지를 위한 설비와 연구개발투자 및

사고예방대책 등으로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다

발시 인적·물적 소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심각한 리스크

비용 부담은 당해 제품의 원가로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기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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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가격경쟁력 저하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o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의 제조물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체의

도산과 산업계의 위축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나 EU, 일본의 경우

예상보다 피해사례가 확대되지 않는 양상을 보임.

o 이상을 감안, 각 기업체는 여러 형태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대책과 함께 PL보험의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 각종 안전대

책 및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면 PL보험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

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

□ 보험사 측면

o PL법 시행으로 책임주체가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수입업자 등 제

품에 관여한 대부분으로 확대되므로 PL보험 수요의 잠재성은 높음. PL

보험 보험료 규모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전개되므로 일률

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PL보험의 향후 운용방안>

□ 정책적 보완

o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배상능력의 확보차원에서 보험가입을 제도

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나, 제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이를 획일

적으로 강제함은 무리이므로 위해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o PL법은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에 한하여 아파트, 주

택, 교량 등 건축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

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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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제도 자체를 소비자권리구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 마련이 필요함. 또한 제품결함의 판단은 제조물

책임 분쟁의 핵심사안이므로 결함원인 규명기관을 확충하고 분쟁당사

자가 동기관의 이용을 쉽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임.

□ 보험업계의 준비

o PL법 도입 이후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반영, 약관 및 요율을 꾸준히 정

비함으로써 상품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

요가 있음. 향후 보험거래 명확화와 다양한 수요 대응은 물론 보험업계

의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상품운용을 모색해야 할 것

임. 다만, 보상처리의 원활과 위험분산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요

율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여야 함.

o PL법 입법으로 PL보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적정한 준비금적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따라서 국내에서

도 PL보험을 위시한 롱테일(long tail)종목에 대하여는 보험종목의 특성

에 맞게 준비금적립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립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PL위험의 잠재성과 손해의 거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처리는 매우

중요하며 동 문제는 국내 보유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 또

한 재보험거래로 인한 회수불능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

지도가 있고 담보력이 있는 해외 재보험자와 거래선 구축도 함께 강구

하여야 할 것임.

o PL보험은 보험사 영업수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동 시장에 대

한 경쟁력은 가격보다 정교한 언더라이팅 능력에서 출발하여야 함. 국

내실정에 부합하는 보험요율체계 구축과 더불어 위험구분별 언더라이팅

가이드를 작성하고 전문언더라이터를 질적·양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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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를 집중하여야 할 것임.

o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의 위험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성 재물보험

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을 뿐, 배상책임보험 분야와 같은 잠재시장에

대한 서비스는 미약한 상황이나 향후에는 기업의 모든 위험을 분석평가

하여 리스크 통제와 재무대책까지를 포함하는 종합리스크 관리(Total

Risk Management)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김세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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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Y2001 생명보험 상품개발 현황

□ FY2001 생명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은 저축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험, 단

체보험 및 독립특약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50.9% 증가하였음.

о FY2001 생명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은 총 1,693(주계약 710종)으로 전년의

1,122종 개발에 비해 약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이러한 상품개발건수의 증가는 2회에 걸친 표준이율 인하(2001. 5, 2002. 1)

및 표준해약환급금 제도 개정에 따른 기존상품의 변경에 기인함.

о 보장성보험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내실위주의 상품개발전략으로의 전

환으로 인해 보장성 일반 및 제3분야 등의 상품개발이 비교적 활발하

게 이루어져 전년대비 49.7%가 증가하였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

비 109.4% 증가하였음.

о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장기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상품개발전략으로

인해 전년대비 38.9% 감소하였음.

<표 1> 보험종류별 상품개발 구성추이

(단위 : 종)

구 분
보 장 성 저 축 성

단체 소계 특약 총계
일반 제3분야 소계 교육 연금 생사혼합 소계

FY2000
105
(9.4)

201
(17.9)

306
(27.3)

3
(0.3)

117
(10.4)

73(56)
(6.5)

193
(17.2)

64
(5.7)

563
(50.2)

559
(49.8)

1,122
(100.0)

FY2001
228

(13.5)
230

(13.6)
458

(27.1)
5

(0.3)
51

(3.0)
62(53)
(3.7)

118
(7.0)

134
( 7.9)

710
(41.9)

983
(58.1)

1,693
(100.0)

증가율 50.9 14.4 49.7 66.7 -56.4 -15.0 -38.9 109.4 26.1 75.8 50.9

주 : 괄호上은 금리연동형보험 건수이며, 괄호 下는 전체 개발건수에 대한 점유율임.

FY2001 생명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은 총 1,693종으로 보장성 458
종, 저축성 118종, 독립특약 983종이 개발되어 전년대비 50.9% 증가하
였으며, 보험장성 보험의 상품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87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 FY2001 상품개발 구성비율은 주보험이 710종으로 41.9%, 독립특약이 983

종으로 58.1%를 차지하였으며, 주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저축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가 지속됨.

о 주보험은 개인보험이 81.1%, 단체보험이 18.9%를 차지하였음.

о 개인보험은 제3분야보험(230종)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이 458종(79.5%)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저축성보험이 118종으로 20.5%의 점유

율을 보임.

о FY2001 무배당보험의 개발건수는 1,503종(88.8%)으로 나타나 FY2000

994종(88.6%)과 비교할 때 5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제3분야

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의 개발이 두드러짐.

<표 2> FY2001 배당유무별 상품개발 현황

(단위 : 종)

구 분
개 인 보 험

특약 단체 계
교육 연금 생사혼합 보장성

FY2000
배 당 0 101 15 5 108 6 128
무 배 당 3 16 58 301 451 58 994

계 3 117 73 306 559 64 1,122

FY2001
배 당 3 42 8 9 119 22 190
무 배 당 2 9 54 449 864 112 1,503

계 5 51 62 458 983 134 1,693
주 : 단체에는 단체특약이 포함된 실적임.

□ FY2001 신규 개발상품의 특징

o 금리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악화로 인한 금리역마진

발생의 우려와 타 금융권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비책으로 변액보험

이 2001년 4월부터 도입되었음.

o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리스크 축소와

손익중심의 상품개발전략 전환으로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등의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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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o FY2001년 하반기부터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의 금리연동

형 종신보험의 개발이 활성화되었음.

o 표준이율이 2001년 5월과 2002년 2월부터 배당 7.5%→6.5%→5.0%, 무배

당 6.5%→5.5%→4.5%가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기존의 상

품에 표준이율과 동일한 예정이율을 적용한 상품의 변경을 추진하였음.

□ 최근 신규 개발상품의 추세

o 최근 1∼2년간의 상품개발의 추세를 보면 계약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

기 위하여 담보를 세분화한 특약의 개발건수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

음(특약개발비중: FY1999 53%, FY2000 49.8%, FY2001 58.1%).

o 생명보험 위험률 자유화이후 자사위험률을 적용하거나 표준위험률을 일

정비율로 할인 또는 할증한 상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최근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임.

2002년도 상품개발전망

o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개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

- 금리의 하향 안정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리스크

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액종신보험에 이어 변액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의 도입이 예상됨.

- 또한,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한 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개발이 지속될 예정임.

o 건강보험의 활성화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시 보험금이 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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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의 사회적 기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o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속

-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부실·방대한 기존의 모집조직의 정리 및 틈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TM·CM 전용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

으로 예상됨.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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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금융겸업제도와 은행의 보험상품판매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 이후 금융산업간 겸업화 진행상황,
특히 확정연금, 변액연금 등 연금상품을 중심으로 은행을 통한 보험상

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은행의 보험회사 인수보다는 보험

대리점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금융겸업제도>

□ 미국의 금융제도는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시행에 따

라 은행과 증권 등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분업주의를 유지해 왔음.

о 글래스-스티걸법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주장하는 글래스 상원의

원의 제안과 연방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스티걸 하원의원의

제안을 통합하여 1933년에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1933 Banking Act)을

지칭함.

о 그러나, 미국의 은행들은 유니버셜 뱅킹을 수행하는 유럽 은행들에 대

항하여 글래스-스티걸법과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보험업을 우회적으로 취급하여 왔으

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등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였음.

□ 이에 따라, 1999년 11월 12일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에 의하여 미국의 금융제

도 개혁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일명 Gramm-Leach-Bliley Act)이 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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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이로써, 대공황 시대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고 은행·증

권·보험의 업종구분이 사라짐.

□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으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하

며,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에 해당하는 은행지주회사

는 보험업무 또는 연금의 제공 및 발행, 본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서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 현황>

□ ABIA(Am erican Bankers Insurance Association)의 최근 보고서인 2001

Study of Leading Banks in Insurance 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

실적은 연간(1997∼2000년) 약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о 특히,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 이후의 은행의 보험판매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실적

о 설문에 응한 은행의 52%는 현재 확정연금(fixed annuities)을 판매하고

있으며 9%의 은행에서는 향후 2년 이내 판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음.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92 -



해외보험동향

<그림 2>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 현황

о 한편, 최근 일반 손해보험의 판매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1999년 이후의 판매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그림 3> 은행을 통한 일반 손해보험 판매율

<은행-보험회사간 인수합병>

□ 반면에, 1999년 11월 12일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통과 이후 소수의 은행

만이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은행과 보

험회사간 인수합병에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о 첫째, 법규 및 규제관련 요인으로 은행과 보험회사는 서로 다른 법규

환경하에서 운영됨.

- 연방정부 규제를 받는 은행과는 달리 보험회사는 주법이 연방법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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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 주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정부가 규제함.

- 은행의 경우 주별 규제가 아닌 연방법에 의한 통일된 규제가 이루어

지지는 반면, 보험회사는 해당 주보험당국에 의한 규제하에 놓이기 때

문에 시장변화 및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о 둘째, 기술적 요인으로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보험회

사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

- 사업의 특성상 은행은 고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정보기술적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충성도 제고 및 지속적

관계 확보가 이루어졌음.

- 보험상품은 상품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언더라이

팅 문제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해 고객 스스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즉, 보험산업은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스템

에의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

о 셋째, 재정적 요인으로 SNL Datasource에 따르면, 2000년 보험회사의

평균수익률은 7.42%로 은행의 12.2%보다 낮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최적의 인수합병 대상이라 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은행은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 수익원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전

통적인 은행상품 외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대부분의 은행은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대신 보험대리점을 인수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고 있음.

о 대리점 인수방법은 언더라이팅 리스크 또는 낮은 수익률 이라는 부담

없이 수익원 및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음.

о ABIA에 따르면, 은행은 손해보험 및 단체생명/ 건강보험 상품을 공급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인수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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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은행의 보험대리점 인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 통과 이전부터 이

루어졌음.

о SNL에 따르면 은행에 의한 보험대리점 인수는 1996년 9건, 1997년 20

건, 1998년 3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1999년에는 54건, 2000년에는 62건

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 43건으로 감소하였음.

о BB&T사는 2000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1989년 이후 56개 보험대리점

을 인수하였는데, 2000년 총 수수료 수입이 1억 2,970만 달러로 1999년

7,950만 달러보다 60% 이상 증가함.

о 2001년 5월 Wells Fargo사는 미국내 5번째 규모인 Acordia사의 자회사

인 ACO Brokerage사를 인수하였음. Wells Fargo사는 이미 9개주에서

64개 대리점들이 은행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연간 2억 3,000만 달

러의 수익을 보이고 있었으며, Acodia사의 인수를 통해 38개주에서 176

개 대리점의 활동으로 연간 6억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시현함.

□ 은행에 의한 보험대리점 인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은행

의 보험회사 인수 및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은

행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조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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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온라인 보험판매 현황 및 사례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인터넷을 직

접적인 판매채널 뿐만아니라, 고객과의 의사소통비용 절감고객서비스

전달 촉진을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리라는 주장이 제기

되는 가운데 미국 인터넷 보험판매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살펴봄 .

<온라인 보험판매 현황>

□ 최근 보험회사들은 온라인 판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는 보험상품의 복잡성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임.

□ Gomez사의 최근 조사 State of Online Insurance : Property and

Casu alty 2001 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판매는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및 정기보험 이외에는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음.

о 온라인 보험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정도는 형성단계라 할 수 있

음.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28.9%만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운송용구

보험(자동차, 이륜차, 보트, RV 포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였

으며, 62.8%의 응답자들은 보험정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о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구

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요인이라 응답함.

- 즉, 보험회사를 전환하게 되는 이유로 가격요인이 33.5%로 가장 높게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96 -



해외보험동향

나타났으며, 이벤트(각종 행사 및 혜택) 요인이 30.1%, 서비스 요인

9.2%, 기타 2.4%의 순으로 나타났음(전환하지 않음 24.7%).

<그림 1> 보험종목별 온라인 정보검색 현황

<그림 2> 보험회사 전환 이유

□ 웹사이트 상에서의 보험가격산출 기능은 보험소비자들을 성공적으로 끌

어 모으는데 매우 중요함. 즉, 50% 가량의 사용자들은 가격산출 메커니즘

이 너무 복잡할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전한다는 점 때문임.

о 보험회사들은 가격경쟁적인 상품판매를 촉진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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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보험회사들과의 보조를 맞추어야 함.

о 온라인 가격산출시스템의 약점 중 하나는 보험청약자를 대상으로 정확

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임.

- 즉,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잘못된 보험가격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회

사는 보험청약자에게 장황하고 복잡한 온라인 청약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함.

□ 한편,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Weili Lu에 의하면 보험소비자는 인

터넷 사용시간이 많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기를 원하는 젊은 층으로 변화

하고 있다 고 함.

о 그들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Quotesmith,

InsWeb과 같은 통합사이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온라인 고

객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금융거래를 위해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보험에서도 새로운 온라인 관계 형성을 기

대하고 있음.

- 온라인 보험 쇼핑객들은 그들의 쇼핑경험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실

제 구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IIAA(Independent Insurance Agests of Am erica)의 관계자에 의하면 대

부분의 고객들은 보험사이트가 아직까지 은행 및 투자사이트만큼 훌륭하

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인터넷 보험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온라인 고객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음. 보험계약자들은 여전히 대리점이나 브로커를 통한 개별적 접촉을 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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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Progressive Corp .>

□ Progressive사의 이커머스 전략(e-commerce strategy)은 보다 쉽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임. 즉,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보다 쉬운

방법으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Progressive사는 1995년 웹사이트를 오픈한 이래, 1997년 온라인 지급 및

보험료 산출 기능, 대리점 소재지 안내 등을 추가하였음. 또한, 1998년말

에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클레임 지급 상태 확인 및 증권이서 등이 가능해졌음.

□ 인터넷 보험판매율은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1998년에는 직접판매채널 수

입보험료의 약 2%, 1999년에는 7%, 2000년에는 15%의 점유율을 보였음.

□ 2001년 이회사의 직접판매로 인한 수입보험료 규모는 약 18억 달러로서

2000년보다 46%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18% 증가함. 2002년

1/ 4분기에 대한 직접판매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는 등 꾸준

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о Progressive사에서는 캠페인 전개 및 10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등 성

공적인 광고 효과를 통해 성장세를 지속시키고자 함.

□ 보험 전자상거래에 대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고객들은

보험가격을 중요시함. 따라서 회사는 기존의 회사 브랜드를 중시하는 고

객과 가격을 중시하는 온라인 고객간의 격차를 극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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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American Life Insurance Co.>

□ American Life사의 경우, E＊Trade Group Inc., Quotesmith, Annuity .com,

InsureRate, Meltzer, Secure Future Services, Continental Five Insurance

Group, Conseco, Pivot, Reliaquote, Berger Funds, CMIdirect 등 업체와의

업무제휴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였음.

о 지난 4월 이후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약 1,000건의 보험상품이 판매되

었음.

о 이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성공적인 온라인 보험판매는 마케

팅의 의무이며, 우수 업체와의 제휴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American Life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정기보험(Instant Term)을

제공하고 있음. 즉, 온라인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 접속, 관리할 수 있

는데, 전자서명을 입력한 후 보험료 납입 및 건강검진 등이 이루어지면

고객은 보험증권을 수령하게 됨.

о 최근 이회사에서는 개인금융서비스 업체인 E＊Trade Group Inc.사의

고객에게 정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American Life사에서는 인터넷이 생명보험 판매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간주하며, 성공적인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대리점, 중개인, 은행, 재무설

계사 등 다양한 판매채널과의 조화가 필요할 것임.

<사례 3 : Quotesm ith .com사>

□ Quotesmith .com사에서는 성공적인 온라인 보험판매의 필수요인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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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이회사에서는 광범위한 조사 및 실시간 보험가격산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자 함.

□ Quotesmith .com사는 300여개 보험회사, 12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복합

쇼핑몰로서, 다양한 상품제공과 마케팅 기술로 100,000명의 고객들이 회

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였음.

о 작년 온라인으로 20,300건의 보험을 판매하였음. 이는 2000년도 판매건

수 38,000건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나, 금년에는 25,000건 이상이 판

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996년 이후 온라인 판매는 회사의 주요 전략이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독립대리점 및 브로커를 위한 판매업자에 불과하였음.

о 1990년대초 Quotesmith .com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험가격 비교를 원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1991년 이메일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

공하기 시작하였음. 또한, 직접구매고객을 위해 인터넷상에 정기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함.

□ 또한, 2001년 12월부터는 Insure.com와 연계하여 보험가격 산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조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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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은행의 보험상품 창구판매 2단계 대상확대

일본의 금융청은 2002년 10월부터 은행의 보험상품 창구판매 대상
상품을 생보의 개인연금 및 재형보험과 손보의 연금형 적립상해보
험 및 재형상해보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 .

□ 일본의 금융청은 2001년 4월 은행의 보험상품 창구판매 1단계 허용에 이

어 2단계 창구판매 허용대상을 확정하여 2002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o 2002년 10월부터 판매가 가능한 보험상품은 생명보험의 개인연금보험

(정액형 및 변액형) 및 재형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형 적립상해보험 및

재형상해보험으로 확대하여 허용하기로 확정됨.

o 아울러 현행 신용생명보험의 은행창구 판매에 한하여 은행 등의 보험자

회사나 형제회사(兄弟會社)에서 개발된 상품에 한정하는 제한규정을 두

고 있었으나 2002년 10월부터는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o 또한, 현행 주택대출과 관련한 장기화재보험, 채무변제 지원보험, 신용

생명보험에 대하여 대상물건을 전용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점포용

주택으로 확대함.

□ 현행 및 개정 후 은행 등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상품

o 은행 등이 생명보험 모집인으로서 보험모집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다음

과 같음(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1호).

- 주택관련 신용생명보험(현행)

- 개인연금보험(정액형 및 변액형), 재형보험(개정후)

o 은행 등이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모집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음(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1조의 2 제1항 1호)(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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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 장기화재보험 및 채무변제지원보험, 해외여행 상해보험(현행)

- 연금형 적립상해보험, 재형상해보험(개정 후)

o 은행 등이 보험중개인으로서 보험모집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

음(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1조의 3 제1항 1호)(개정 후).

- 주택관련 신용생명보험(현행)

- 주택관련 장기화재보험 및 채무변제지원보험, 해외여행 상해보험(현행)

- 개인연금보험(정액형 및 변액형), 재형보험(개정 후)

- 연금형 적립상해보험, 재형상해보험(개정 후)

□ 현재 보험모집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보험업법 시행령 제 38조)

o 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을 비롯하여 신용금고 및 신용금고연합회, 노동금

고 및 노동금고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 및 농

업협동조합연합회, 어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

동조합 및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함.

□ 은행의 보험계약 및 보험모집에 관한 소비자 보호조치 추진

o 2001년 4월 제1차 은행의 창구판매 해금조치시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①끼워팔기 금지 및 기타 강압 및 강매금지, ②고객의 비공개정보의 이

용방지 조치, ③예금으로 오인하는 방지조치 등 3가지 조치에 대하여

규정을 정비한바 있음.

o 소비자에 대한 은행우위의 모집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상기 ①의 조치에 대하여 2002년 10월 2차 해금부터는 고

객에게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상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

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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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③번 조치와 관련하여 은행 등이 변액개인연금보험의 판매시 대출금 상

환을 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상품의 원금보전이 곤란하여 대

출금만 남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함.

o 또한, 은행 등이 주택대출과 관련 신용생명보험의 판매시 주택대출 상

환이 곤란한 경우 상담창구에서 고객과의 상담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

o 아울러 창구 판매를 하는 은행 등에서 내부적으로 보험모집에 관한 매

뉴얼을 만들어 연수를 실시하고 내부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보험모집체

제를 정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청은 금년 10월 은행 창구판매 확대조치와 함께 은행지주회

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업무의 확대를 실시할 예정임.

o 현재, 은행지주회사 산하 증권 자회사의 보험모집은 은행이 자회사로서

보험회사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o 보험모집에 관해서 은행의 보험 자회사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은행지주

회사의 증권 자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은행과 동일한 모집범위로

제한)을 확대할 예정임.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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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FY2001 보험산업 실적 분석

FY2001 일본 보험산업은 손해보험사 실적이 전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아직 정체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 FY2001 일본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손해

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아

직 정체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FY2001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집계한 44개 생명보험사의 실적은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등 아직 정체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о FY2001의 신계약 금액은 개인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4.1% 감소한 128

조 984억엔(전환계약 포함)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35.3% 증가한 16조 6,037억엔으로 집계됨.

- 생보사의 의료보험 및 제3분야보험 등 소비자 니드에 대응한 신상품

의 판매호조에 의해 신계약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생보사

의 연쇄파산으로 인한 보험사의 신뢰성이 부각되면서 신규계약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о 보유계약은 개인보험의 경우 5년 연속 감소하여 1,255조 6,232억엔(전

년대비 -4.3%)으로 집계되었으며, 단체보험 또한 전년대비 1.7% 감소한

408조 9,955억엔을 기록하였음. 반면, 의료보장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9% 증가한 68억엔을 기록하였음.

о FY1999 감소에서 FY2000 증가세로 전환되었던 FY2001 총자산은 신계

약 금액 및 수입보험료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조 3,597억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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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한 184조 3,709억엔을 기록하였음.

о 44개 생보사의 총수입보험료는 FY1998이후 4년 연속 감소한 26조

1,859억엔으로 전년도보다 2.8% 감소하였음.

- 이는 FY1989 수입보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2000년 보험사의 연쇄도

산으로 대형 및 중견사의 신뢰성이 하락하여 실효해약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손해보험 계열 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보

험료 및 신계약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о 사업비는 대형 및 중견보험사(10개사)가 영업직원수를 감축(2.8%)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음.

<표 1> FY2001 일본 생보사의 사업실적

(단위: 억엔,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자 산 1,787,267 -6.8 1,917,305 7.3 1,843,709 -3.8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261,072 -9.5 269,191 3.1 261,859 -2.8

보험금 143,662 -19.0 138,586 -3.5 143,358 3.4

해약환급금 105,919 -3.9 98,309 -7.2 140,173 42.6

배당금 13,807 -4.9 12,878 -6.7 - -

사 업 비 35,311 -8.8 38,089 7.9 37,563 -1.4

보험수지차 -37,628 -28.3 -18,670 -50.4 - -

당기순이익 9,360 136.0 7,022 -25.0 3,811 -45.7

자산운용수익 79,013 -6.7 58,683 -25.7 57,364 -2.3

자산운용수익률 2.40 0.39p 2.32 -0.08p 2.15 -0.17p

역마진 금액3 ) 13,993 -48.8 13,142 -6.1 12,497 -4.8

기초이익4 ) 22,617 - 20,488 -9.4 20,738 -1.2

주: 1) FY1999 및 FY2000은 파산 5개사(東京, 千代田, 協榮生命 포함)를 제외한 41개사
의 수치임.

2) 보험수지차=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
3)·4) 상위 10개 생보사의 합계임.

자료: 『保險每日新聞』, 2002년 6/ 7 및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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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일본 금융청이 FY2000부터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

는 기초이익13)(상위 10개 생보사)은 이차손과 비차손의 악화로 인하여 전

년대비 1.2% 감소한 2조 738억엔(FY2000 2조 488억엔)으로 집계됨.

□ FY2000 일본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파산한 타이세이(大成)火災를 제외한 28

개사를 기준으로 불때 집계되어 수입보험료 및 손해율, 사업비율의 개선에

도 불구하고 총자산의 감소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전후 처음으로 적

자를 기록하였음.

o 경상수익은 보험영업수익이 9조 3,529억엔, 투자영업수익이 6,306억엔 기타

경상수익이 311억엔으로 전년대비 1,791억엔 감소한 10조 147억엔임.

o 경상비용 보험영업비용이 8조 2,399억엔, 투자영업비용이 4,896억엔, 영

업비 및 일반관리비가 1조 3,475억엔, 기타 경상비용이 734억엔으로 전

년대비 2,753억엔 감소한 10조 1,387억엔임.

o 이 결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4,544억엔(-137.5%) 감소한 1,240억엔 적자

이며, 부동산 및 동산처분 손익 등의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주민세, 법인

세 등 조정액을 가감한 당기이익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584억엔

(-249.4%) 감소한 1,548억엔 손실을 기록함.

o 총자산은 적립형보험에서의 지속적인 손실과 주가하락의 영향 주식평가손

실이 크게 발생하여 전년대비 3.5% 감소한 33조 1,205억엔을 기록하였음.

o 총자산 중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29조 1,804억엔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였는데, 효율적 자산운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정책으로 인하

13) 기초이익은 당해 사업년도의 보험수지 및 이자수입 등의 수익을 합산한 개념으로 일본
에서는 이차·사차·비차손익의 합계액과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됨.

·기초이익 = 경상이익 - 투자손익 - 임시손익
·투자손익 = (금전신탁 운용이익-운용손실)＋(유가증권 매각이익-유가증권 매각손실)＋(유

가증권 평가이익-유가증권 평가손실)＋(환차익-환차손)
·임시손익 = (개별 대손준비금 이월액＋특정 해외채권 준비금 이월액＋대부금 상각)＋재

무재보험 수수료-위험준비금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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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6.7% 감소한 5,777억엔으로 나타남.

<표 2> FY2001 일본 손보사의 사업실적

(단위: 억엔,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자 산 302,184 -2.0 343,042 13.5 331,205 -3.5
원수정미수입보험료 92,002 -2.8 90,617 -1.5 88,305 -2.6

정미수입보험료 68,315 -1.2 67,853 -0.7 68,118 0.4
보험금 37,251 2.3 37,196 -0.1 36,998 -0.5

책임준비금 환입액 5,896 62.1 4,926 -16.5 3,055 -38.0
이자 및 배당금 수입 7,475 -13.2 6,193 -17.2 5,777 -6.7

사 업 비 26,396 -3.2 25,445 -3.5 25,204 -1.0
보험인수이익 1,307 -45.7 474 -63.7 -1,492 -414.8

경상이익 3,230 -13.0 3,304 2.3 -1,240 -137.5
당기순이익 994 7.8 1,036 4.2 -1,548 -249.4

손해율 59.3 5.8p 59.6 0.3p 59.2 -0.4p
사업비율 38.6 -2.0p 37.5 -1.1p 37.0 -0.5p

합산비율 97.9 - 97.1 -0.8p 96.2 -0.9p
자산운용수익률 2.65 -0.28p 2.3 -0.35p - -
주: 1) FY2001 일본 손해보험협회 가맹된 28개 손보사의 실적임(大成火災 제외됨).

2) 일본에서는 원수정미수입보험료를 「원수보험료+적립보험료」, 정미수입보험료
를 「원수정미보험료 - 재보험관련보험료- 적립보험료」의 개념으로 사용함.

자료: w w w .sonp o.or .jp

o 보험인수 상황을 보면 적립보험료를 포함한 원수 정미수입보험료는 전

년대비 2.6% 감소한 8조 8,305억엔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반면, 원수 정미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을 가감하고 수입 적립보험료를 차

감한 정미수입보험료는 6조 8,118억엔으로 0.4%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원수 정미수입보험료의 감소는 적립보험료 수입이 전년대비 15.8% 감

소하였기 때문이며, 정미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보험의 적극

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와 특종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인함.

o 보험종목별 원수정미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각사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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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및 상품판매로 0.7% 증가하여 3년 연속 증가하였음.

- 해상 및 운송보험과 특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0.1%, 3.3% 증가

하였으나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착공 건수의 하락 및 가격자유화의 영

향으로 4.8% 감소하였고, 상해보험도 적립보험의 감소로 인하여 큰 폭

의 침체를 보였음(11.2%).

o FY2001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98억엔(0.5%) 감소한 3조 6,998억엔으

로 집계되었으며, 손해율은 전년대비 0.4%p 개선된 59.2%로 3년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손해율의 감소는 수입보험료에서 41.6%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

험에서 차량도난사고가 감소하고,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거

의 없었기 때문임.

□ FY2001 손해보험사업 실적을 FY1996과 비교한 결과 손보사들의 사업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 등이 감소하여 일본의 손해보험산업

이 5년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FY2001 일본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현황

(단위: 억엔, %)

보험종목
FY2000 FY2001

원수정미수입

보험료
증감률 구성비

원수정미수입

보험료
증감률 구성비

화재보험 15,836 -9.2 17.5 15,075 -4.8 17.1

해상 및 운송 2,505 -0.4 2.8 2,507 0.1 2.8

상 해 18,313 -10.7 20.2 16,253 -11.2 18.4

자 동 차 36,500 1.4 40.3 36,765 0.7 41.6

특 종 7,586 3.4 8.4 7,839 3.3 8.9

소 계 80,738 -1.8 89.1 78,439 -9.0 88.8

자 배 책 9,878 0.7 10.9 9,866 -0.1 11.2

합 계 90,617 -1.5 100.0 88,305 -2.6 100.0

자료: 『保險每日新聞』, 2002年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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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전과 비교한 결과 사업비율의 경우 손보사들의 사업비 절감을 통한

수익위주 경영으로의 전환으로 2.0%p 개선되었으나 정미수입보험료의

5.8% 감소, 지급보험금이 6.0% 증가, 손해율이 6.4%p 증가하였음.

<표 4> FY2001/FY1996 일본 손보사의 주요지표

(단위: 억엔, %)

구 분 FY1996 FY2001 증가율

정미수입보험료 72,282 68,118 -5.8

지급보험금 34,905 36,998 6.0
사 업 비 28,190 25,204 -10.6

손해율 52.8 59.2 6.4
사업비율 39.0 37.0 -2.0

합산비율 91.8 96.2 4.4
주 : 사업비는 손해조사비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w w w .son p o.or .jp

□ 상위 11개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수입보험료 감소(상위 4개사 제외)

로 인하여 전년대비 0.4%가 감소한 6조 4,311억엔을 기록하였음.

o 특히, 제휴 및 합병 등 대형화를 진행중인 미레아그룹, 손보재팬그룹,

미쯔이스미토모해상그룹의 수입보험료가 66.2%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대형 그룹사의 과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야스다화재, 아이오이손보 등 6개사의 경우 미국의 테러사태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확대와 일본의 주가하락, 시가회계의 도입에 의해 유

가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전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음.

o 이에 따라 적자 6개사 중 닛산화재은 53년만에 무배당이 결정되었으며,

야스다화재, 아이오이, 니혼코아손해보험, 닛신화재해상보험, 후지화재해

상보험 등 5개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배당금 지급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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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과 향후 전망 >

□ FY2001 일본 보험산업의 특징은 생·손보사에서 대형·중견사와 소형사

간 수입보험료 성장의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0년 이후 5개 생보사의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신

뢰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견사의 신계약이 감소하고 반면, 외국계 및

손보계 자회사가 대상이 되는 소형사의 경우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는 추세임.

o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형화 및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레아그룹(토쿄

해상 및 니치도화재), 손보재팬(야스다, 닛산, 다이쇼화재), 미쯔이스미토

모해상그룹(미쯔이, 스미토모해상)의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일본정부의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일본 보험

산업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정체현상을 탈피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생명보험의 경우 물가하락, 주식시장 침체,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당분간 자산운용수익의 큰 폭의 개선이 어려워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o 이러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암보

험, 의료보험 등 제3분야 보험을 위주로 한 다양한 보장성 상품개발 등

적극적인 상품포토폴리오 재편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중소형사로 확대되고 있음.

o 손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3분야 보험에 적극적 진출,

가격자유화에 의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개발,

적립형 보험의 판매축소, 자동차 판매증가 등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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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및 중소형 생보사 경영실적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획

일적인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관행이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아울

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합종연행과 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임.

o 아사히생명은 수익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해외법인의 철수 및

관련 자회사를 정리를 통하여 핵심사업에만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내실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소형사에 확대되고 있음.

o 동일한 보험상품이라도 생보사마다 배당수준차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생보사에서는 단체연금보험 등 기업분야를 대폭축소 추진하고 있음.

o 미쯔이생명은 신용력 제고를 위해 미쯔이스미토모은행 등 타 권역 금융

사와 제휴를 모색중이며, 현재 경영통합중인 메이지생명과 야스다생명,

다이도생명과 타이요생명도 2004년경에 합병하기로 결정됨.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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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스테이트의 6시그마 경영 도입

경쟁심화로 보험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선진적인 경영기
법인 6시그마 경영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6시그마 경영의 주
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인 올스테이트사의 도입과정과
그 성과를 정리함 .

□ 올스테이트 파이낸셜(Allstate Financial)은 2001년도에 다방면에 걸쳐 회

사의 업무수행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6시그마(Six Sigma) 경영을 도입하

기로 결정했음.

o 깊은 내부 분석을 거친 후 올스테이트는 실적을 개선시키고 차별적 경

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 올스테이트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에 품질 관리 및 교육

을 도입한 바 있고, 6시그마 경영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이전의 기업 혁

신활동들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o 그러나 곧 6시그마가 품질관리의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

이라는 것을 깨달았음.

o 6시그마는 기존의 기법과 수단의 토대 위에서 훈련, 통계분석, 프로세스

관리를 부가해 기업혁신이 실질적일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

□ 올스테이트는 수익 증대와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 최종 손익에서도 상당

한 성과를 얻기 시작했고, 이는 6시그마 경영을 통한 내부 업무프로세스

의 혁신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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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산업에서의 6시그마 도입배경>

□ 최근 금융서비스산업에서도 6시그마 경영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o 물론, 6시그마는 제조업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후의 확산도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종에서의 적용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음.

□ 보험 및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쟁환경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업무를 보다 빠르고, 보다 질 높고, 보다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6시그마경영은 이러한 금융기

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 분야에서 GE 캐피탈의 자회사인 GE 파이낸셜(GE Financial)은 6시그

마 경영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음.

o GE 파이낸셜은 6시그마를 업무의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했고, 계리분야

에서 영업분야까지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o 2001년에 이 회사는 6시그마로 2,500만달러의 이득을 얻었음.

<6시그마 경영의 개념>

□ 6시그마는 불량을 통계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6

시그마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전사 차원의 활동을 의미함.

o 기존의 품질개선활동이 제조과정에 한정된 반면, 6시그마경영은 경영프

로세스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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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그마(σ)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통계적 개념으로 6시그마는 100만개

의 제품 중 불량제품이 3.4개에 해당하는 수준을 의미함.

□ 6시그마는 1987년 모토롤라에 의해 창안되었고, GE가 1995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o 컨설팅업체 SSQ (Six Sigma Qualtec)에 따르면 2001년 중 미국 주요 대

기업의 20%이상이 6시그마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임.

□ 6시그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훈련된 방법론임.

o 이는 업무프로세스를 극적으로 효율화시키고, 고객만족도를 크게 증대

시키고,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양 측면을 통해 순익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방법론임.

<6시그마 경영의 추진방법과 추진주체>

□ 6시그마 추진방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GE가 창안한 DMAIC가 있음.

o Define(정의)/ Measure(측정)/ Analyze(분석)/ Improve(개선)/ Control(통제)

o DMAIC의 핵심절차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됨.

- 첫째, 문제를 명확히 정의함.

- 둘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준의 충분

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세째, 업무프로세스 개선효과가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통제체제

를 수립함. 이때, 사후통제는 해당 업무를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프로세

스 책임자에게 적용되며, 이 프로세스 책임자의 임무는 6시그마가 적용

되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프로세스 변화를 유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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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그마 실행요원은 다음과 구분됨.

o 챔피온(Champion) : 프로젝트의 최고책임자로 블랙벨트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며, 통상 이사 이상으로 설정함.

o 블랙벨트(Black Belt) :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프로젝트 결과의 책임자이

며, 업무시간의 100%를 프로젝트에 사용함.

o 핵심 팀요원(Core Team Member) : 프로젝트에 25% 이상을 투자하는

팀원임.

o 마스터블랙벨트(Master Black Belt) : 블랙벨트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행

하는 6시그마 전문가이며, 통상 교육을 담당함.

o 프로세스 책임자(Process Owner) : 개선된 프로세스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며, 개선 후 프로세스의 유지와 변화관리를 책임짐.

<올스테이트의 6시그마 경영 도입과정>

□ 6시그마의 실행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짐.

o 컨설팅 회사 선정 → 챔피온 선정 → 최초 프로젝트 선정 → 블랙벨트

선정 → 핵심 팀요원 선정 → 교육훈련 →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식별하

고 평가하기 위한 진전된 프로세스 창출 → 일관된 프로세스 창출 및

블랙벨트가 프로젝트 진전을 기록하는데 사용할 정리양식 창출 → 요약

된 프로젝트 결과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방법 결정

□ 올스테이트의 실제 도입경과는 다음과 같음.

o 올스테이트는 6시그마 도입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검토하여 서비스 산

업분야에서 6시그마 실행경험이 있는 Pw C를 선택함.

o 분야별로 1명씩 8명의 챔피온을 선정하고 6시그마 방법론 및 최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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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설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o 챔피온들이 최초에 실시할 프로젝트군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최종적인 기업이익에 대한 영향이 분명하며, 문제점이 잘 알려진 프로

세스를 중심으로 선별작업이 이루어졌음.

o 여기서 선택된 주요 프로젝트들은 에이전트 보상, 월 준비금 조정, 고객

응대, 언더라이팅, 에이전트의 계약과정, 사망보험금 지급절차 등에 관

련된 프로세스들임.

o 챔피온들이 블랙벨트를 결정함.

- 블랙벨트의 선정기준은 지도력, 프로젝트 관리, 팀 활성화 역량, 분석틀

에 대한 기초적 이해 등임.

o 블랙벨트에 대한 훈련은 교육훈련, 지도, 프로젝트작업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임.

o 훈련은 4개월에 걸쳐 매달 1주씩 실시됨.

o 훈련기간 중 블랙벨트는 마스터블랙벨트와 만나고, 프로젝트 작업을 평

가함.

<올스테이트의 6시그마 도입 성과>

□ 올스테이트의 6시그마 도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정

착된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음.

o 특급우편을 통해 보내던 우편물의 감소에 따른 인한 매달 2,500달러 절약

o 계약서를 보다 일찍 발송함에 따른 에이전트의 시간절약 2일

o 변화된 언더라이팅 기준에 대한 에이전트들의 접근성 개선

o 클레임처리 관련 특급우편 주소 추가로 고객전화의 감소

o 상품 매핑 가이드(m apping guide) 작성으로 직원들의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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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재무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함.

o 1단계 프로젝트(Wave 1 project)에서 재무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첫 7개월 동안 백만달러의 비용절감을 달성했음.

o 2단계는 6월에, 3단계의 경우 11월에 시작했으며, 이 결과 2001년 말 6

시그마 프로젝트에 따른 총성과는 380만달러로 집계됨.

□ 올스테이트의 장기목표는 특정 시점에 활동중인 블랙벨트가 30∼40명 수

준에 이르는 것임.

o 또한 본래의 사업단위로 돌아간 블랙벨트가 자신의 6시그마 지식과 기

술을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것임.

o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전반의 업무방식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김혜성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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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폰서쉽을 통한 보험회사 홍보와 이미지제고 전략

미국 보험회사들은 광고 이외에도 스폰서쉽을 통해 기업 홍보와 이
미지제고를 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스폰서의 목적은 브랜드 이
미지 제고 등 광고 캠페인의 보완,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미래의 직
원 및 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스폰서쉽의 개념>

□ 광고(advertisements)와 스폰서쉽(sponsorships)은 모두 기업의 마케팅 수

단으로 활용되지만, 그 접근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

□ 광고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데 비해, 스폰서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소비자가 그 이벤트를 후원기업과 잠재의

식적으로 연관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잠재고객층 확보를 돕는 매우

세심하고 간접적인 접근방식임.

o 최근 발표된 IEG Sponsorship Report의 편집자 Bill Chipps에 따르면,

소비자가 어떤 이벤트에 참가하여 그것을 즐기는 가운데 스폰서 회사의

이름을 보게 되면, 회사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지니게 됨.

<미국 기업들의 스폰서 현황>

□ 미국의 경우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스폰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2001년 중 기업이 스폰서로 지출한 총 95억달러 중 64억달러가 스포

츠 이벤트에 대한 스폰서로 분석됨(IEG Sponsorsh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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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EG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에 스폰서 지출은 광고지출을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광고는 전년대비 4.1% 감소하고, 스폰서는 6.9% 증가한

데 따른 결과임. 또한 2002년에도 스폰서지출 증가율(2.9%)이 광고증가

율(2.4%)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 보험회사들의 스폰서 실적>

□ 보험회사들 중 대형 스폰서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보험사 중 최대 스폰서 업체는 존행콕파이낸셜(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임.

o 존행콕사는 미국 내 스폰서업체 중 18위로 나타났으며, 2001년 중 약

3,500∼4,000만달러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회사는 올림픽, 메이저리

그, 보스톤마라톤 등의 후원업체로 유명함.

□ 업종별로 스폰서를 분류하면, 보험업은 10대 스폰서 업종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보험사의 스폰서 관련 지출 증대는 금융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심

화에 기인한 것으로 Chipps는 분석하고 있음.

o 보험사들의 스폰서분야는 사회단체, 예술축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팀

등임.

<보험회사들의 스폰서 목적>

□ 보험회사들의 스폰서 목적은 광고 캠페인의 보완, 지역 시장 접근, 미래

의 보험사 직원 및 잠재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으로 정리됨.

o 보험사들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브랜드를 형성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스폰서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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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적극적 의사소통수단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스폰서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브랜

드 전문가인 McNauhgton는 보험회사들의 스폰서 대상이 보험회사의

성격 및 이미지와 관련성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예를 들어 상해보험회사가 로데오경기를 후원해서는 안될 것임.

o 보험회사의 스폰서에서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에이전트들이 지역 공동

체에 접근하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스폰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보험회사들의 스폰서 사례>

□ 아플락(Aflac)의 사례

o 보충의료보험회사인 아플락(Aflac)은 국제적인 엔터테이너에 대한 후원

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시장 접근에 활용한 대표적 사례임.

- 아플락은 세계적인 마술사인 카퍼필드의 순회공연(Potal 2002 USA

Tour)의 독점적 후원자임.

- 아플락은 하얀 오리를 등장시킨 광고캠페인의 놀라운 성공 이후 브랜

드이미지를 확대시킬 새로운 기회를 추구해왔고, 카퍼필드와의 만남 이

후 마술사의 투어공연 스폰서가 텔레비젼을 통한 성공적인 광고에 대

한 훌륭한 보완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o 마술사 공연을 통해 아플락은 이 회사의 상징인 하얀 오리와 아이들을

돕는 회사 이미지를 극대화함.

o 아플락의 홍보담당부사장 Spencer는 마술사 카퍼필드 후원이 아플락의

주고객인 아이들을 가진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카퍼필드 공연의 관객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명 브랜드인 카퍼필

드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플락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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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함께 순회공연은 아플락의 판매채널이 지역에서 공연관람자와 상

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에이전트들은 고객접대의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즐길 뿐만 아니라 신

규 직원채용의 기회도 얻게됨. 동시에 공연장 및 주변, 티켓, 팜플렛 등

을 통해 회사명칭의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남.

o 30개국 10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재활프로

그램인 카퍼필드의 프로젝트 매직(Project Magic)과 자선공연 후원도 아

플락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며, 아플락은 이 프로그램 설명서의 출판

과 전세계 보급도 후원하고 있음.

□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의 사례

o 프로그레시브사의 스폰서 활용은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를 촉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에 해당됨.

o 미국의 4대 개인승용차 보험사일 뿐 아니라 가장 큰 모터사이클보험 판매

사이기도 한 프로그레시브사는 여러 프리미어급 모터사이클 이벤트를 후

원하고 있음(라코니아모터사이클 위크, 아메리케이드 모터사이틀 랠리 등).

o 이러한 후원은 이 회사의 모터사이클보험 판매확대를 촉진하였고, 현재

이 회사는 백만대 이상의 모터사이클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임.

o 또한 이 행사의 후원은 수십만의 잠재 판매기회를 가지게 함.

- 거의 50만명 이상의 잠재고객에게 회사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게 되

었음. 언론보도 등에 회사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각 모터사이클의

번호판에도 회사명이 부착되고, 경주기간 동안 계속 이름이 거론되며,

에이전트가 대회장에서 광고물을 나눠주기도 함.

- 경주장에 직접나오는 열광적인 관객 이외에도 케이블채널을 통한 방영을

통해 홍보효과를 얻게되는데, 이 채널의 시청자는 4백만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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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PHP(Capital District Physician' s Health Plan)의 사례

o 건강보험회사(HMO)의 하나인 CDPHP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후원하기

위해 수 백개의 스폰서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스폰서는 이 회사가 판매

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회사들과는 달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효과를 가짐.

o 이 회사는 매년 약 1,000개의 스폰서 요청을 검토하고 이중 약 절반에

참여함.

- 건강박람회, 주경찰 폭력방지 프로그램, 지역 역사 모임, 공동체 극장

후원, 무도회 후 파티 등이 그 대상임.

□ 스테이트팜(State Farm)의 사례

o 스폰서를 기업의 비전에 부합하는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는 사례도 있는데, 가디언라이프와 스테이트팜이 대표적인 사례임.

o 스테이트팜은 미국 최대 손해보험회사로 스포츠행사를 비롯한 많은 스

폰서를 하고 있는 기업임.

o 스테이트팜의 최근의 스폰서 사례로 교육적 효과가 높은 연례 행사인

N ational Youth Service Day에 대한 후원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스

폰서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회사의 신념을 반영하는 후원행사라 할

수 있음.

o 이 회사는 보험회사가 학습활동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공동체

시민이 되도록 돕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행사에 대한 후원을 보험회사에 꼭 맞는 교육적 접근임과 동시

에 에이전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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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좋은 이웃같은(Like a good neighbor)"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기업문화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

o 이 행사에는 3백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자발적인 쓰레기청

소, 보육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글 읽어주기, 벽화 그리기 등을 실행하였

고, 여기에 수천의 스테이트팜 에이전트와 직원들이 자발적 봉사자로

참여하였음.

o 스테이트팜은 좋은 교육이 좋은 소비자를 만들고, 좋은 피고용자를 만

들며, 미래에 이들이 고객이 되고, 신규채용 인력이 될 것이라는 경영철

학을 이 행사의 후원을 통해 실천하고 있음.

□ 가디언라이프(Guardian Life)의 사례

o 가디언라이프는 스폰서를 통해 여성에 대한 회사의 장기 비전을 실천하

는 사례에 해당됨.

- 이 회사는 피고용자이자 고객인 여성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음.

o 특히 가디언라이프는 1999년부터 여성에 대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인

Woman' s Initiative 를 시작했음.

- 이 행사는 America' s Junior Miss event, 전국 장학금 프로그램인

Girls Going Places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스폰서를 통해 금융적인 면에서 깨어있는 여성들을 배출하고,

이러한 가디언라이프의 노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으로써 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이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여성이 증대되기를 바라

고 있음.

o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회사의 신규 입사인원의 23%가 여성이며, 여성

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지난 2년에 걸쳐 28%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음.

(김혜성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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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ECD 동향 : 기업연금규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본고는 제 69차 OECD 보험위원회 (2002년 7월 1일- 7월 5일)의 사적연
금 작업반에서 세계은행 (WB)과 공동으로 논의된 기업연금규제 평가를
위한 6개 가이드라인을 요약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배경>

□ 기업연금규제 원칙과 FSAP

o OECD 사적연금작업반은 2000년 11월 기업연금 규제에 관한 15가지 원

칙에 합의(연금규제 및 감독 국제네트워크(INPRS)에서도 2001년 4월 동

원칙에 합의).

o 동 15개 원칙 중 9개 원칙에 기초하여 IMF와 세계은행은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 es)에 사용하기 위해 6개 가이

드라인을 추출하였음.

o FSAP는 1999년 5월 도입되었으며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

고 있음.

o FSAP의 목적은 개별 국가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다수

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금융시스템의 강점 및 취약점을 발

견하고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및 정책 지원을 해줌.

o 평가 대상 분야는 금융 통화정책 투명성, 지급결제, 은행 감독, 증권, 보

험 등 11개임.

o 표준과 규약 준수 보고서(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국가별, 해당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o 표준과 규약 준수 보고서 에서는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5개 범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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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

□ OECD/ INPRS 기업연금규제 원칙과 평가 가이드라인

OECD/ INPRS 원칙 평가 가이드라인

원칙 5 (규제시스템과 분리)
가이드라인 1
(연금계약, 연기금, 독립적 운영기관의 설립)

원칙 15 (기업지배구조)
원칙 5 (자율감독)

가이드라인 2
(지배구조)

원칙 6 (적립)
원칙 7 (계산방법)
원칙 13 (청산)

가이드라인 3
(연금계약의무, 적립방식, 청산)

원칙 11 (투자)
원칙 7 (계산방법)

가이드라인 4
(자산관리)

원칙 14 (공시와 교육)
가이드라인 5
(공시와 교육)

원칙 8 (감독구조)
가이드라인 6
(감독)

o 평가 가이드라인은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plan)에만 적용됨.

o 각 가이드라인별로 FSAP를 위한 주요기준(essential criteria) 및 상세기

준(detailed criteria)이 있음.

□ FSAP에서 가이드라인 평가방법

o 표준과 규약 준수 보고서 에서는 각 국가의 기업연금제도를 각 가이드

라인별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5개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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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개 범주와 범주의 내용

범주 내용

준수 (observed) 가이드라인 준수

대체 준수 (largely observed) 단지 몇 몇 개선점을 제외하고는 준수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음
(materially non-observed)

시스템 능력이 취약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

준수하지 않음 (non-observed)
가이드라인 준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적용불가 (not applicable)
구조적,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기에는 부적합함

<6개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1: 연금계약(pension plan), 연기금(pension fund), 독립적 운

영기관(pension entities)의 설립

- 연기금 및 연금제도에는 적정한 법적, 회계, 기술, 재정 및 경영 원칙에 대

한 제도적 및 기능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과도해서

는 안 된다. 연기금은 고용주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또는 적어도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o 연기금은 연금 자산과 분리된 별도의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되거나,

분리계정, 금융기관의 자산풀(pool) 또는 연기금만 운영하는 회사

(pension fund managing companies)를 이용할 수도 있음. 또는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보험회사의 분리(특별)계정을 이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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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2: 지배구조

- 연기금 지배구조의 역할과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관

리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법적 또는 임의적)의 역할, 기업활동에서 연기

금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및 수탁자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자율규제 및 자율감독이 장려되어야 한다.

- 독립계리인, 연금자산 보관인(custodian)의 서비스 및 내부 독립감독기구

의 활동이 적절한 규제 틀 속에 장려되어야 한다.

o 운영책임자(governing body)는 고용주와 급부자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

을 수행하는데, 운영책임자의 목적은 급부자의 퇴직후 급부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o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투명성, 책임성, 적합

성이 이루어져야하고, 내부 통제, 커뮤니케이션, 보상체계, 계리인과 연

금자산 보관인과 같은 독립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증진되어야 함.

□ 가이드라인 3: 연금계약의무, 적립방식 및 청산

- 사적연금제도는 적립방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확정갹출형(DC) 플랜

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전한 적립이 요구되는 반면, 기타 연금제도의 경

우 최저 적립방식 또는 연기금에 대한 부채가 지급될 수 있는 적절한 방

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래급부방식(on-going approach) 적립의 보완책

으로 최소한 청산방식(winding-up approach) 적립이 장려될 수 있다.

- 일시적 불완전 적립에 대하여는 유연성이 허용될 수 있다. 최저 자본/ 지

급보증에 대한 요구는 적정하여야 하나 연기금 부채의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세제 및 감독제도 역시 연기금이

충분히 적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개별 기업에 의한 비적립 방식의 사적연금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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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적 기법 및 상각방식 등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 평가에 대하여 투명

하고 비교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청산방식이 갖추어져

야 한다.

-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 의한 기금 갹출이 보장될 수 있

도록 법률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필요한 경우 연기금 채권자의 우선 순

위 등).

o 적립 규칙의 적용 목적은 급부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확정갹

출형(DC)의 경우는 고용주가 갹출금을 납부함으로써 의무가 종결되나,

확정급부형(DB)의 경우는 연금 수급자 뿐만 아니라 연금 급부가 지급

되지 못한 경우 주주 및 채권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적립방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가이드라인 4: 자산관리

- 연기금이 수행하는 투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

적 및 기능적 접근 모두에 적용되며, 통합 자산/ 부채관리, 다양화 및 분

산 그리고 만기 및 통화매칭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수량규제 또는

선관주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평가하여야 한다.

- 연기금 자산을 자기 계열기업에 투자(self-investment)하는 행위는 안전장

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 선관주의 원칙에 따라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연기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리스크관리 기준

이 촉진되어야 하고, ALM기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129 -



해외보험동향

o 확정급부형(DB)에서 투자기능의 목적은 연기금 운영 책임자로 하여금

연금 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으며, 확정갹출형(DC)의 경

우는 투자 수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음.

o 투자접근법에는 선관주의(prudent person approach)와 수량규제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회원국에서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5: 공시와 교육

- 연금제도의 비용 및 급부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히 개별 가입자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공시 및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퇴직급부의 오용

(특히 일시급부의 경우 중요할 것임) 방지 및 수급권의 확보·유지를 위

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개인형 연금제도의 경우 비용구조, 연기금의 실적, 급부 유형 등이 공시

되어야 한다.

□ 가이드라인 6: 연기금에 대한 감독기구

- 연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 정합성,

연금재정의 관리, 보험수리적 검사 및 운영자 감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임점 및 비임점(on site and off site)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 및 자금력을 갖춘 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 한

다.

- 개별 연금제도의 경우 계약이전 부당 권유(miss-selling)를 방지하기 위하

여 감독기구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보험동향 2002년 여름호

- 130 -



해외보험동향

<OECD 의 향후 일정 및 정책과제>

o OECD 보험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MF 및 세계은행이 공동

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것임.

o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바인딩(binding) 되지는 않지만 향후 우리 나

라 기업 연금 도입 및 정비에 영향을 주고 또한 FSAP에 사용되기 때문

에 가이드라인 및 각 가이드라인별 주요기준 각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요구됨.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6개 가이드라인 중 기업연금 도입시 가장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적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됨.

FSAP는 개별 기업에 의한 비적립 방식의 사적연금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내적립(book reserve financing) 역시 모범사례

(best practice)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행 우리 나라 기업연

금(퇴직금)의 상당한 부분이 사내적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사내적립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 및 이와 관련

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정세창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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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1 2002

2/ 4 3/ 4 4/ 4 1/ 4
국내총생산 성장률 2.9 1.9 3.7 5.7
경상수지 3,755.3 1,034.6 1,053.8 1,710.3

수 출 38,360 35,605 36,349 35,691
수 입 34,486 34,156 34,342 33,693

실업률 3.5 3.3 3.2 3.6

금리
국고채(3년) 5.93 4.45 5.91 6.39
회사채(3년) 7.10 5.95 7.04 7.07

소비자물가지수 104.3 104.8 104.4 106.1

환율
원/ 달러 1,297.50 1309.00 1323.00 1325.90
엔/ 달러 124.72 119.42 131.07 132.78

종합주가지수 595.13 479.68 693.70 748.07
외환보유고 94,256 100,084 102,820 106,091

주 :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표 2>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구 분
2001 2002

2/ 4 3/ 4 4/ 4 1/ 4
은 행 계 정 218,926 257,247 46,114 290,039
실세요구불 40,928 26,901 21,082 18,308
저축성예금 126,486 202,057 90,210 191,107

금 전 신 탁 -27,518 -4,235 23,845 -52,997
추가금전
단위금전
신종적립

-28,974
-1,998

-13,464

1,195
3,696

-9,984

-2,778
7,899

-9,480

-8,541
175

-12,605
투 신 사 -88,374 260,287 -210,274 150,166

단기채권
장기채권

14,549
6,325

77,551
17,344

-36,063
-66,468

17,071
-69,643

M M F -109,091 126,781 -98,372 12,9874
주 식 형1 ) -157 38,611 -9,371 72,864

종 금 사 -414 440 -10,907 19,562
증권사고객예탁금 1,065 5,155 12,914 24,460
주식형뮤추얼펀드 8,149 13,430 11,122 9,039
주 : 1) 혼합투자신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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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ㆍ수입보험료증가율ㆍ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

보험료 22,154 109,711 17,861 17,909 18,754 20,431 74,955

증가율 -20.1 12.2 -19.4 0.3 4.7 8.9 -31.7

비 중 19.6 21.0 15.9 16.1 13.5 18.3 15.8

사망
보험

보험료 35,284 127,246 38,502 43,124 45,083 47,632 174,334

증가율 6.2 26.7 9.1 12.0 4.6 5.7 37.0

비 중 31.3 24.3 34.3 38.8 32.5 42.6 36.8

생사혼합
보험

보험료 37,872 166,413 33,172 32,177 32,976 30,185 128,510

증가율 -35.2 41.3 -12.4 -3.0 2.5 -8.5 -22.8

비 중 33.6 31.8 29.6 29.0 23.8 27.0 27.1

개인
보험계

보험료 95,311 403,371 89,536 93,210 96,813 98,248 377,799

증가율 -20.2 27.6 -6.1 4.1 3.9 1.5 -6.3

비 중 84.4 77.1 79.9 83.9 69.8 88.0 79.8

단체
보험계

보험료 17,556 119,755 22,552 17,910 41,938 13,436 95,844

증가율 -59.6 -20.9 28.5 -20.6 134.1 -68.0 -20.0

비 중 15.6 22.9 20.1 16.1 30.2 12.0 20.2

전 체

보험료 112,867 523,126 112,088 111,120 138,751 111,684 473,643

증가율 -30.7 11.9 -0.7 -0.9 24.9 -19.5 -9.5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비중은 전체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이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증가
율이고, 연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 2) 단체보험계는 퇴직보험 특별계정, 사망보험은 변액종신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00 연간은 영업정지중인 현대, 삼신의 3/ 4분기말까지의 실적을 포함했고,
FY2001 1/ 4분기부터는 이 2개사를 제외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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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ㆍ지급보험금증가율ㆍ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19,340 72,767 18,396 17,967 13,824 14,665 64,852

증가율 -13.2 -3.0 -4.9 -2.3 -23.1 6.1 -10.9

지급률 87.2 66.3 103.0 100.3 73.7 71.8 86.5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10,168 36,692 10,888 13,107 11,387 10,880 46,263

증가율 4.2 22.2 7.1 20.4 -13.1 -4.5 26.1

지급률 28.8 28.8 28.3 30.4 25.3 22.8 26.5

생사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32,546 119,789 31,005 28,655 31,235 25,287 116,182

증가율 -13.6 8.1 -4.7 -7.6 9.0 -19.0 -3.0

지급률 85.9 72.0 93.5 89.1 94.7 83.8 90.4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62,054 229,248 60,289 59,730 56,445 50,833 227,297

증가율 -11.0 6.2 -2.8 -0.9 -5.5 -9.9 -0.9

지급률 65.1 56.8 67.3 64.1 58.3 51.7 60.2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28,508 175,059 35,403 26,304 38,829 15,694 116,231

증가율 -50.4 4.7 24.2 -25.7 47.6 -59.6 -33.6

지급률 162.4 146.2 157.0 146.8 92.6 116.8 121.3

전 체

지급보험금 90,562 404,307 95,692 86,034 95,274 66,527 343,528

증가율 -28.8 5.5 5.7 -10.1 10.7 -30.2 -15.0

지급률 80.2 77.3 85.4 77.4 68.7 59.6 72.5

주 :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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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ㆍ사업비증가율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3,090 11,758 2,451 2,362 3,116 3,731 11,660

증가율 -2.8 0.2 -20.7 -3.6 31.9 19.7 0.8

사업비율 13.9 10.7 13.7 13.2 16.6 18.3 15.6

사망
보험

사업비 11,244 38,957 12,129 13,141 13,858 13,973 53,101

증가율 1.2 16.7 7.9 8.3 5.5 0.8 36.3

사업비율 31.9 30.6 31.5 30.5 30.7 29.3 30.5

생사혼합
보험

사업비 4,938 18,199 3,182 2,962 2,630 2,400 11,175

증가율 -19.6 38.5 -35.6 -6.9 -11.2 -8.7 -38.6

사업비율 13.0 10.9 9.6 9.2 8.0 8.0 8.7

개인
보험계

사업비 19,272 68,914 17,762 18,465 19,604 20,105 75,936

증가율 -5.7 18.3 -7.8 4.0 6.2 2.6 10.2

사업비율 20.2 17.1 19.8 19.8 20.2 20.5 20.1

단체
보험계

사업비 943 3,480 564 565 625 527 2,280

증가율 -5.0 -15.6 -40.2 0.2 10.6 -15.7 -34.5

사업비율 5.4 2.9 2.5 3.2 1.5 3.9 2.4

전 체

사업비 20,215 72,394 18,326 19,030 20,229 20,632 78,216

증가율 -5.6 16.1 -9.3 3.8 6.3 2.0 8.0

사업비율 17.9 13.8 16.3 17.1 14.6 18.5 16.5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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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화 재
보험료 636 2,755 711 739 887 698 3,035
성장률 -20.0 4.1 11.8 4.1 20.0 -21.3 10.2
비 중 1.5 1.6 1.6 1.6 1.8 1.5 1.6

해 상
보험료 1,133 4,344 1,145 1,266 1,479 1,402 5,292
성장률 6.4 -5.0 1.1 10.5 16.8 -5.2 21.8
비 중 2.7 2.6 2.6 2.7 3.0 3.0 2.8

자동차
보험료 16,276 64,983 17,856 19,454 19,280 18,012 74,601
성장률 -5.2 17.4 9.7 8.9 -0.9 -6.6 14.8
비 중 39.2 38.5 40.5 42.0 38.7 38.6 39.9

보 증
보험료 1,535 6,021 1,560 1,745 1,897 1,954 7,156
성장률 -1.0 4.9 1.6 11.8 8.7 3.0 18.9
비 중 3.7 3.6 3.5 3.8 3.8 4.2 3.8

특 종
보험료 2,349 10,702 3,455 3,394 3,917 3,110 13,876
성장률 -12.6 16.6 47.1 -1.8 15.4 -20.6 29.7
비 중 5.7 6.3 7.8 7.3 7.9 6.7 7.4

해외원

보 험

보험료 60 441 133 124 89 156 502
성장률 15.4 -34.5 121.7 -6.4 -28.0 75.2 13.8
비 중 0.1 0.3 0.3 0.3 0.2 0.3 0.3

장 기
보험료 17,242 69,392 17,298 17,758 18,555 19,271 72,882
성장률 -11.3 15.1 0.3 2.7 4.5 3.9 5.0
비 중 41.5 41.2 39.2 38.3 37.3 41.3 39.0

개 인

연 금

보험료 1,606 6,157 1,668 1,678 1,673 1,660 6,678
성장률 4.0 1.9 3.9 0.6 -0.3 -0.8 8.5
비 중 3.9 3.7 3.8 3.6 3.4 3.6 3.6

퇴 직

보 험

보험료 674 3,823 296 204 1,978 387 2,865
성장률 -70.0 5.5 -56.1 -31.2 869.6 -80.4 -25.1
비 중 1.6 2.3 0.7 0.4 4.0 0.8 1.5

계
보험료 41,511 168,617 44,121 46,362 49,755 46,649 186,887
성장률 -10.8 13.8 6.3 5.1 7.3 -6.2 10.8

주 :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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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2000 FY2001

4/ 4 1/ 4 2/ 4 3/ 4 4/ 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67.1
57.2

44.8
50.0

47.8
51.9

49.6
51.0

51.1
54.2

합산비율 124.3 94.8 99.7 100.6 105.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46.5
35.5

43.0
34.9

51.6
35.1

49.4
34.4

46.0
34.0

합산비율 82.0 77.9 86.7 83.8 80.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73.2
32.2

66.8
30.1

67.0
29.4

67.7
32.5

67.6
32.6

합산비율 105.4 96.9 96.4 100.2 100.2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73.9
13.8

-79.3
12.2

-43.0
11.1

-83.2
10.5

208.3
11.3

합산비율 87.6 -67.1 -32.0 -72.7 219.6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56.8
21.9

51.8
18.4

52.4
19.4

53.6
21.6

53.8
24.0

합산비율 78.7 70.2 71.7 75.2 77.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78.9
37.8

64.0
55.7

61.1
37.4

53.4
50.1

57.8
54.6

합산비율 116.7 119.7 98.4 103.5 112.4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90.9
19.5

87.0
21.1

85.9
21.6

84.9
21.5

84.4
21.5

합산비율 110.4 108.1 107.5 106.4 106.0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118.6
11.7

114.3
11.0

114.1
12.3

113.3
12.1

117.8
10.8

합산비율 130.3 125.3 126.4 125.4 129.6

전 체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82.0
24.9

71.4
24.6

72.3
24.7

70.9
25.8

80.8
26.0

합산비율 106.9 96.0 97.1 96.7 106.8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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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價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5, 368-4188)으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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