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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保險産業의 채널革命 : 外國의 事例와 示唆點*
1 )

Ⅰ . 채널革命의 背景

□ 보험산업의 자유화,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는 손해보험

회사의 전통적인 판매채널을 재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о 보험산업 내에서의 경쟁 및 타 업종과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전통적

인 판매채널에서 탈피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판매채널을 개척할 필

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о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가 증

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산출이 필요함.

о 국내 원수사의 경우에는 금년 4월부터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면서 본

격적인 가격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о 요율인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인 판매채널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통신,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이 신속, 용이해지고 있음.

о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о 4월부터 보험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됨으로써 보험사들도 이에 대비한

상품개발과 판매체제를 구축하여 가격자유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양성문 팀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보험연구소
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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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外國의 新販賣채널 現況

1. 英國

□ 1985년 Royal Bank of Scotland가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Direct Line사

를 설립한 이후 Direct Insurer가 점차적으로 설립되어 1990년대에 들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Direct Line사는 자동차보험의 복잡한 언더라이팅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

하여 자동화하는데 성공하여 매우 정교한 개인별 보험료를 즉시 산출함

으로써 우량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TM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판매함.

о 전화를 통한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거액의 컴퓨터

설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자동차보험이라는 상품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상품이라는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1)

о Direct Insurer의 진입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고객이 보다 저가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보험상품을 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상품내용이나

요율체계를 매우 간단화·단순화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동시에 대량판매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움직

임이 나타남.

о 유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험상품의 commodity"라는 용어로 일

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Direct Line사는 전화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의 효율성, 편리성과 우량보험

계약자의 선별에 의한 저가격 보험상품의 재공, 클레임처리의 신속성으로

손해보험시장에서 고객서비스 개념에 혁명을 일으킴.

1) Datam onitor, "Person al General In su rance in Eu rop e 199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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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전통적인 브로커에 비해 보다 저렴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의 보험상품

을 제공함으로써 Direct Line사로 대표되는 Direct Insurer는 1996년에

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3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о Direct Insurer의 등장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에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Direct Insurer는 컴퓨터의 활용에 의한 언더라이팅

업무의 자동화와 선별에 의한 우량고객에의 특화로 달성된 비용절감을

통하여 보험료 수준을 인하, 시장에서 가격선도자로서의 명성을 구축

하고 있음.

о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Direct Insurer사에 보

다 적극적인 광고, 홍보의 필요성을 발생시켜 Direct Insu rer의 판매

비용은 과거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어 지금까지 저가격으로 시장점유율

을 확대했던 Direcr Insurer도 저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로 브로커도 보험료 산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그 결과 브로커는 전화를 통한 자동차보험의 판매와

종래의 브로커 서비스를 결합, 소위 Tele-Broker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о 예를 들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데이터 교환기술)는

브로커의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클레임 처리

의 신속화를 실현함. 또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용으로 Call Center

기능에 필적하는 기능을 PC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소브로커도 전화를 통한 판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о Tele Broker는 신규 설립된 Direct Insurer와 제휴하여 일반 보험회사

보다 저렴한 상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수수료를 인상시켜도 가격면에서

Direct Insurer에 대항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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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Direct Insurer가 Tele Broker에 비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우

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음.

о 예를 들면, Direct Line사는 1997년에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7.0%의 점

유율을 기록하였지만, 수입보험료는 1995년 최고치에 비해 7.8% 감소

함. 또한 손해율은 1994년의 70.7% 이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02.9%로 영국 자동차보험 평균인 94.6%를 상회하고 있음.

о 한편, 업계평균 수수료율은 1993년 10.5%에서 1997년 8.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의 일반 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이 Direct

Line사 보다 양호하게 되는 등 Direct Line사의 우위성은 저하되고 있음.

□ Datamonitor사의 조사에 의하면 1997년 Direct Insurer의 시장점유율은 1985

년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음.

о Tele Broker는 1992년의 12%에서 1997년에는 38%로 시장점유율을 급

속히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판매를 가능하게 하

고 있으며, 일례로 Eagle Star사는 1997년 12월에 인터넷에 의한 자동차

보험 판매를 시작하여 15% 할인된 상품을 제공2)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음.

□ 과거에는 보험업무와 무관했던 기업이 Brand Power를 이용하여 보험상

품을 판매하거나, 자사의 기존 고객에게 결합형 보험 판매를 통해 보험시

장에 진입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음.

2) 1998년 8월에는 할인률을 10%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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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 자동차보험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Tele Broker 12.0 18.0 24.0 31.0 34.0 38.0

기타 독립브로커 58.0 51.0 41.0 31.0 25.0 23.0

보험사 영업사원 9.0 8.0 8.0 7.0 6.0 5.0

보험사 전속대리점 4.0 2.0 2.0 2.0 2.0 1.0

Direct In su rer 16.0 20.0 24.0 28.0 32.0 32.0

기 타 1.0 1.0 1.0 1.0 1.0 1.0

資料: Datam onitor, "UK Personal General In su rance 1998", 1998.

о 이러한 새로운 진입자는 Brand Assurer라고 불리우고 있음.3)

о Brand Assurer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은 영국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고객의 Royalty가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Brand Power를 이용한 異業

種에서의 시장진입을 허용할 여지가 존재하였기 때문임.

о 또한 보험상품의 일상화의 진전이 과거에는 보험업무에 관계가 없었던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생각됨.

о 예를 들면 Ford사 등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사의 고객 royalty가 보험

회사 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해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는 차원에서 Ford 직판점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하였음.

о 간단한 자동차부품 수리회사인 Kwit-Fit사는 1995년에 Kwit-Fit Financial

Services사를 설립해 Gu ardian Royal Exchange사와 제휴하여 자동차보

험, 주택보험, 여행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о 전국적 슈퍼마켓 체인인 Tesco사는 1997년 7월 Royal Bank of Scotland와

제휴하여 합작으로 금융상품 판매회사인 Tesco Personal Finance사를

설립해 Direct Line사의 여행보험이나 주택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3) Datam onitor, "UK Person al General In su ran ce 1998", 1998. p405에서는 전화와 자동차
보험은 천생연분이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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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또한 전국적 슈퍼마켓 체인인 Sainsbery사도 1997년 2월 Bank of Scotland

와 합작으로 Sainsbery Bank를 설립하여 Royal & Sun Alliance사 등

의 재산보험이나 애완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2 . 日本

□ 최근 일본의 보험업계는 98년 7월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외국의 대형보험사들이 직접판매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주도하고 있음.

о AHA, Zurich, London 등 외국계 손보사들이 통신판매를 통해 자동차

보험의 가격할인(최대 30∼40%)을 진행중임.

о AHA사는 198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의 통신판매를 개시한

이후 1996년에는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를 개시하여 일본판 금융빅뱅

의 선도회사로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킴.

о 1997년 9월에 발매한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은 일정의 조건을 만족

하면 보험료가 최대 30% 절약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현재 60만명 이

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외국사의 공격적인 시장진입에 대해 일본 국내사들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보상확대형 자동차보험 또는 적립형 자동차보험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맞서고 있음.

о 대표적인 보상확대형 상품으로는 동경해상의 TAP 을 들 수 있음. "TAP"은

1998년 11월 동경해상에서 독자적으로 발매한 이후 1999년 11월부터 신체

상해보상보험의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상내용을 확대함.

о 또한 修理時諸費用保險金 을 신설하여 차량사고로 차가 큰 손상을 입

는 경우 수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도 代替交通費 발생시와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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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으로 보험금액이 50만엔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손해액의 5%(10만

엔 한도)를 신규 지급함.

□ 국내사중 Secom東洋과 Saison自動車火災는 보험료 인하 경쟁에 가담하였음.

о 보안업체인 SECOM이 자본참가를 하고 있는 Secom동양은 국내 손해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계약(SAP)보다 약 17%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자

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о HIS(여행업체)가 자동차전문 보험사인 Saison과 자본제휴한 Saison 자

동차화재는 통신판매 대신 영업사원 및 대리점을 통한 기존의 영업방

식으로 리스크세분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료는 SAP보다 평

균적으로 6.2% 할인된 수준임.

<표 2> 일본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가격전략 유형

유 형 회사명 주요특징 가 격

보상확대형

東京海上 신체상해 보상강화 +20%∼+30%
安田火災 신체상해 보상강화 +15 %∼+30%
住友海上 렌트비용, 휴대품손실 보상 +15 %∼+30%
三井海上 변호사비용 보전 +5 %∼+10%

보험료인하형
Saison自動車火災 연간 주행거리 보험료산정 - 6%∼-18 %

Secom東洋 통신판매(대리점수수료 환원) - 20%

Risk세분형
Am erican H om e 통신판매 (상품, 계약조건별 보험료차등화) - 30%∼+30%

Zu rich 안전운전자 보험료 할인 - 40%∼+5 %

보험료적립형
東京海上 보험기간 2∼3년, 환급금지급 -
日本火災 보험기간 2∼5년, 환급금지급 -

資料: 김종천, 「자동차보험 부가보험료 자유화에 따른 시장전망과 대책」,『손해보험』,
2000. 2. p 5에서 재인용

□ 보험업계 외에서 보험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니社를 들 수 있음.

о 일본 최대의 가전업체인 소니사는 뛰어난 인지도를 바탕으로 1998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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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자본금 100억엔으로 100% 자회사인 소니 손보사를 설립함.

о 소니 손보사는 개인용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인 One-on-One 자동

차보험 의 직접판매를 전국적으로 개시함.

о 동 상품은 인터넷과 전화로 판매되는데 보험료는 기존의 SAP에 비해

최대 30% 인하되었으나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20% 인상됨.

Ⅲ . 國內 損保社 販賣채널 現況

1. 現況

가 . 販賣채널별 原受保險料 比重 推移

□ 국내 손보사들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를 살펴 보면 전통적

인 모집조직인 모집인과 대리점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о 1990년대 들어 모집인의 판매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손해보험의 판매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о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1990년에는 5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9년 12월말 현재 43.9%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12
회사직급 17.0 13.1 12.8 10.7 13.2 10.3 10.9
모집인 23.5 27.4 33.7 41.1 44.4 46.7 44.9
대리점 55.7 51.9 41.9 41.9 40.6 42.5 43.9

공동인수 3.8 7.6 11.6 6.4 1.8 0.5 0.4

註: 1)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 해상·보세화물공동인수, 원자력공동인수, 자동
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2) 1999년 수치에는 퇴직보험 실적이 감안된 것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1997.손해보험회사,『월말보고서』,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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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種目別 販賣채널 比重(1999년 12월말 현재)

□ 일반손해보험(화재, 해상, 특종 등)은 대부분 기업성 물건이어서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회사직급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о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고, 장기손해보험

은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음.

о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계성보험이 대부분이어

서 전통적인 모집조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о 그러나 금년 4월부터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통신판매가 본격화될 전

망이어서 전통적인 모집조직의 비중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о 한편, 1999년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퇴직보험의 경우는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험사 그룹별로 보험종목별 판매채널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원수사와

외국사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о 국내사들은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연고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

인의 판매비중이 외국사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국사의 경우에는 국내

사보다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損保社 情報通信販賣 現況 및 向後 展望

가 . 現況

□ 국내 손보사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한 원수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는 1,253억원으로 비중이 0.8%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2,541억

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1.8%를 차지하여 2년만에 2배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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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험종목별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구 분 대형 원수사 중소형 원수사 외국사 전 체

일 반

회사직급 58.3 52.9 6.2 54.9
모집인 4.5 3.9 11.6 4.4
대리점 35.5 40.3 82.2 38.4

공동인수 1.6 3.0 0.0 2.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

회사직급 0.1 1.3 0.3 0.5
모집인 46.9 46.6 13.6 46.7
대리점 52.8 51.8 84.9 52.5

공동인수 0.2 0.3 1.1 0.3
계 100.0 100.0 100.0 100.0

장 기

회사직급 2.1 1.9 0.0 2.1
모집인 59.3 63.3 0.0 60.5
대리점 38.5 34.8 0.0 37.4

공동인수 0.0 0.0 0.0 0.0
계 100.0 100.0 0.0 100.0

소 계

회사직급 7.9 9.0 5.3 7.9
모집인 48.2 48.1 11.9 48.2
대리점 43.6 42.3 82.6 43.6

공동인수 0.4 0.6 0.2 0.4
계 100.0 100.0 100.0 100.0

퇴직보험

회사직급 60.7 37.7 0.0 60.7
모집인 5.0 3.6 0.0 5.0
대리점 34.3 58.8 0.0 34.3

공동인수 0.0 0.0 0.0 0.0
계 100.0 100.0 0.0 100.0

합 계

회사직급 9.5 9.5 5.3 9.5
모집인 46.9 47.4 11.9 46.9
대리점 43.3 42.6 82.6 43.3

공동인수 0.4 0.6 0.2 0.4
계 100.0 100.0 100.0 100.0

註: 1) 대형 원수사는 삼성, 동부, 현대, 엘지이며, 중소형 원수사는 대형원수사, 전업사
및 외국사를 제외한 국내 원수사를 말함.

2) 일반보험은 화재, 해상 및 특종보험의 합계임.
資料: 손해보험회사,『월말보고서』, 1999년 12월.

о 통신판매 유형별로 보면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

о 금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CM의 판매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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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손해보험회사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정보

통신

판매

TM 519 1,243 923 2,276 1,054 2,427
DM 13 10 45 97 46 112
CM - - - - 1 2

계(A) 532 1,253 968 2,373 1,101 2,541
전체판매(B) 32,077 134,662 32,790 163,183 28,748 142,536

A/ B(%) 1.7 0.8 3.0 1.5 3.8 1.8

資料: 임재영, 손해보험회사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 『손해보험』, 1999. 11.

나 . 향후 전망

□ 국내 원수사를 대상으로 손해보험 종목별로 각 보험종목에서 향후 정보

통신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여행보

험 등에서 정보통신판매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음.

о 따라서 향후 부가보험료의 완전자유화 및 순보험료의 자유화에 대비하

여 각 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한 정보통신판매도 이들 종목을 중

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о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타 상품에 비해 비교적 수요층이 넓고 의무보

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보통신판

매가 가장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정보통신판매 비중

(단위 : %)

연 도 자동차 장기 상해 해상 화재 여행 책임 계
2000년 2.40 0.63 0.63 1.25 0.00 1.88 0.00 2.53
2002년 19.80 4.81 12.13 10.75 4.75 26.50 8.38 11.61
2005년 50.88 12.25 29.13 22.88 12.00 44.13 19.13 22.75

資料: 국내 원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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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示唆點 및 對應方案

1. 示唆點

□ 자유화 및 개방화의 진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은 손해보험산업의 전통

적인 판매채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판매채널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여짐.

о 서비스의 신속성, 효율성, 편리성 등을 바탕으로 한 Direct Insurer의

시장진입은 전통적인 모집조직인 브로커나 대리점을 위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음.

о 그러나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광고·선전비의 급증, 정보기술의 발달

에 의한 Tele Broker의 대두에 따라 Direct Insurer도 타 판매채널에 비해

우위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о 소비자에 대한 높은 인지도(Brand Power)를 소지한 타 업종(Brand

Insurer)의 보험업 참여는 자동차보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객의 자동

차회사에 대한 Royality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객확보를 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

□ 일본 손보업계는 가격자유화 이후 통신판매를 통한 외국사의 가격인하전

략, 국내사들의 보상 및 서비스 확대, 적립형 상품개발 등과 같은 차별화

전략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о 이에 따라 대형사는 손해율 개선과 판매채널 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 및 자회사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о 중소규모 보험사는 이미 특정상품 혹은 특정지역에 전문화하는 전략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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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전문화 전략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며4), 중소형

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합병 및 제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對應方案

□ 국내 손보업계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될 예정으로

있어 보험사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부가보험료를 산정하게 될 것임.

о 이러한 가격자유화는 보험사의 요율인하 압력을 가중시켜 보험사로 하

여금 보다 효율적인 판매채널의 구축을 요구하게 될 것임.

о 특히 4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보험판매가 허용되고 보험종목별 최저 자본

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정

보통신판매에 치중하는 보험사의 설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о 따라서 국내 손보사들은 산업 자체에서의 경쟁과 외부 진입자에 의한

경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손보사들은 잠재 고객층을 대상으로 어떠한 상품

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о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가계성보험 위주의 비교적 간단한 상

품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인터넷 전

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 보험전문 사이트를 통해 보험

을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4) 일본 중견생보사인 太陽生命의 자회사인 太陽火災(1998년 수입보험료 160억엔)는 수입

보험료중 화재보험의 비중이 43 %,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1%를 차지하고 있는 중하위

권 손보사임. 동사는 그 동안 급격한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사와 같

은 종합금융화 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회사규모에 적합한 차별화 전략에 경영자원을 집중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암보험을

비롯한 제3분야 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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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판매상품

1)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

□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는 금년 말에 1,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최근 연평균증가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 이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성장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정보통신시

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7>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1
사용자수 138 366 731 1,634 3,103 10,860 11,340
증가율 - 165.2 99.7 123.5 89.9 250.0 -

資料: 한국인터넷 정보센터(Korea N etw ork Inform ation Center), 2000.

□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1998년 기준으로 남

자가 84.3%, 여자가 11.9%로 남자 사용자가 훨씬 많으며, 연령층은 20대

와 30대 초반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고 있음.

о 직업별로는 직장인들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별로는 월소득 100만원∼300만원이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20∼35세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41세 이상 비율이 6.7%에 불과하나, 외국의 경우에는 41세 이상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о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가 아직 전연령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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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 별 남자(84.3%) 여자(11.9%) 무응답
(4.9%)

연령별
20세이하

(2.1%)
21∼25세
(22.7%)

26∼30세
(37.8%)

31∼35세
(18.7%)

36∼40세
(8.0%)

41세이상
(6.7%)

직업별 학생(40.0%)
사무직
(15.6%)

엔지니어
(15.0%)

기타직장인
(19.9%)

기타(4.5%)
무응답
(4.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3.4%)

100∼200
만원미만
(39.8%)

200∼300
만원미만
(25.5%)

300∼400
만원미만

(9.7%)

400만원
이상 (5.2%)

-

資料: 한국인터넷 정보센터(Korea N etw ork Inform ation Center), 2000.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40대 이후가 매우 낮

은 비율로 인터넷에 참여하므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인터넷이 20대와 30대의 전유물이었지만 40

대 이후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화되었다는 것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앞의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향후 보험사의 인터넷 판매의 잠재 고객층

은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30대 초반의 직장인과 이들보다 실질적인 구매

력을 가진 40대 이후의 직장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판매상품 검토

□ 다음 <표 9>에서 보듯이 국내 손해보험종목중 가계성보험의 비중은 약

77%로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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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을 중심으로 인터넷 판매를 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짐.

<표 9> 보험종목별 가계성/기업성보험 비중

(단위 : %)

구 분 대형 원수사 중소형 원수사 외국사 전체

일 반
가계성 4.6 3.8 38.9 5.1
기업성 95.4 96.2 61.1 94.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
가계성 88.6 82.8 49.7 86.7
기업성 11.4 17.2 50.3 13.3

계 100.0 100.0 100.0 100.0

장 기
가계성 87.5 86.0 0.0 87.0
기업성 12.5 14.0 0.0 13.0

계 100.0 100.0 0.0 100.0

합 계
가계성 79.0 72.9 40.5 76.9
기업성 21.0 27.1 59.5 23.1

계 100.0 100.0 100.0 100.0

註 및 資料: <표 4>와 동일.

<표 10> 자동차보험의 연령별/성별 사고율 및 손해율

(단위 : 대, %)

구 분
남 자 여 자 계

평균

유효대수
손해율 사고율

평균

유효대수
손해율 사고율

평균

유효대수
손해율 사고율

21세미만 6,096 330.6 3.6 1,517 61.8 3.3 7,613 245.3 3.6

21∼25세 161,152 70.1 2.6 52,262 47.4 2.2 213,414 64.7 2.5

26∼30세 757,467 51.4 1.6 150,179 52.0 1.7 907,646 51.5 1.6

31∼40세 1,974,869 52.6 1.3 402,831 42.2 1.6 2,377,700 50.7 1.4

41∼45세 1,205,646 61.3 1.4 287,457 58.2 1.8 1,493,103 60.7 1.5

46∼55세 616,876 68.0 1.7 101,256 62.3 1.9 718,132 67.1 1.7

56세이상 206,732 65.1 1.6 21,539 52.4 1.8 228,271 63.7 1.7

합 계 4,928,838 57.9 1.5 1,017,041 50.6 1.7 5,945,879 56.6 1.5

註: 1) 개인자동차보험 실적이며, 피보험자 기준임.
2) 대인배상Ⅱ 기준

資料: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요율검증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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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보험의 연령별/ 성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30대 남자층에서 손

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으로 정보통신판매를 하는 것이

보험사의 경영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о 또한 40대 초반의 연령층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마련하여 이들을 유인하여야 할 것임.

나 . 판매방법

□ 미국 최대의 자동차 보험사인 State Farm사는 현재 신규고객의 90% 이상

을 대리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 5년내 온라인 신규고객을 전체

의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о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금융서비스사인 인튜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Quicken ", Insurance.com , Insw eb" 등에 자사보험제품을 소개하여

온라인 보험의 판매를 강화하기 시작함.

о 이러한 사실은 오프라인 영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미국의 보험

업계도 본격적인 인터넷 영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대리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위

기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짐.

□ 최근 국내 보험사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강화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제휴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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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각사의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자

사의 사이트에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임.

о 이 방법은 초기 구축비용 및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본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시대에서는 가장 필요한 방법임.

о 사이트 구축시에는 자사의 브랜드를 일반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함.

< 보험회사가 기존의 전문 인터넷서비스업체와 제휴하여 판매 >

□ 현재 대부분의 국내 손보사들은 유명 인터넷 서비스업체(다음커뮤니케이

션, 인터파크, 골드뱅크, 메타랜드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인터넷 업체

의 사이트에 보험상품 시판 및 서비스를 제공중임.

о 특히 보험쇼핑몰 및 사이버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한편, 공동상품 개

발과 공동마케팅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중임.

< 보험전문 사이트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

□ 최근 국내에서도 인슈넷, 사이버 손해보험 중개서비스 등과 같은 보험전

문 사이트가 신설되고 있음.

о 이러한 사이트와의 제휴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타

사와의 가격비교로 말미암아 가격경쟁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참여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국내 손보사들은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각사의 능력에 맞는

정보통신상품의 개발과 판매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진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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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효율적인 판매채널의 구축문제는 각 보험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로서 기존의 모집조직(설계사 및 대리점)과 신규 모집조직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о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외국 생보사의 예를 들면, 미국

의 메트라이프의 경우 1992년 12,500명에 달하던 모집인수를 1999년 4

월에는 6,700명으로 줄이면서 신계약에 최저기준과 자격기준을 두어

정착률을 크게 향상시켰음.

о 또한 고객을 세분화하여 모집인의 영업경력과 해당 고객층에 대한 노

하우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화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

□ 가격자유화,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손보업계에서도 기존의 획일적인 보험판매

에서 탈피하여 기존 판매조직의 적절한 재구축과 신규 판매채널의 효율

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사의 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

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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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 生産

□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2000년 1월 들어 28.8% 증가하여 전년 12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전월중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전월대비증가율

도 3.2% 플러스로 반전되었음.

o 컴퓨터, 음향·통신, 자동차, 전기기계, 반도체 등 대다수 업종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o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3개월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음.

□ 전기·가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비제조업도

활발한 산업활동을 반영하여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3%p 정도 낮아진 6.5% 수준으로 예상되는

데 이런 성장세와 환율의 안정에 힘입어 1인당 소득은 IMF 이전 수준인

1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99년 10.7%의 고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우리 경제는 금년 1월 들어
서도 활발한 산업활동을 반영하여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도·소매 등 비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표 1> 산업생산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99. 10 11 12 4/ 4 연간 2000.1

제 조 업 생 산 34.2 29.9 25.3 29.6 25.0 28.8
제조업 평균 가동률 78.5 80.3 80.6 79.8 76.5 80.6
전기·가스생산지수 19.4 14.4 14.9 16.0 12.3 14.9
도·소매판매액지수 16.2 16.2 14.9 15.7 13.0 16.6

資料: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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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消費 및 投資

□ 소비는 금년 1월중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o 소매판매는 특소세가 인하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

고, 自動車·車輛燃料販賣의 높은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內需用消費

財出荷 역시 耐久財와 非耐久財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음.

□ 設備投資는 1월중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확산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음.

о 同行指標인 機械類內需出荷가 크게 늘어(56.5%) IMF 이전 최고수준

( 97년 7월)에 도달하였음.

о 先行指標인 國內機械受注도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에서 크게 증

가하여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음.

о 건축허가면적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세

도 지속되고 있음.

99년 10.5%를 기록한 가계소비지출은 금년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
를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역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
히 건설투자 부문의 회복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2> 투자ㆍ소비 및 경기 관련 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10 11 12 4/ 4 연간 2000. 1

소 매 판 매 12.2 12.8 16.4 13.9 9.8 14.0
내 수 용 소비재출하 28.8 25.4 20.1 24.6 21.1 20.8
내 수 용 소비재수입 61.2 16.8 13.6 26.4 25.5 -
설 비 투 자 추 계 52.3 63.5 69.9 61.9 43.5 -
기 계 류 내수출하 46.7 53.0 41.6 46.8 32.3 56.5
내 수 용 기계류수입 63.6 62.6 79.4 68.6 28.1 -
건 축 허 가 면 적 277.7 120.7 172.3 173.4 42.3 89.6

資料: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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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對外去來

□ 1999년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상품수지의 흑자

에 힘입어 250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2000년 1월 들어서도 흑자

기조는 지속되었으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흑자규모(3.2억 달러)는 큰 폭

으로 축소되었음.

□ 2000년 1월에는 중화학공업제품 수출(통관기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

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31.6%)을 기록하였음.

о 2월중 수출은 對선진국 및 對신흥시장국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128억

달러(37.3% 증가)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2000년 1월중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동월대비 45.8% 증가하여 99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4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о 2월의 수입은 57.5%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원유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함.

99년 중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155.6억 달러 축소된 250억 달러 흑
자를 기록하여 98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2000
년 1월에는 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표 3> 대외거래 동향
(단위: 억 달러)

1999 2/ 4 3/ 4 4/ 4 2000. 1 2
경 상 수 지 250.0 63.8 66.4 57.9 3.2 -
상 품 수 지
서 비 스 수 지
소 득 수 지

287.2
-10.1
-46.6

80.1
-4.9

-15.8

71.9
-2.9
-7.3

67.2
-1.0

-13.3

6.3
-3.2
-0.9

-
-
-

수 출 (통 관) 1,437 357.8 351.5 443.1 121.9 128.2
수 입 (통 관) 1,198 287.4 297.1 327.8 125.8 120.2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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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雇傭 및 賃金

□ 금년 2월 고용동향은 실업자가 전월보다 6천명 감소한 112만명,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5.3%를 기록하여 고용사정의 개선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о 2월의 계절조정 失業率 전월대비 0.2%p 감소한 4.8%로 나타나, 98년

1월(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실업자 감소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취업자가 증가한데 기인함.

о 취업자 증가는 주로 정보통신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고용확대, 인턴

사업 및 정보화근로사업의 시행, 농사철 대비 일거리 증가에 기인합.

□ 99년 월평균임금은 1,599천원으로 전년대비 12.1% 상승하여 96년(11.9%)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의 임금상승률을 보임.

о 이는 IMF이전인 97년의 1,463천원을 초과한 수준으로, 명목임금과 실

질임금 모두 IMF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특히 99년 12월의 특별급여상승률이 48.6%를 기록하여 99년의 임금상

승은 특별급여에 의한 상승이 두드러졌음.

99년의 임금수준은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
여 두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였고, 고용사정은 금년 1, 2월 들어 계절
적 요인을 제거한 경우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4> 10인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
(단위: 천원, %)

1998 1999
12 연평균 12 연평균

임 금 총 액 1,769 1,427 2,176
23.1
21.4

1,599
명목임금 상승률 1.3 -2.5 12.1

실질임금 상승률 -2.5 -9.3 11.1

資料: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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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金利

□ 콜금리의 소폭 인상(2월 10일)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 이후 대우채환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된 데 힘입어 장기시장금리인 회사채수익률이

10%대에서 9%대로 소폭 하락하였음.

о 3월 들어서는 전년 4/ 4분기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

산업생산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폭 반등되었음.

□ 4%대를 유지하던 콜금리는 長短期金利差의 해소를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

으로 인해 소폭 인상됨에 따라 5%대에서 형성되었음.

□ 장기금리인 국고채와 회사채수익률은 3월 들어서도 2월과 비슷한 수준인

9.06%, 10.00%를 기록하였음.

□ 정책당국의 강력한 금리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상수지의 악화

우려, 국제유가 인상, 물가상승 압력과 같은 시장요인은 금리인상을 압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한 불안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콜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
고 장기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인상을 유발하는 여타 변수들이 시장에 잠재한 상태임

<표 5> 주요시장금리 추이
(단위: %)

99. 6 7 8 9 10 11 12 2000. 1 2 3.24
콜 (1일)

C 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4.8 4.8 4.7 4.7 4.7 4.7 4.8 4.8 5.0 5.1

6.3 6.8 7.2 7.5 7.3 6.9 7.2 7.3 7.1 7.0
6.9 7.9 8.9 9.3 8.3 8.5 8.9 9.3 9.1 9.1
8.1 8.6 9.9 10.4 9.1 9.5 9.9 10.3 10.0 10.0

資料: 한국은행

- 24 -



포커스

바 . 株式市場 및 資金市場

□ 주식시장은 2월 중 미국 다우존스지수의 약세, 국제유가 상승, 일부 기관투

자자의 코스닥주식 편입을 확대하기 위한 거래소 주식매각 등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800선으로 하락하였다가 3월 들어서는 정보통신 및 바이오 등 성장

주를 중심으로 반등 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월, 3월 초반 미국 나스닥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급등세를 보였던 코

스닥시장은 한때 1일거래대금이 5조원 대에 이르렀으나, 3월 중순 이후에는

상당히 위축된 국면을 보이고 있음.

о 이는 기업실적보다는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주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는

투자행태에 대한 경계, 대규모 물량공급 등의 부담요인에 기인함.

□ 자금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은행예금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투신사

의 수신 감소액은 예상규모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о 은행예금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2월 중 12조 735억원이 증가하여 전월(8

조 5천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о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대우채권 지급비율 인상 이후 환매가 크게 증가하였

으나 상당부분이 MMF, 후순위담보채권 펀드 등으로 다시 유입됨에 따라

투신사의 실제 수신감소액은 예상보다 적은 12조 5천억원에 머물렀음.

о 2월중 주식형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의 증가세는 확대되었으나 고수익

펀드 및 후순위담보채권펀드를 제외할 경우 9천억원 정도 감소하였음.

주식시장은 코스닥시장의 급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거래소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은 은행예금의 증가세는 확대되
는 반면 주식형 금융상품의 증가세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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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

<표 6>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99. 11 12 2000. 1 2 3. 22

주 식 형 수 익 증 권

뮤 추 얼 펀 드1)

단 위 형 금 전 신탁2)

간 접 투 자 상 품 계

2,517 -13,045 18,727 28,394 22,470

604 8,059 2,078 3,370 -

6,218 2,474 1,558 1,270 -
9,339 -2,512 22,363 33,034 -

고 객 예 탁 금 17,867 -26,175 24,156 11,898 5,297
정 기 예 금

수 시 입 출 식

은 행 예 금

61,543 8,731 51,921 112,881 -
32,466 -10,874 36,974 6,369 -

100,034 30,550 84,585 120,735 82,621

은 행 금 전 신 탁 -56,584 -47,528 -19,524 -28,392 -12,723

종 금 사 수 신 5,411 -31,084 -3,808 1,017 -

투 신 사 수 신 -97,423 -137,363 5,537 -124,998 -
註: 1) 납입액 기준

2) 주식투자가 가능한 성장형 및 안정성장형 기준
3) 대우 관련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전환분(10조 2,876억원) 제외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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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換率

□ 외환시장에서는 금년 1월과 2월에도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입1) 등에 힘입어 원/ 달러 환율이 1,150

원대 이하로 하락하였음.

о 3월 들어서는 원/ 달러 환율이 1,120원대 미만으로 하락하여 2년여만에 원

화의 최강세를 기록하였음.

о 금년 들어 원화가치 상승률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가운데 대

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2.2%를 기록하였음.

□ 현재와 같은 원/ 달러 환율의 인하추세는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세 지속, 경상수지흑자 등으로 달러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요인이 크지만,

원화절상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о 싱가포르의 7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 말까

지는 원/ 달러 환율이 1,055원대로 인하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1) 3월초 기준 외국인 주식순매수(증권거래소) 금액이 99년 한 해 동안의 금액을 초과하였음.

원/ 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주식투자 자금
이 크게 확대되는 등 달러공급이 초과된데 기인하여 1,120원대 수준
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원화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7> 원/달러 환율 추이(기준환율)
(단위: 원, %)

99. 8 9 10 11 12 2000. 1 2 3. 24

연 월 말
1,184.9

(12.4)
1,218.7 1,200.5 1,157.5 1,145.4 1,122.1 1,131.8 -

(12.7) (9.4) (7.4) (5.4) (4.7) (8.0) -

연월평균
1,199.8

(8.6)
1,197.0 1,206.4 1,177.2 1,138.4 1,131.1 1,128.8 1,108.7

(14.5) (10.8) (9.9) (6.6) (4.0) (5.1) -
주: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절상율(+), 절하율(-)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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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 FY'99 3/ 4분기 생명보험산업은 99년 들어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실업율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총자산과 수입보험료, 사업비, 수지상황

에서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 투자수입 및 지급보험금 지

표는 2/ 4분기에 비해 후퇴하고 있음.

o FY'99 3/ 4분기 保險收支差는 보험회사의 내실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손

익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따라 전년도 3/ 4분기 이후 처음으로 2

조 4,358억원(前分期 대비 791%증가)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 總資産은 前分期에 비해 14.7% 증가한 110조 1,692억원으로 IMF이후 최

고치를 기록하였음(전년동기 대비 19.4%증가).

o 이는 수입보험료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험수지차의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投資收入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입이 감소세

로 돌아섰는데 前分期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2조 2,723억원을 기록하

였음.

FY'99 3/ 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실적은 支給保險金 지출증가와 投
資收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收入保險料가 70.2% 증가하여 前分
期에 비하여 保險收支가 크게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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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총 자 산
891,042 922,982 922,985 922,985 941,388 960,858 1,101,692

-0.3 3.6 0.1 1.5 2.0 2.1 14.7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101,733 142,525 112,725 467,004 98,832 95,615 162,691

-7.5 40.1 -20.9 -4.6 -12.3 -3.3 70.2

투 자 수 입
22,847 28,718 23,922 100,462 27,495 27,709 22,723

-8.5 25.7 -16.7 10.4 14.9 0.8 -18.0

지급보험금
111,245 116,662 106,233 461,483 89,849 84,037 122,345

-12.6 4.9 -8.9 12.1 -15.4 -6.5 45.6

사 업 비
16,355 14,919 17,403 66,011 13,558 15,099 15,988

-5.6 -8.8 16.6 -8.0 -22.1 11.4 5.9

보험수지차
-25,867 10,944 -10,911 -60,490 -4,575 -3,522 24,358

25.4 142.3 -199.7 -1,099.8 58.1 23.0 791.6

註: 증감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율, 총자산수익률의 분기별 추이

註: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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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 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 FY'99 3/ 4분기 수입보험료는 個人保險과 團體保險 모두 FY'99년도에 들어

최고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4.1% 증가한

16조 2,691억원을 기록하였음.

o 전체적으로는 前分期 대비 70.2%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경기호조와 고용증대

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가입의 급증과 일반회사의 결산일

이 12월에 몰려있어 동 보험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계절적

인이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임(특별계정이 前分期 대비 395% 증가한 3천억원).

o 사망보험 지속적인 성장세는 보험소비자 경향이 여전히 特定危險 또는 特

定疾病에 대해 저보험료로 고보장하는 무배당 보장성보험을 선호하고 있

음을 반영한 것임.

□ 支給保險金은 보험해약이 현저히 증가되어 전분기 대비 45.6% 증가한

12조 2,346억원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하여 수입

보험료 규모의 증가에 따른 해약의 증가인 것으로 추정됨.

o 또한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 대비 12.7%p 감소한 75.2%를 보이고 있어

수입보험료에 비해 지급보험금의 지출이 적음을 알 수 있음.

□ 事業費率은 전분기 대비 6.0%p 감소한 9.8%이며, 사업비는 전분기에 비

해 5.9% 증가하였음.

個人保險의 경우 前分期와 비교하여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에서 수
입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율, 사업비율이 개선되었으며, 團體保險은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8조 2천억원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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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ㆍ수입보험료증가율ㆍ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생존
보험

보험료 21,664 24,146 33,183 102,761 22,774 24,227 24,772

증가율 -8.8 11.5 37.4 -29.3 -31.4 6.4 2.2

비 중 21.3 16.9 29.4 22.0 23.0 25.3 15.2

사망
보험

보험료 19,118 20,412 21,744 79,680 22,735 24,436 25,965

증가율 3.9 6.8 6.5 19.4 4.6 7.5 6.3

비 중 18.8 14.3 19.3 17.1 23.0 25.6 16.0

생사혼
합보험

보험료 42,072 31,545 31,827 150,690 29,088 27,555 29,921

증가율 -7.0 -25.0 0.9 24.9 -8.6 -5.3 8.6

비 중 41.4 22.1 28.2 32.3 29.4 28.8 18.4

개인
보험계

보험료 82,855 76,104 86,754 333,131 74,597 76,219 80,658

증가율 -5.2 -8.1 14.0 0.1 -14.0 2.2 5.8

비 중 81.4 53.4 77.0 71.3 75.5 79.7 49.6

단체
보험계

보험료 18,877 66,420 25,970 133,873 24,235 19,396 82,033

증가율 -16.5 251.8 -60.9 -14.7 -6.6 -19.2 322.9

비 중 18.6 46.6 23.0 28.7 24.5 20.3 50.4

전 체

보험료 101,733 142,525 112,725 467,004 98,832 95,615 162,691

증가율 -7.5 40.1 -20.9 -4.6 -12.3 -3.3 70.2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비중은 전체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이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
이고, 연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 2) ' 99년부터 단체보험계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個人保險

□ FY'99 3/ 4분기 개인보험 收入保險料는 생존보험(2.0%)과 사망보험(6.3%),

생사혼합보험(8.6%)의 전종목에서 증가를 보였으며, 전분기 대비 5.8% 증

가한 8조 658억원을 기록하였음.

o 保險種目別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생존보험이 전분기보다 10.1%p

감소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보험은 9.6%p 감소한 16.0%, 생사

혼합보험은 전분기보다 10.4%p 감소한 18.4%(전년동기의 비중은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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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전체 개인보험의 비중은 전분기(79.7%) 대비 30.1p % 감소한 49.6%

를 기록하고 있음.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ㆍ지급보험금증가율ㆍ보험금지급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9,289 30,466 28,626 148,866 19,996 18,533 17,132

증가율 -22.2 -22.5 -6.0 -24.4 -30.1 -7.3 -7.6

지급율 181.4 126.2 86.3 144.9 87.8 76.5 69.2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7,887 7,528 7,464 30,088 7,038 7,376 7,513

증가율 9.4 -4.6 -0.8 72.1 -5.7 4.8 2.0

지급율 41.3 36.9 34.3 37.8 31.0 30.2 28.9

생사혼
합보험

지급보험금 18,775 18,264 30,287 88,969 28,340 24,895 28,607

증가율 -13.2 -2.7 65.8 53.6 -6.4 -12.2 14.9

지급율 44.6 57.9 95.2 59.0 97.4 90.3 95.6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65,952 56,258 66,377 267,923 55,374 50,803 53,262

증가율 -16.9 -14.7 18.0 -1.6 -16.6 -8.3 4.8

지급율 79.6 73.9 76.5 80.4 74.2 66.7 66.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45,292 60,404 39,969 193,673 34,475 33,234 69,084

증가율 -5.7 33.4 -33.8 38.9 -13.7 -3.6 84.2

지급율 239.9 90.9 153.9 144.7 142.3 171.3 84.2

전 체

지급보험금 111,245 116,662 106,346 461,596 89,849 84,037 122,346

증가율 -12.6 4.9 -8.8 12.1 -15.5 -6.5 45.6

지급율 109.3 81.9 94.3 98.8 90.9 87.9 75.2

註: 보험금지급율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표 2>와 동일.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98 이후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인 FY'99 3/ 4분기 개인보험의 保險

金支給率은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한 66.0%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

보다 7.9%p 감소하였음.

o 생존보험(7.3%p) 및 사망보험(1.3%p)의 보험금지급율이 지속적인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3/ 4분기에서 5.3%p 증가한 95.6%

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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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경우 실업율의 감소, 실질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

하여 해약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IMF체제 직후 판

매한 고금리 상품의 만기도래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ㆍ사업비증가율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생존
보험

사업비 3,259 3,281 4,675 14,969 2,869 2,882 2,918

증가율 -13.2 0.7 42.5 -37.6 -38.6 0.4 1.3

사업비율 15.0 13.6 14.1 14.6 12.6 11.9 11.8

사망
보험

사업비 7,809 7,193 7,912 30,190 6,995 8,170 8,647

증가율 7.3 -7.9 10.0 4.1 -11.6 16.8 5.8

사업비율 40.8 35.2 36.4 37.9 30.8 33.4 32.6

생사혼
합보험

사업비 4,508 3,548 3,775 17,380 2,829 3,029 3,338

증가율 -18.7 -21.3 6.4 15.8 -25.1 7.1 10.2

사업비율 10.7 11.2 11.9 11.5 9.7 11.0 11.2

개인
보험계

사업비 15,576 14,021 16,362 62,539 12,693 14,080 14,903

증가율 -6.0 -10.0 16.7 -8.0 -22.4 10.9 5.8

사업비율 18.8 18.4 18.8 18.8 17.0 18.5 18.5

단체
보험계

사업비 779 898 1,051 3,482 865 1,019 1,085

증가율 3.2 15.3 17.0 -7.9 -17.7 17.8 6.5

사업비율 4.1 1.4 4.0 2.6 3.6 5.3 1.3

전 체

사업비 16,355 14,919 17,413 66,011 13,558 15,099 15,988

증가율 -5.6 -8.8 16.6 -8.0 -22.1 11.4 5.9

사업비율 16.1 10.5 15.4 14.1 13.7 15.8 9.8

註: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표 2>와 동일.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3) 團體保險

□ FY'99 3/ 4분기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전분기 대비 322.9% 증가 8조

2,033억원이며, 점유율도 30.1%p 증가한 50.4%를 보임.

o 이는 企業構造調整이 마무리된 이후 기업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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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증가한 것과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일반회사가 결산시점에 대부분

의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짐.

□ FY'99 3/ 4분기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보험금(66.1%)과 환급금(123.4%)

및 배당금(163.1%)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322.9% 증가로 인하여

전분기 대비 86.8%p 감소한 84.2%(전년동기 대비 14.4%p 감소)를 나타냈음.

□ FY'99 3/ 4분기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신규계약이

전분기보다 증가하였으나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

비 4.0%p 감소한 1.3%를 보이고 있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99 3/ 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

매형태는 전분기 대비 16.9%p, 전년동기 대비 6.6%p 감소한 58.5%를 보이고 있

으며, 會社職級은 38.0%로 전분기(15.7%) 대비 22.3%p 증가하였음. 또한 代理店

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분기 대비 1.2%p 감소한 1.8%를 보이고 있음.

o 이는 보험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經營效率化를 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영업조직을 정비한 결과이며, 특히 회사직급에 의한 단체보험 모집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

□ 個人保險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에서 회사직급은 4%p가 감소한 1.2%이며,

모집인은 5.9%p 증가한 95.3%로 나타나 회사직급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한편, 전분기 대비 모집인에 의한 초회수입보험료 비중은 0.3%p 감소한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직급의 비중이 38%로 증가한 반면, 모집인
의 비중에서는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국사와 지
방사의 募集人 依存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전체 58.5%를 차지함

- 34 -



포커스

95.3%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직급은 1.0%p 증가한 1.2%, 대리점은 0.8%p

감소한 3.4%를 나타났음.

□ 團體保險의 경우, 회사직급이 60.6%, 모집인의 비중이 36.1%를 차지하여

여전히 회사직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리점의 비중은

전분기의 0.3%에서 0.6%p 증가한 0.9%를 보이고 있음.

<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개인
보험

회사직급 4.1 5.2 2.9 3.1 1.2 0.2 1.2

모 집 인 92.5 89.4 92.7 92.9 95.3 95.6 95.3

대 리 점 3.4 5.4 4.4 4.0 3.5 4.2 3.4

기 타 0.0 0.0 0.0 0.1 0.0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053 16,241 28,547 99,427 13,385 14,231 16,774

단체
보험

회사직급 59.4 43.7 42.3 48.1 53.2 49.4 60.6

모 집 인 37.2 54.8 57.6 50.7 46.6 31.6 36.1

대 리 점 3.4 1.5 0.1 1.1 0.2 0.3 0.9

기 타 0.0 0.0 0.0 0.1 0.0 18.6 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541 38,368 16,503 80,430 7,504 6,563 27,464

전체

회사직급 20.0 32.3 17.3 23.2 19.9 15.7 38.0

모 집 인 76.5 65.1 79.8 74.0 77.8 75.4 58.5

대 리 점 3.4 2.6 2.7 2.7 2.3 3.0 1.8

기 타 0.0 0.0 0.1 0.1 0.0 5.9 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594 54,609 45,050 179,858 20,889 20,794 44,237

資料: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특별계정제외).

□ FY'99 3/ 4분기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을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사와 외국사가 모집인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회사직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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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점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표 6> 참조).

o 旣存社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73.4%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은

각각 22.8%, 1.6%를 보이고 있음. 또한 신설사 중 內國社의 경우 회사직

급의 비중이 90.5%(단체보험이 대부분임), 모집인과 대리점은 9.2%, 0.3%

로 회사직급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外國社의 경우 회사직급, 모집인 및 대리점의 비중이 각각 15.5%,

75.7%, 5.8%로 전분기에 비해 회사직급의 비중이 13.3%p 증가하고, 모

집인의 비중은 9.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99 2/ 4 FY'99 3/ 4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10.1 61.4 43.1 38.8 2.2 22.8 90.5 53.1 77.8 15.5

모 집 인 79.9 37.3 53.2 58.0 85.5 73.4 9.2 36.0 21.7 75.7

대 리 점 3.0 1.3 3.8 3.2 7.8 1.6 0.3 10.9 0.2 5.8

기 타 7.0 0.0 0.0 0.0 4.5 2.2 0.0 0.0 0.3 3.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751 1,159 639 1,277 147 31,974 539 220 444 23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특별계정제외).

다) 市場占有率 現況

□ FY'99 3/ 4분기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78.6%로 전

분기(85.0%)에 비해 6.4%p가 낮아졌으나 신설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였음.

o 특히 기존 3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71.3%로 전분기에 비해 5.1%p

감소하였으며, 반면 내국사 및 합작사 지방사는 전분기보다 각각

FY'99 3/ 4분기 기존6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6.4%p 감
소한 78.6%이며, 단체보험의 수보 증가에 따라 신설사의 시장점
유은 21.4%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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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1.4%p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이러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신설사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계절적인 요소가 큰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0.5%p 감소).

□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전분기보다 0.0357p 감소한

0.1914로 나타났음.

<표 7>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상위 3개사 72.2 69.6 75.7 72.2 74.8 76.4 71.3

기존 6개사 81.4 79.1 84.2 81.7 84.9 85.0 78.6
내 국 사 8.5 11.1 7.8 9.3 8.0 7.1 8.8

합 작 사 3.9 4.6 3.8 4.1 3.7 2.9 4.3
지 방 사 5.6 4.8 3.6 4.5 2.6 3.0 7.3

외 국 사 0.5 0.4 0.6 0.5 1.3 1.4 1.1
허핀달지수 0.1984 0.1787 0.2374 0.1987 0.2119 0.2271 0.1914

註: 1) 영업정지 4개사(고려, 국제, BYC, 태양)의 실적은 1998년 12월에 인수사(제일, 삼성,
교보, 흥국) 실적에 반영되었으며, FY'99부터 메트라이프사는 외국사로 분류함.

2)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3)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99 3/ 4분기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110조 1,692억원으로 전

년대비 14.7% 증가함.

о 旣存社의 경우에는 15.2% 증가, 신설사의 경우에는 13.4% 증가하였는

FY 99 3/ 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4.7%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년대비 4.2%p 증가한 39.2%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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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신설사중 內國社는 12.1% 증가, 합작사는 11.3% 증가, 지방사는

18.0% 감소, 외국사는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39.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33.3%, 부동산이 8.7%, 현예금

및 예치금 5.2%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유가증권의 비중은 99년 3월말에 비해 4.2%p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

의 비중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유가

증권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기존사와 신설사간 다

소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о 유가증권의 경우 기존사는 투자유가증권이 총자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설사는 상품유가증권이 총자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어

두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설사중 외국사는 투자유가증

권이 총자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음.

о 이는 기존사와 외국사가 국내 타 신설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외국사의

경우 투자채권의 비중이 타 그룹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 1999년 4월부터 도입된 退職保險을 운용하는 特別計定資産은 전체의

4.0%이며, 기존사는 3.5%, 신설사는 7.2%임(외국사는 0%).

□ FY'99 상반기 국내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율(운용자산/ 총자산)은 87.1%로

서 FY 98 보다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사의 자산운용율이

신설사 보다 8.3%p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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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FY'99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전체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평균

현예금 및 예치금 4.5 7.0 9.4 10.3 21.7 9.2 5.2

유 가 증 권 39.7 36.3 44.2 27.8 48.5 36.9 39.2

상품유가증권 10.3 29.6 27.7 23.1 3.8 25.9 12.5

- 주 식 2.2 5.0 3.1 4.8 1.1 4.3 2.5

- 채권 등 0.7 14.8 6.0 6.5 2.5 10.1 2.0

- 수익증권 7.4 9.8 18.6 11.8 0.2 11.5 8.0

투자유가증권 29.4 6.7 16.5 4.7 44.7 11.0 26.7

- 주 식 3.9 3.3 1.3 0.4 0.4 2.0 3.6

- 채권 등 16.7 2.9 14.9 4.3 43.9 8.6 15.5

- 수익증권 8.8 0.5 0.3 - 0.4 0.4 7.6

대 출 채 권 34.4 29.9 24.5 26.4 9.0 26.5 33.3

부 동 산 9.1 7.1 4.8 7.6 0.3 6.3 8.7

운 용 자 산 계 88.3 82.0 83.3 72.9 79.5 80.0 87.1

비 운 용 자 산 8.2 12.3 13.4 11.1 20.5 12.8 8.9

일반계정 자산 계 96.5 94.3 96.6 83.9 100 92.8 96.0

특 별 계 정 자산 3.5 5.7 3.4 16.1 - 7.2 4.0

총 자 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나)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99 3/ 4분기 국내 생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1.0%로 FY 98에 비해

0.8%p 증가하였으며, 運用資産收益率은 전년도와 동일한 12.2%로 나타남.

FY 99 3/ 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수익률은 11.0%로 전년에 비
해 0.8%p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12.2%
나타났으며, 상품주식의 수익률이 91.6%로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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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운용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증권시장의 활황

에 따른 상품주식의 높은 수익률(기존사 94.4%, 신설사 85.0%)에 힘입

어 21.1%의 수익률을 시현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이 10.8%의 수

익률을 시현함.

□ 보험사 그룹별 운용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15.5%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합작사 14.1%, 기존사 및 지방사 11.9%, 외국사 10.6%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국내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주식투자

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외국사의 경우 상품주식의 투

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한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

로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 그룹별 유가증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26.4%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지방사 19.6%, 기존사 및 합작사가 16.8%, 외국사 11.8%

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내국사의 수익률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상품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았고 투자유가증권의 수익률이 22.0%로서 타 그

룹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기 때문임.

□ 보험사 그룹별 대출채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합작사가 13.8%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내국사 11.3%, 외국사 11.2%, 기존사 10.7%, 지방사 10.3%

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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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FY'99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전체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평균

현·예금 및 예치금 4.0 5.9 5.3 4.5 7.7 5.8 4.3

유 가 증 권 16.8 26.4 16.8 19.6 11.8 17.3 21.1

상품유가증권 26.3 27.5 18.0 21.8 21.8 23.7 25.4

- 주 식 94.4 89.9 94.4 71.5 46.8 85.0 91.6

- 채권 등 11.6 3.9 10.5 9.5 11.5 6.1 8.7

- 수익증권 8.0 21.4 11.9 10.0 0.2 15.2 10.1

투자유가증권 14.4 22.0 14.5 4.4 11.1 15.0 14.4

- 주 식 40.5 34.1 66.0 5.4 30.6 38.5 40.4

- 채권 등 10.4 4.4 8.2 4.2 10.5 8.1 10.3

- 수익증권 11.2 19.7 3.2 3.5 15.3 12.6 11.2

대 출 채 권 10.7 11.3 13.8 10.3 11.2 11.5 10.8

- 개인대출 11.6 13.6 15.7 13.5 11.8 14.1 11.9

- 기업대출 9.4 10.0 11.2 8.7 9.2 9.8 9.4

부 동 산 2.4 1.4 1.6 1.4 1.1 1.5 2.3

운 용 자 산 계 11.9 15.5 14.1 11.9 10.6 14.1 12.2

비 운 용 자 산 0.2 0.5 0.2 0.6 0.1 0.4 0.3

총 자 산 10.9 13.4 12.0 10.3 8.2 12.1 11.0

註: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포함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양성문 팀장 / 이상우 연구원)

- 41 -



국내보험동향

나 .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99 3/ 4분기 損害保險 原受保險料는 지속된 경기확장과 자동차보
험의 성장에 기인하여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3조 7,386억원을 기
록하였으나, 사업비는 4.2% 증가하였음

□ FY 99 3/ 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總資産은 26조 6,54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수보험료는 지속된 경기확장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 기인하여 2/ 4분기

대비 4.0% 증가한 3조 7,386억원을 기록함.

о 화재보험(17.9%), 자동차보험(7.5%), 보증보험(9.5%), 장기보험(2.7%) 등

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해상보험(-15.8%), 해외원보험

(-25.0%), 개인연금보험(-0.6%)은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의 總營業利益은 전분기에 비하여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1조

2,247억원의 赤字를 시현하여 2조 8,419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음.

о 이는 자산운용이익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보험 및 보증보

험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의 실적이 저조한데

기인함.

о 국내 11개 원수사의 총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0.5% 감소(4,761억원 ⇒

4,261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업성과로 당기순이익도 전분

기의 3,828억원에 비해 453억원(11.8%) 감소한 3,375억원을 시현하였음.

□ 이와 같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11개 원수사의 경우 3/ 4분기 현재 1조

2,341억원의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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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 99

3/ 4 4/ 4 연간 1/ 4 2/ 4 3/ 4

총 자 산
222,149 224,295 224,295 254,274 255,645 266,541

5.3 1.0 12.5 13.4 0.5 4.3

원 수 보 험 료
31,749 33,733 142,536 34,571 35,942 37,386

-15.5 6.2 -12.7 2.5 4.0 4.0

순 보 험 금
13,816 13,117 47,348 17,186 15,629 16,131

228.9 -5.1 -20.4 31.0 -9.1 3.2

순 사 업 비
8,138 8,167 33,912 8,524 8,920 9,295

-13.1 0.4 -12.0 4.4 4.6 4.2

장 기 환 급 금
10,513 10,834 48,558 9,523 9,259 12,857

-21.4 3.1 17.2 -12.4 -2.8 38.9

보험영업이익
-2,728 -1,412 -21,155 -6,402 -21,588 -16,691

-325.1 48.2 -7.3 353.4 -237.2 22.7

자산운용이익
807 888 8,911 10,063 1,755 4,444

-79.1 10.0 -26.9 1,033.2 -82.6 153.2

총 영 업 이 익
-1,921 -524 -12,244 3,661 -19,833 -12,247

-137,9 -72.7 15.2 -798.7 -641.7 38.2

註: 1)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이익의 합임.
2)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 純事業費는 전분기대비 4.2% 증가한 9,295억원을 기록하였음.

о 이는 원수보험료 증가율(4.0%) 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로 장기보험의

사업비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長期還給金은 전분기에 비해 38.9% 증가하여, 2/ 4분기의 2.8% 감소와 대조

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가계저축보험의 만기 도래에 따른

영향이라 하겠으며 향후 일정기간 동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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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 FY'99 3/ 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3조 7,386억원

을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표 11>참조).

о 原收保險料는 경기회복,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7.5%), 화재

(17.9%), 장기(2.7%), 특종보험(1.5%) 등의 보험료수입이 증가하여 FY'98 3/ 4분

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о 해상보험, 해외원보험의 경우 전분기의 급격한 성장과 대조적으로 마이너

스 성장을 보인 반면,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성장률 감소추세가 둔화되었음.

□ 손해보험에서 長期保險이 차지하는 비중은 FY'98 4/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활발한 영업활동 및 플러스보험 판매호조

로 점유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о 대부분의 일반손해보험 종목의 경우 정체 내지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의 合算比率 누적치는 전분기에 비하여 2.0%p 증가하여 FY'98 1/ 4

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3.2%를 기록하였음.

о 특종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종목의 손해율이 증가하여 손해보험 전체 손

활발한 생산활동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증, 화재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나,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어 전체 합산비율이 143.2%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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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2.0%p 높은 116.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FY'98

1/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임.

о FY'99 3/ 4분기 사업비율은 26.5%로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종보험, 해외원보험, 장기보험의 사업비율은 증가한 반면, 여타

종목의 사업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註: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구 분
FY '98 FY 99

3/ 4 4/ 4 연간 1/ 4 2/ 4 3/ 4

화 재
보험료 739 581 2,735 664 643 758
성장율 10.6 -21.4 -15.0 14.3 -3.2 17.9
비 중 2.3 1.7 1.9 1.9 1.8 2.0

해 상
보험료 905 945 3,738 1,069 1,311 1,104
성장율 2.3 4.4 -6.2 13.1 22.6 -15.8
비 중 2.9 2.8 2.6 3.1 3.6 3.0

자동차
보험료 13,202 11,703 52,805 12,613 13,828 14,862
성장율 -4 .3 -11.4 -14.5 7.8 9.6 7.5
비 중 41.6 34.7 37.0 36.5 38.5 39.8

보 증
보험료 -1,928 1,150 6,108 1,305 1,383 1,515
성장율 -164.2 -159.6 -52.8 13.5 6.0 9.5
비 중 -6.1 3.4 4.3 3.8 3.8 4.1

특 종
보험료 2,208 2,156 9,052 2,355 2,322 2,357
성장율 -0.9 -2.4 7.4 9.2 -1.4 1.5
비 중 7.0 6.4 6.4 6.8 6.5 6.3

해외원

보 험

보험료 168 232 859 160 200 150
성장율 -27.3 38.1 8.9 -31.0 25.0 -25.0
비 중 0.5 0.7 0.6 0.5 0.6 0.4

장 기
보험료 14,846 15,400 60,447 14,857 14,748 15,143
성장율 -1.3 3.7 -4.1 -3.5 -0.7 2.7
비 중 46.8 45.7 42.4 43.0 41.0 40.5

개 인

연 금

보험료 1,609 1,566 6,792 1,548 1,507 1,498
성장율 -6.3 -2.7 -24.9 -1.1 -2.6 -0.6
비 중 5.1 4.6 4.8 4.5 4.2 4.0

전 체
보험료 31,749 33,733 142,536 34,571 35,942 37,386
성장율 -15.5 6.2 -12.7 2.5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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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動車保險

□ FY'99 3/ 4분기 자동차보험의 原收保險料는 1조 4,862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에서의 비중 또한 전분기

에 비해 1.3%p 증가한 39.8%를 시현하였음.

о 이와 같은 보험료 증가 추이는 경기상승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의 증

가 및 플러스보험의 판매호조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105.3%로 전분기에 비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이는 최근 3개년 분기별 손해율 실적중 최고수준으로 FY'98 1/ 4분기

이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난해말 레져

용 차량이 급증한 가운데 사고가 빈발하는 등 99.4월 4.04%이던 사고

율이 11월에는 4.91%까지 높아진데 기인하였다 하겠음.

(3)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1조 5,143억원, 1,49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7% 증가 및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5%, 4.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5%p,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장기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유비가 감소한 것은 자

동차보험의 보험료 증가율이 장기보험의 보험료 증가율을 훨씬 상회

한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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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註: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별.

□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전분기대비 0.7%p 증가한 113.5%,

개인연금보험은 전분기대비 1.2 %p 증가한 127.9%로 나타났음 .

о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손해율은 전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여 각각 92.3%, 112.8%를 기록하였음.

о 사업비율은 각각 21.2%, 15.1%를 기록하여 각각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FY '98 FY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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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55.2
58.3

56.1
60.4

32.5
59.0

44.9
57.8

48.4
57.1

합산비율 113.5 116.5 91.5 102.7 105.5

해상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40.3
46.8

43.9
46.2

23.7
42.5

36.3
42.5

40.9
42.2

합산비율 87.1 90.1 66.2 78.8 83.1

자동차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61.5
33.1

61.7
34.9

65.8
34.3

68.8
34.4

71.5
33.8

합산비율 94.6 96.6 100.1 103.2 105.3

보증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359.3
10.5

300.7
21.8

299.8
14.6

523.9
13.2

535.1
12.0

합산비율 369.8 322.5 314.4 537.1 547.1

특종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58.1
39.5

57.1
36.9

56.3
23.0

58.9
21.0

55.3
22.7

합산비율 97.6 94.0 79.3 79.9 78.0

해외원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69.5
55.0

60.6
33.4

41.6
30.1

45.1
38.2

52.0
39.2

합산비율 124.5 94.0 71.7 83.3 91.2

장기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94.1
18.2

93.1
16.9

91.2
20.7

92.1
20.7

92.3
21.2

합산비율 112.3 110.0 111.9 112.8 113.5

개인연금
손 해 율

사업비율

111.6
11.6

114.1
8.4

109.4
14.9

111.1
15.6

112.8
15.1

합산비율 123.2 122.5 124.3 126.7 127.9

전 체
손 해 율

사업비율

91.8
25.4

89.6
25.5

92.9
26.4

114.7
26.5

116.7
26.5

합산비율 117.2 115.1 119.3 1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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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證保險

□ FY'99 3/ 4분기 보증보험의 실적은 납세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증보험 상품

의 전반적인 판매호조로 원수보험료가 전분기대비 4.1% 증가한 1,515억원

을 시현하였음.

о 납세보증과 소액대출보증 등의 증가세에 기인하여 보증보험의 시장점

유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0.3%p 증가한 4.1%로 나타남.

□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535.1%로 IMF에 따른 경기수축 효과가 나타났던 지난

FY'98 1/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о 이는 대우사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 현 손해율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о 사업비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1.2%p 감소한 12.0%를 시현하여 사업비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5) 其他保險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분기에 비해 15.8 % 감소한 1,104억원을

기록하여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에 비하여 0.6%p

감소한 3.0%를 보이고 있음 .

о 화재 및 특종보험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7.9%, 1.5% 증가한 758억원,

2,357억원을 시현하였음.

□ 동 보험종목들의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05.5%, 해상보험이

83.1%, 특종보험이 78.0%로서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의 경우 전분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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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특종보험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회사직급과 모집인을 통한 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FY'99 3/ 4분기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3조 7,386억원 중

회사직급 8.9%, 모집인 45.7%, 대리점 45.0%, 공동인수 0.4%로 나타났음.

о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회

사직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 4월 부가보험료의 자유화를 계기로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손보사의 노력으로 DM, TM, CM 등 저비용의 신규채널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

며, 기존의 판매채널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 해상·보세화물공동인수, 원자력공동인
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구 분
FY '98 FY '99

3/ 4 4/ 4 연간 1/ 4 2/ 4 3/ 4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9.2
46.8
43.6

0.4

1.1
51.1
47.5

0.3

10.3
46.6
42.5

0.5

9.7
46.4
43.6
0.3

9.7
46.1
43.8

0.4

8.9
45.7
45.0

0.4
원수보험료 34,955 33,733 142,536 34,571 35,942 3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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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손해보험회사의 규모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대형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영업력 차이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과점
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규모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대형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

한 마케팅 강화, 소비자의 건전 금융기관 선호 등의 요인에 따라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 寡占化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о FY'99 3/ 4분기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3%p 증가한 53.3%

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0.1%p 증가한 0.4%로 나타났음.

о 이와 같이 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가 會社認知度 및

財務健全性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사차

원에서도 각종 제휴 및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전분기 0.1373에 비하여 다소 감소

한 0.1362으로 나타났음.

<표 14>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구 분
FY '98 FY '99

3/ 4 4/ 4 연간 1/ 4 2/ 4 3/ 4

점유비

상위1개사 25.4 25.1 25.5 25.8 26.4 25.7
상위3개사 51.8 51.3 51.7 52.6 53.0 53.3
상위5개사 72.3 71.9 71.5 72.6 73.5 73.5
일반사 계 96.3 96.2 95.4 95.9 95.8 95.5
전 업 사 3.3 3.4 4.3 3.8 3.9 4.1
외 국 사 0.3 0.3 0.3 0.3 0.3 0.4

허 핀 달 지 수 0.1329 0.1312 0.1320 0.1354 0.1373 0.1362

- 50 -



포커스

2)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99 3/ 4분기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26조 6,541억원으로

FY 98 대비 18.8% 증가함.

о 保證社가 55.7%의 증가율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大型社 21.0%,

外國社 9.3%, 中小型社 4.4%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재보사의 경우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

□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47.1%

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13.3%, 현·예금

및 예치금이 11.9%, 부동산이 9.5%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은 지난 99년 3월말에 비해 8.2%p 증가한 반면, 대출

채권 및 부동산의 비중은 각각 2.5%p,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증권시

장의 활황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о 대형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비중이 총자산의 51.7%에 달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34.7%에 불과함. 또한 대형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1) 대형사는 원수보험료기준 상위4사(삼성, 현대, 동부, LG),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
내 원수7사, 외국사는 A .H .A, ACE, VIGILAN T임.

FY 99 3/ 4분기 국내 손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26조 6,541억원으로 전
년대비 18.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47.1%를 차
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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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현금과 예

금의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5> FY'99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о 외국사의 경우 대출채권 및 부동산의 비중이 낮은 반면 현·예금 및

상품유가증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금흐름을 중시한 자

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о 대출채권의 비중은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하여 4.9%p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경우에는 중소형사의 30% 수준에 불과한데 외국사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임.

구 분 대형사 중소형사 재보사 보증사 외국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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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51.7
34.2
4.7

21.4
8.1

17.5
6.4

10.7
0.5

14.7
9.9

17.8
34.7
26.7

7.0
9.7
9.9
8.0
2.7
5.2
0.1

19.6
12.2

6.9
43.7
41.1

1.6
16.8
22.8

2.6
0.2
2.3

-
0.5
7.5

5.2
49.3
44.6

1.3
12.2
31.1
4.7
3.4
0.4
1.0
1.3
4.5

19.6
43.3
41.3

7.8
33.5

-
2.0

-
2.0

-
5.7

-

11.9
47.1
34.2
4.6

17.3
12.4
12.8
4.8
7.6
0.4

13.3
9.5

운 용 자 산 계
비 운 용 자 산

87.8
10.5

84.2
14.9

58.6
41.4

60.3
39.7

68.7
31.3

81.7
17.1

일반계정 자산계
특 별 계 정 자 산

98.3
1.7

99.1
0.9

100.0
-

100.0
-

100.0
-

98.8
1.2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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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4월부터 도입한 退職保險을 운용하는 特別計定資産은 전분기에

비해 0.8%p 증가한 1.2%를 기록하여 국내사들이 퇴직보험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Y'99 3/ 4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율(운용자산/ 총자산)은 81.7%로

서 FY'98 보다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대형사의 자산운용율은 87.8%, 중소형사는 84.2%, 재보사, 보증사 및 외국

사는 60% 전후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비운용자산인 보험미수금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임.

나)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99 3/ 4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2.2%, 運用資産收益率은

15.0%로 나타남.

о 운용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계속된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상품

주식 부문에서 24.8%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으나, 현·예금, 유가증

권, 대출채권 등의 운용자산 수익률이 전분기에 비해 각각 0.8%p,

0.1%p, 0.3%p 감소하였음.

□ 보험사 그룹별 운용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외국사가 17.4%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중소형사 17.2%, 대형사 14.4%, 보증사 14.0%, 재보사 13.4%

FY 99 3/ 4분기 국내 손보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5.0%의 양호한 실
적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에 이어 증권시장의 활황이 지속됨
에 따라 상품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한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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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이는 외국사 및 중소형사의 경우 상품주식의 투자비중이 타 그룹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임(표 15 참조).

<표 16> FY'99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註: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포함.
資料: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손보사 그룹별 유가증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전분기에 이어 중소형사가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외국사 26.7%, 대형사 20.5%, 보증사

16.6%, 재보사 16.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손보사 그룹별 대출채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소형사 및 대형사가 각각

구 분 대형사 중소형사 재보사 보증사 외국사 전체

현·예금 및 예치금 5.6 7.6 4.7 2.5 4.6 6.2

유 가 증 권 20.5 33.0 16.2 16.6 26.7 21.9

상품유가증권 23.0 41.5 16.4 17.1 27.8 24.8

- 주 식 109.8 142.0 344.3 227.4 97.2 126.4

- 채 권 등 12.5 10.8 11.9 12.4 17.0 12.2

- 수익증권 12.6 16.4 11.3 14.6 - 13.6

투자유가증권 13.3 2.3 11.1 9.7 10.0 11.2

- 주 식 21.5 0.1 16.8 0.3 - 15.1

- 채 권 등 7.3 4.3 10.2 205.0 10.0 7.7

- 수익증권 31.8 2.4 - - - 20.8

대 출 채 권 11.6 12.1 4.7 1.5 6.1 11.7

부 동 산 1.3 0.9 4.7 1.2 - 1.2

운 용 자 산 계 14.4 17.2 13.4 14.0 17.4 15.0

비 운 용 자 산 - - - - - -

총 자 산 12.6 14.4 7.4 8.3 1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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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업사나 외국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시현함.

3) 生·損保社 資産運用 比較 分析

□ FY'99 3/ 4분기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132조 7,589억원으로

99년 3월말 대비 15.7%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о 전체 보험사 총자산중 생보사 비중은 79.9%이며, 손보사 비중은 20.1%

로서 99년 3월말에 비해 생보사는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FY'99 3/ 4분기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이며, 다음은 대출채권으로 나타났음.

о 손보사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은 47.0%로서 생보사 보다 7.8%p 높은 반

면, 유가증권중 장기투자대상인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은 12.8%로서 생

보사(26.7%)에 비해 13.9%p나 낮게 나타나고 있음.

о 손보사의 대출채권 비중은 13.3%로서 생보사 보다 20.0%p 낮게 나타

나 손보사의 자산운용이 생보사보다는 단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 계약이 상대적으로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о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은 생·손보사 모두 대출비중 및 부동산의

비중이 국내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FY 99 3/ 4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99년 3월에 비해 15.7% 증가
한 132조 7,58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FY'98 대비 자산증가율을 살펴보
면 손보사 18.8%, 생보사 15.0%로 유가증권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
는 손보사의 자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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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FY'99 3/4분기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비교

(단위: 억원, %)

註: 1) 생명보험사중 신설사의 총자산에는 외국사가 포함됨.
2) 손해보험사의 합계는 재보사 및 보증사를 포함한 수치임.

資料: 각 생명/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FY'99 3/ 4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5.0%로서 생보사보다

2.8%p 높게 나타났음.

о 이는 손보사의 경우 증권시장의 활황과 함께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

로 하는 상품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상품주식

의 수익률이 생보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임.

(권순일 책임연구원/양성문 팀장)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계

총 자 산* 907,896 153,153 10,4 16 1,061,048 154,675 61,360 728 266,54 1

포

트

폴

리

오

현예금 및 예치금 4.5 9.2 21.7 5.2 11.5 17.8 19.6 11.9

상품유가증권 10.3 25.9 3.8 12.5 34.2 26.7 41.3 34.2

투자유가증권 29.4 11.0 44.7 26.7 17.5 8.0 2.0 12.8

대출채권 34.4 26.5 9.0 33.3 14.7 19.6 5.7 13.3

부 동 산 9.1 6.3 0.3 8.7 9.9 12.2 - 9.5

운용자산계 88.3 80.0 79.5 87.1 87.8 84.2 68.7 81.7

비운용자산 8.2 12.8 20.5 8.9 10.5 14.9 31.3 17.1

특별계정자산 3.5 7.2 - 4.0 1.7 0.9 - 1.2

자
산
운
용
수
익
율

현예금 및 예치금 4.0 5.8 7.7 4.3 5.6 7.6 4.6 6.2

상품유가증권 26.3 23.7 21.8 25.4 23.0 41.5 27.8 24.8

투자유가증권 14.4 15.0 11.1 14.4 13.3 2.3 10.0 11.2

대출채권 10.7 11.5 11.2 10.8 11.6 12.1 6.1 11.7

부 동 산 2.4 1.5 1.1 2.3 1.3 0.9 - 1.2

운용자산계 11.9 14.1 10.6 12.2 14.4 17.2 17.4 15.0

비운용자산 0.2 0.4 0.1 0.3 - - - -

총자산 10.9 12.1 8.2 11.0 12.6 14.4 1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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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政策 및 制度動向

가 . 損害保險約款 改正

□ 금감원은 손해보험약관에 관련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가입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상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을 3월말까지 개선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음.

□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로 사망한 경

우에도 자기상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 상해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망시 지급하던 보험금을 1년 이내에 사망

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망보험금의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음.

□ 암, 고혈압 등 질병위험을 담보계약으로 하는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으

나, 규정개정으로 암 에 대해서만 90일 경과후 보상하며 그 외의 질병담

보는 계약일 이후부터 보상하도록 하여 보상기간을 확대하였음.

□ 자동차사고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였음.

(양성문 팀장)

금감원은 손해보험약관을 음주·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계약자 권익 확대 및 질병담보위험의 보상기간을 확대하는 방
향으로 개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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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監督規程 改正

< 표준책임준비금제도 >

□ 현행 준비금적립기초율(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은 보험료

산출기초율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가격자유화로 인

해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준비금적립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о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이 일정수준 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기초

율을 보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2000년 4월 이후

의 생명보험계약,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손해보험에 도입할 예정임.

□ 표준이율은 매사업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함.

о FY2000 표준이율은 배당보험 6.5%, 무배당보험 7.5%이며, 금리연동형 보

험계약의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о 표준위험율은 표준위험율 대상과 기타 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연동형상품에 대한 준비금 적립시 최고이율을 적

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준비금 부담이 발생함.

< 표준해약환급금제도 >

금감위는 표준책임준비금 및 표준해약환급금제도의 도입, 장기손해
보험과 개인연금손해보험의 특별계정운용, Outboun d TM시 준수사
항,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의 운영기준 신설, 보험사의 후순위자
금공여 제한에 관한 기준 신설 등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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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사업비의 자유화로 인해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여

해약환급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최저한도의 해약환급금 수준을 정하는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2000년 4월 이후 신계약에 적용하기로 함.

□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기초율은 다음과 같음.

о 이자율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자율과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한

표준이자율의 125% 중 낮은 것을 적용함.

о 신계약비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신계약비와 신계약비 한도 중 낮은 것

을 적용하며 위험율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것을 적용함.

□ 신계약비 상각금액은 신계약비의 100%이며 신계약비 한도 적용연령은 기

존의 기준연령에서 전연령으로 확대하였음.

□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각기간을

단축(10년 ⇒ 7년)하여 해약환급금이 평균 7.5% 증가됨.

о 보험상품별로 해약환급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해보험이 21.4%로 가장

높고, 보장성보험 10.1%, 교육보험 8.3%, 생사혼합보험 7.4%, 개인연금

4.5%임.

□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을 7년으로 일원화 함에 따라 향후 보험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о 제도변경으로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은 FY2000

593억원, FY2001 573억원, FY2002 673억원으로 예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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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정제도 >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손해보험의 자산을 일반손해보험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о 특별계정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종목별 운용손익을 분명히 하여 보험종목

상호간 손익보조를 차단하고, 계약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음.

□ 재산운용은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계정 혹은 특별계정

간 자산의 편·출입을 금지함.

□ 특별계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분배하는데

주주지분은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계약자지분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

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 Outboun d TM >

□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모집비용의 절감을 위

해 현재 금지되고 있는 Outbound TM 방식의 판매를 허용하였음.

о 동 방식이 허용되는 대상범위는 사전에 동의한 자, 기존 보험계약자, 적법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해 서면동의

를 받은 자로 제한하였음.

о 통신판매 종사자에게 청약시 보험계약자의 동의에 의한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약정내용 등에 관한 음성녹음을 남기도록 하여 사후에 발생할 분쟁

을 예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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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판매 >

□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을 사이버 몰에 기

재하도록 하였음.

о 이는 무허가 보험사업자의 영업, 허위과장 광고,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

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о 보험사업자의 본점 이외의 점포,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이 설치하는 사이

버몰은 보험모집 위탁보험사업자가 적정성을 심사한 후 사용하도록 함.

□ 인터넷 보험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자필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о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타 조치로는 인터넷 거래시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를 면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하였음.

< 후순위자금공여 >

□ 보험사의 후순위자금공여 금지대상 금융기관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

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음.

о 또한 후순위자금공여를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격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으로 제한하여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자금공여로 인한 보험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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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保險商品管理規程 整備

□ 금감원은 기존의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 손

해보험요율관리규정 및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관리규정 을 단일규

정인 보험상품관리규정 으로 정비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관련 규정의 정비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및 운용의 자율성이 확

대되었음.

о 보험상품의 판매전 신고(file & use), 판매후 보고(use & file)는 축소하고

대신 신고불요(no-file) 대상을 확대하였음.

о 보장성보험과 전통적 양로보험에만 허용하던 무배당보험의 개발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형태의 상품을 무배당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о 보험상품검증에 소요되던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하였음.

□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о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약관대출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

료가 자동대출되어 납입되는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를 약관에 반영하

고, 보험료납입방법으로 2개월납을 신설하였음.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및 예정신계약비, 일

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을 자유화하고,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율 자

유화 시한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2년 3월 이전으로 하였음.

(양성문 팀장)

금감원은 기존 4개의 손·생보 보험상품 및 요율 관련 규정을 단일
규정인 보험상품관리규정으로 정비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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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保險動向

가. 美國 ISO, 保險詐欺檢索엔진(ViewLink Manager)開發

□ Conning & Company社에 의하면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기와 관련

하여 매년 200억 달러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о 의료 및 생명보험업계는 이보다 5배 이상 큰 규모1)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о 이러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각 보험사는 내부에 보험사기조사팀을

두고 있으며, 감독당국에서도 州保險詐欺局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

비하여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о 1998년 2월 ISO는 보험사기 및 자동차 도난 방지를 위한 비영리조직인

全美保險犯罪局(The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으로 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인수하여 손해보험 부문의 통합 데이터베

1) Th e N ation al H ealth Care An ti-Frau d Association 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비용으로
1,200억 달러를 추정하였음.

1. 산 업 일 반

미국 손해보험회사가 ISO의 방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에 접속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엔진이 개발되어 사용자들에게 큰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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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인 ISO ClaimSearch 를 구축하였음.

□ ISO ClaimSearch 는 1억 4천만 건 이상의 방대한 전국적인 상해, 재물, 자

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기록이 DB화된 것으로 매년 3천 6백만 건의

보험금 청구 기록이 신규로 추가되고 있음.

о 이런 지급보험금 자료의 집적은 3,800개 이상의 보험회사, 자가보험자(captive)

및 제3기관(주로 의료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기관)의 상호협조 하에 이루

어지고 있음.

□ 기존 DB를 통한 자료검색은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었음.

о 수 많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집적된 방대한 분량의 지급보험금 정보는 불완

전한 경우가 많았으며, 입력오류 및 사기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

보를 제공하여 자료상 瑕疵가 있었음.

о 관련 자료가 흔히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집적되었거나 제3기관에서 제

공된 관계로 출처가 서로 다른 자료를 통합하는 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낭비적 요인이 존재하였음.

□ ISO는 2000 Insurance Fraud Management Conference 에서 보험사기 검색

엔진인 ViewLink Manager 를 발표하였음.

о 보험회사는 동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ISO의 ClaimSearch 시스템에 접속하

여 손해보험과 관련된 종합적인 보험금지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음.

о 동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지급보험금간 상관관계 분석 등이

가능하며, 분석결과를 사용자의 PC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64 -



해외보험동향

□ 기존의 검색엔진과 비교할 때 ViewLink Manager 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о 고객의 편의를 위주로 한 조회프로그램임.

о 잠재적 사기 성향이 의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찾아내기 위

해 자동적으로 원형 차트 및 스프레드 쉬트 형태로 결과를 보여줌.

о 복수의 보험금 청구 사건을 동시에 추적함.

□ 동 검색엔진은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도입하여 잠재적 사기로 인한 보

험금 청구 사건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음.

о 자동링크분석(automated link analysis)과 뛰어난 시각화 분석기법을 통

해 기존에는 3∼4일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15분 미만으로 단축시켰음.

о 사건당 소요 경비 역시 최소 수 백 달러에서 최대 수 천 달러까지 절

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링크(Link)분석은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밝혀서 이들 관계

뒤에 감추어진 의미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임.

о 복수의 주소 또는 복수의 차량이 하나의 전화번호와 링크되어 있는 계약자

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주의경보를 보내는 10개의 내장된 장치(built-in

flagging devices)를 통해 잠재적 사기성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냄.

□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사건 >

о 자동차에 부딪쳐서 부상당한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신원, 과거 의료기록

및 부상상태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20만 달러의 보

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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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о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자의 과거 기록을 살피기 위해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함.

о 검색 결과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12번이나 상

해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드러남.

о 더 나아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과거 보험금 청구자를 치료하

였던 정형외과 의사들과 변호사들간의 연관성도 파악함.

< 결과 >

о 사기 관련 여부를 검사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자에게 조정을 제시하였던

보험사는 그 안을 철회하고, 보험금 청구자의 변호인도 사건을 철회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게됨.

□ 보험회사는 ViewLink Manager의 발달된 검색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적 사기

사건을 좀 더 신속하게 적발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손보사의 손해율 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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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收益性 改善을 위한 車輛等級別 料率差等化 必要性2 )**

□ 미국 내 스포츠용 차량(sport-utility) 대수는 1990년 929천대에서 1999년 4월

에는 270만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о 보험사들은 스포츠용 차량의 증가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해 차별화된 요

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관심

을 제기하고 있음.

□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다수 존재함.

о Highway Loss Data Institute에 의하면 주행중 사고시 스포츠용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배상책임 손해액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남.

о Insurance Institu te for Highway Safety에 의하면 차량충돌시 스포츠용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탑승자 사망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현실적으로 이런 경험치와 요율산출과 관련된 다른 여러 요인들

과의 상호관련성을 구분하여 측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

고, 대부분의 경우 법적규제, 역사적 용인성(historical acceptability), 단순성

등에 근거하여 요율을 산출하고 있음.

□ 현재 미국 자동차보험사들의 대부분은 요율산출 원칙의 하나인 단순성을 강조

하여 모든 종류의 차종에 대해 단일한 배상책임요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음.

о 자동차보험 5위에 기록된 Progressive社만이 차량등급이 반영된 배상책임

* Best 's Review, Class Distin ction s", Janu ary 2000, p p .73∼75를 요약·정리한 것임.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차등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용인 정도가 상당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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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위인 Allstate社는 현재 Oregon州에서 차

등요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예정임.

о 6위인 Geico社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7위인 USAA社는 차량등급을

요율산출에 반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о 3위인 Farmers Insurance Group은 차량등급에 따른 차등요율 적용에는 지

지를 보내고 있지만, 자사의 요율체계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차량등급 요인을 반영하여 요율을 산출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관련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과 일반대중이 싫어한다는 것이었음.

о 그러나, Milliman & Robertson社의 연구결과는 차등요율 적용을 통해 보

험회사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대중의 이해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모델 설정 >

□ 모델에 적용되는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음.

о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영업이익(underwriting gains)으로 측정됨.

о 스포츠용 차량의 평균손해액은 $450, 평균사업비는 $100임.

о 非스포츠용 차량의 평균손해액은 $350, 평균사업비는 $100임.

< 모델 1 :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과 >

□ 보험회사가 스포츠용 차량과 非스포츠용 차량 모두에 대해 동일한 요율

을 적용하여 차량당 $500의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모든 보험사가 목표치

인 수입보험료 대비 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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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2 : 일부 보험사가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차등요율 부과 >

□ 전체 보험사 중 1/ 2은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비스포츠용 차량보다 높은

요율을 부과하고(스포츠용 차량 $550 vs 비스포츠용 차량 $450), 나머지

1/ 2의 보험사는 동일한 요율($500)을 부과함.

о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높은 요율을 부과한 보험사는 더 이상 가격경쟁력

이 없으므로 스포츠용 차량의 보험계약자를 모두 잃게 되지만, 비스포츠

용 차량 계약자 모두를 얻게 되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음.

о 반면, 동일한 요율을 부과한 보험사는 스포츠용 차량 계약자만 남고, 비스

포츠용 차량 계약자가 모두 이탈하여 1계약당 $50의 손해를 입게 되며 목

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함.

< 모델 3 : 동일한 요율을 부과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

□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차등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 그룹이 목표수익

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계약자의 보험료를 $550로 인상한 경우, 두 그

룹 모두 목표수익률을 달성함.

о 그러나 차등요율을 적용한 보험사는 스포츠용 차량 계약자와 비스포츠용 차

량 계약자 모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 보험사는 스포츠

용 차량 계약자만 보유하게 됨.

□ 위 모델을 통해 볼 때, 스포츠용 차량에 대해 차등요율을 적용한 보험사는

세 가지 경우 모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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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그러나 차등요율을 적용하지 못한 보험사는 역선택이 발생하여 목표수익

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모델 2> 참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요율인상이 불가피하였음(<모델 3> 참조).

<표 1> 모델 1을 가정할 경우

스포츠용 차량 非스포츠용 차량 모든 차량

피 보 험 자 수 500명 500명 1,000명

평 균 보 험 료 $500 $500 $500

평 균 손 해 액 $450 $350 $400

평 균 사 업 비 $100 $100 $100

평 균 이 익 -$50 $50 $0

수입보험료대비수익률 -10% 10% 0%

<표 2> 모델 2를 가정한 경우

스포츠용 차량 非스포츠용 차량 모든 차량

차별적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

피 보 험 자 수 0명 1,000명 1,000명
평 균 보 험 료 $550 $450 $450
평 균 손 해 액 $450 $350 $350
평 균 사 업 비 $100 $100 $100
평 균 이 익 $0 $0 $0
수입보험료대비수익률 0% 0% 0%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

피 보 험 자 수 1,000명 0명 1,000명
평 균 보 험 료 $500 $500 $500
평 균 손 해 액 $450 $350 $450
평 균 사 업 비 $100 $100 $100
평 균 이 익 -$50 $50 -$50

수입보험료대비수익률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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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용 차량이 다른 차량과 서로 다른 위험특성을 갖는다면 보험사는 차

등화된 요율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이는 요율산출시 동질적 위험집단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동질

적 그룹은 역선택과 상호보조(cross subsidies)를 막는 역할을 함.

□ 차등요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감독관, 운전자, 독립대리점 등)

이 이런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함.

о 1998년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of Americ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о 대다수 사람들이 스포츠용 차량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스포츠용 차

량 소유자의 70%와 비스포츠용 차량 소유자의 66%가 스포츠용 차량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표 3> 모델 3을 가정한 경우

스포츠용 차량 非스포츠용 차량 모든 차량

차별적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

피 보 험 자 수 500명 1,000명 1,500명

평 균 보 험 료 $550 $450 $450

평 균 손 해 액 $450 $350 $350

평 균 사 업 비 $100 $100 $100

평 균 이 익 $0 $0 $0

수입보험료대비수익률 0% 0% 0%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

피 보 험 자 수 500명 0명 500명

평 균 보 험 료 $550 $550 $550

평 균 손 해 액 $450 $350 $450

평 균 사 업 비 $100 $100 $100

평 균 이 익 0 $100 $0

수입보험료대비수익률 0%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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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美國 , Viatica l Settle me nts의 成長

□ 최근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의 제2차 시장으로 Viatical Settlements 시장이 크

게 부상하고 있음.

о 동 계약은 생명보험증권을 제3자인 투자기관 즉, Life Settlements에게 양

도한 후 현금을 수령하는 것임.

о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 계약은 예상 사망급부금 미만의 금액을 교환조건으로 생

명보험계약을 매도하고자 하는 임종을 앞둔 사람(victor)을 대상으로 한 것임.

о 매입자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적정가격(premium payment)을 지급하고

보험증권을 매수한 후,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을 수령함.

[그림1 ] Viatica l Settleme nts의 흐름도

생명보험회사

Life Settlem ents

보험계약자
① 보험가입

② 보험증권매도
③ 구입대금지불 ④ 계약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현금을 수
령하는 계약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생보사 및 감독당국은
매도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보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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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동 제도의 장점은 매도자(victor) 입장에서 생명보험계약을 판매하여 비싼

의료비를 조달하거나 생전에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임.

□ 동 계약은 미국에서 1980년대 AIDS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된

것으로 알려짐.

о 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들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쇠퇴하였음.

о 처음 제도 도입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약속받았으나 매도자가 예상보

다 훨씬 오래 생존하여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된 금융공학기법 등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Viatical 시장의 발전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이들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동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о 1998년 기준 Viatical 시장의 약 40%를 건강한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

는데 이는 전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임.

о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이들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한 Viatical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о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됨에 따라 퇴직 후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장래에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가 변할지도 모르는 건강한 노인 인구는 임종

계약을 통해 원래 非流動資産에 속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유동화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

о 생명보험계약이 매도된다는 의미는 피보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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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므로 잔인한 계약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많은 계약자들은 이

것을 금융중개기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음.

□ Life Settlements 사업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동 사업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계약을 매수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요소임.

о 현재는 수명연장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런 거대자본을 유치하기가 쉽

지 않은 실정임.

□ 그러나, Viatical Settlements는 종국적으로 살인행위(homicides)를 유발하여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 측면을 극단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과 생명보험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о 일부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자마자 Life Settlements 회사에

매도하는 wet ink" 거래를 체결하지 않도록 모집인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о 플로리다州에서는 1996년에 최초로 Viatical Settlement에 대한 감독법규를

제정하였는데, 대재해 또는 생명이 위급한 질병 일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web ink"를 규제하는 州는 없음.

о 현재 보험감독위원회(NAIC)와 북미증권협회(N orth Am erica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 NASAA)가 공동으로 감독법규의 초안작업

을 진행 중에 있으나 소관 감독당국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 Conning & Company社는 향후 법적 규제가 변경된다면 생명보험사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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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日本 , 保險産業의 防火壁(firewa ll) 規程

□ 1996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금융산업재편의 일환으로 1999년 10

월 1일부터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о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자회사와 보험사간 방

화벽을 구축하는 감독규정이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은행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판매 금지

о 보험회사 모집인은 보험사의 은행자회사가 계약자에게 대출을 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그 계약자가 보험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한

다는 계약을 했을지라도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됨.

□ 고객방문시 보험사의 설명의무

о 보험회사의 모집인이 자회사인 은행 직원과 함께 고객을 방문할 경우 고

객에게 보험사와 은행자회사는 별개임을 문서로서 설명해야 함.

□ 보험회사 영업소 설립 제한

о 보험회사는 은행자회사와 독립적으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컴

퓨터 시스템이 은행자회사와 공동으로 소유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고객 관련 개인정보의 사용금지

о 은행자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에 관한 개인 정보가 보험사의 보험계약 권

유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이경희 책임연구원)

일본에서는 금융의 종합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인
금융거래자간 이익상충을 방지하고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간 방화벽 규정을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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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美國 , 損害保險會社의 持續的 減少

□ A. M. Best社의 조사에 의하면 1999년에 미국 손해보험사의 8∼10% 정도

가 감소하였는데, 동 사는 2005년까지 현재 남아있는 보험사의 1/ 3이 독

립적인 경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о 경쟁심화로 인해 대형사 그룹 내에서는 통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다

수의 소형사들은 시장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임.

о 미국에는 1,100개 정도의 손해보험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중 13%가 전

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상위 10개 그룹이 수입보험료의 45%(전년

대비 5%p 증가)를 차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사들은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핵심부문에 자원을 집중시

키고 비핵심부문은 정리하는 방식의 구조재편을 지속해 왔음.

о CNA Financial과 같은 대규모 그룹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인종

목 부문을 Allstate社에 매각하였음.

о Vesta, Centris, Nationwide가 재보험 부문을 매각하였고, Jefferson-Pilot는

단체의료보험 부문을 United Healthcare社로 매각하였음.

□ A. M. Best社는 "At Risk" 상태로 분류된 10∼12% 정도의 손보사가 1∼2

년 이내에 독립적인 영업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о At Risk"로 분류된 손보사 중 1/ 2 이상은 만성적인 영업실적 불량,

재무불건전성으로 고전하고 있는 회사들임.

о At Risk"로 분류된 회사의 특징은 잉여금(surplus)이 15백만 달러 미

만이며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하였음.

о 이들 회사의 합산비율은 경쟁사보다 10%p 높은데 이는 비효율적인 사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동태적 변화양상은 200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
며 보험료 인하 경쟁의 심화에 따른 재무불건전성으로 인해 상당수
의 손보사가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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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와 높은 손해율에 기인하는 것임.

<표 1> A. M. Best의 분석: At Ris k" 보험회사의 특성

□ 미국의 손해보험 시장은 규제완화와 기술혁신의 영향이 결합되어 경쟁양

상이 크게 달라질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향후 5년 동안 상당수의 손해보

험사들이 통합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인이 될 것임.

о 1999년 통과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of 1999), 현재 진

행 중인 손해보험종목의 규제완화 및 인터넷의 사용 증가로 인해 손해

보험 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보험업도 은행업과 유사한 시장재편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о 미국 내 은행업의 통합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도 1988∼ 97년 동안 30%가 감소할 정도로 막대하였음.

о 이와 비교해 볼 때, 보험업은 최근 들어서야 통합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과정은 은행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1월에 개최된 P/ C Insurance Joint Indu stry Forum 의 참석자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00년에도 손해보험산업의 통합이 지속

된다는 응답자가 90%에 달하였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산업평균
중위값

1∼2년내 At Risk " 3∼5년내 At Risk "
개 수 1,074 132 375
비 중 12% 35%
98년 수입보험료증가율 2.5 -11.0 -2.4
9 8 년 사 업 비 율 32.9 37.9 36.0

합 산 비 율 (5년평균) 102.4 113.4 110.5
세전 수익률 (5년평균) 7.9 -3.2 -0.2

세후잉여금대비수익률(5년평균) 8.4 -0.3 1.8
중위계약자 잉여금 (백만달러) 18.3 13.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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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美國 , 生命保險會社의 高危險債券 投資 增加

□ Conning & Company社는 생명보험산업의 투자에 관한 특성(Investment

Profile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이라는 연구에서 1994∼ 98년 동

안 미국 생보사의 투자포트폴리오 안전성이 낮아진 사실을 발견하였음.

□ 본 연구는 98년말 기준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보유 및 연간 수입보

험료 4천억 달러 이상인 220개 생보사를 조사대상으로 실시되었음.

о 이들 회사의 소유형태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구분하고, 취급하는

주요 종목별로 6개 그룹(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 건강보험, 생명/ 연

금, 혼합보험, 재보험)으로 구분하였음.

□ 전반적으로 미국 생명보험사들의 투자패턴이 보수적ㆍ안정적으로 변모되

는 가운데, 고위험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증대시켜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저하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남.

о 생명보험사의 투자포트폴리오는 모기지, 부동산, 기타 위험자산의 보유

비중은 감소한 반면, 채권부문의 투자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

о 자산 대비 모기지 투자는 94년 말 15.0%에서 98년 말에는 12.2%로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투자도 동 기간 동안 거의 1/ 2 수준으로 감소하

였음.

о 그러나, 채권투자 비중은 94년 말 72.9%에서 98년 말에는 75.6%로

2.7%p 높아졌음.

1994∼ 98년 동안 미국의 생보사들은 기타 위험자산의 보유비중을 감
소시킨 반면, 시장이자율 하락을 상쇄시켜 투자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채권투자 비중을 증대시킨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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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또한 생보사들이 고수익을 추구하여 고위험채권(Below Investment

Grade Bond)의 투자비중을 증대시킴에 따라 투자부적격 채권의 보유

비중이 94년 5.6%에서 98년에는 7.3%로 높아져 그 비중이 30% 이상

증가하였음.

□ 채권투자 비중이 증가한 현상은 조사대상인 6개 그룹 산하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 모두에서 나타났으나, 대체로 보험회사의 소유형태 및 취급하는

주요 보험종목에 따라 자산운용 패턴이 달리 나타났음.

о 주식회사의 채권보유 비중이 상호회사 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상호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임(상호회사

11% : 주식회사 6.7%).

о 전업재보험사, 혼합형 상품을 취급하는 생보사, 상해/ 건강보험사는 주

식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사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자산위험을 회피하면서 투자수익을 극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생보사가 고위험채권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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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東京海上 , 바이오 事業關聯 商品開發

□ 최근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바이오 테크놀러지 보험」상품이 최초로 개발되었음.

о 최근 일본에는 유전자 조작 및 복제기술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라 바

이오기술 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는 총 25조엔의 시장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о 東京海上은 이러한 바이오 산업을 위한 대책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회

사로서 향후 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

년 2월부터 동 상품을 판매하였음.

□ 동 상품의 특징은 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 및 바이오 관련 제품을 제

조·판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익감소 및 비용지출을 보상하는 것임.

о 동 상품은 기존의 보험에서 대응하기 곤란한 다양한 리스크, 예를 들

면 ① 제조공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및 세포 등이 멸실·

변질하는 등의 리스크, ② 유해세균 등의 누출에 의한 바이오 위험(생

물재해)이 발생할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음.

о 동 상품은 이러한 바이오 기술산업의 특수한 리스크로 인해 기업이 입

게 되는 수익감소나 지출을 보상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다른 보험상

2. 상 품

東京海上은 全世界的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오 사업의 收益減少 및 費用支出을 보장하는
「바이오 테크놀러지 보험」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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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보장하지 않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새로운 상품임.

□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о 동 상품은「바이오 라이프」보험, 「바이오 Hazard대책」보험, 「바이

오 이익보험·영업계승비용」보험에서 출발하여 개개의 니즈에 대응한

주문상품이 가능함.

о 「바이오 라이프」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미생물이나 세균 등의

생물 유기체가 멸실 또는 변질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생물유기체 복

원 비용을 보상함.

о 「바이오 Hazard 대책」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미생물이나 세균

등의 생물유기체가 저장용기 등에서 누출된 결과 타인의 신체에 장해

를 입힐 경우 기업이 지출한 각종 대책비용을 보상함.

о 「바이오이익·영업계승비용」보험은 「바이오 라이프」보험, 「바이

오 Hazard대책」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이

익손실이나 영업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

□ 보험료는 각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산출되지만, 가령 매

출액 100억엔 수준 의약제조업체가 보험금 5억엔 정도의 「바이오 라이

프」보험에 가입하거나 「바이오 Hazard대책」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약 300만엔 수준임.

□ 바이오 기술 분야는 향후 다양한 업종에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만 동사에서는 주로 식품업계, 의약품업계, 화학업계 등에서 가입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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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ACE, ACE Future s 發賣

□ 미국 ACE社의 자회사인 ACE Bermuda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3년까지 고

정된 요율과 계약조건으로 손보상품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최초의

보험상품인 ACE Futures 를 개발하였음.

□ 동 상품은 거대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의 한도가 소진되면 복원에 어

려움에 있다는 데 착안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험계약 도중(30일, 60일, 90일)

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다년(multi-year) 계약과는 달리 옵션 전기간 동

안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실제로 다수의 리스크 관리자들은 자연재해나 거대손실 후 보험계약 조

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대재해나 거대 손실 후 담보

가 소진될 우려가 있거나 요율인상이 염려되는 리스크 관리자를 주요 고

객으로 설정하였음.

□ 과거에는 이러한 종류의 상품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실제

로 1992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Andrew와 같은 대재해는 급격한 요율의

변동을 야기하였음.

о 그러나 재해 관련 모델이 정교하게 발달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었음.

ACE Bermu da는 거대손실 이후 기업들의 재무적 위험을 헤지시
켜 줄 수 있는 Futures 보험을 최초로 개발하였는데 동 상품은
고객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맞춤설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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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상품은 현재와 같은 유리한 가격조건이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기업들의 재무위험을 헤지시켜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о 사전에 약정된 보험요율로 2천억 달러까지 전위험담보가 가능함.

о 2천 5백만 달러까지 지진위험이 담보됨.

о 제한적인 위험옵션에 대해서도 담보 가능함(예를 들면 지진위험만 담보하

는 경우도 가능).

о 시장조건이 크게 변동해도 견적요율이 변동하지 않음.

о 모든 옵션은 특정 고객에게 적합하도록 맞춤설계됨.

о 단기계약 및 다년계약(multi-year in surance polices)도 가능함.

о 고정요율로 취소불가능한 장기간 보험계약이 가능함.

о 계약기간 동안 언제라도 옵션을 청구할 수 있음.

о 옵션기간 동안에는 옵션을 취소할 수 없음.

о 옵션 행사시까지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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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愛玩動物保險(Pet Ins ura nce)

□ Datamonitor社는 영국의 개인보험 종목 중 여행보험, 애완동물보험(pet

insurance), 요트보험(yacht insurance) 및 법률비용보상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을 전망 있는 틈새시장으로 추천하였음.

о 영국에서는 주요 보험종목의 영업이익이 하락하자 많은 보험사들이 수입

보험료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틈새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

데, 최근 들어 틈새시장 실적이 전통적인 주요 종목의 성과를 추월하였음.

[그림 1] 틈새보험종목의 성장(영국)

영국,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獸醫관련 비용이 인플레
이션율 이상으로 크게 인상됨에 따라 애완동물보험이 전망 있는 틈
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마
케팅과 손해율 통제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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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애완동물보험은 35개 보험사가 1억 4천만 파운드 시장을 놓고 경

쟁하고 있는데, 선두주자인 Petplan社와 Petprotect社의 성공에 힘입어 최

근 신규보험사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о 직판보험사인 Churchill社와 Direct Line社도 최근 시장에 참여하였음.

□ 영국에서 애완동물보험의 대상은 주로 개, 고양이와 레저용 말(horse)임.

о 1998년 애완동물보험은 3% 성장하였는데 개와 고양이의 수입보험료 증가

율이 각각 3.9%, 14.9%에 이르렀음.

о 2003년 경에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시장규모가 1억 5천만 파운드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애완동물보험의 담보내용은 의료보험의 급부와 매우 유사함.

о 기본적으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는데, 주로 선천성·

유전적 질병, 癌, 상해 등을 담보하며, 특약계약으로는 정기검사비용,

사망보험금, 수태로 인한 합병증, 응급 급부 등이 있음.

о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금(미국의 경우 $100)이 존재하며 질병담보의 경

우에는 60일간의 면책기간이 설정됨.

о 담보되지 않는 항목은 치과치료(상해로 인한 발치는 제외), 훈련비, 성

형수술, 각종 식이요법 및 각종 선택적 치료 등임.

□ 미국의 경우는 1982년에 최초로 애완동물보험 영업이 시작되어 역사는

짧지만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기대되고 있음.

о 애완동물보험의 잠재성을 살펴보면 미국 가구의 약 60% 또는 5천 8백

만명이 고양이나 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이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獸醫 관련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연간 200억

달러를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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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애완동물 소유자의 90% 이상이 예방조치를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1% 정도에 머물러 영국(19%) 및 스웨덴(4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잠재성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미국에서의 가입대상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어 있지만, 곧 영국과 같이

레저용 말과 애완용 토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애완동물보험의 요율산출을 위해 미국의 Veterinary Pet Insurance에서는

과거 18년 동안 축적된 사고 및 질병보험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計

理 관련 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о 애완동물보험의 요율은 기본적으로 연령과 관련되며, 연령이 어릴수록

보험료도 낮음.

□ 동 보험이 미국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급

보험금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о 동물용 먹이 구입시 쿠폰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애완동물보험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물병원에서의 현장판매임.

о 獸醫 관련 비용 인상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높

아져 도산한 보험회사가 많기 때문에 손해율을 통제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애완동물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

가구의 약 20% 정도가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완

동물을 소유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동 보험의 시장형성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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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日本 ING社 , 業界 最初로 投信商品 販賣

□ 일본에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진입이 1999년에 허용됨에 따라 네덜란드 보

험그룹사의 일본 자회사인 ING생명이 일본 내 최초로 금년 1월부터 투자신

탁 상품을 판매하였음.

о 동 신탁 상품은 리스크 허용도나 자금의 성격 등 개별 투자자의 운용 니즈

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보험계약자의 만기환급금 또는

보험금의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о 동 상품은 외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분산형상품인 ING global balance

open Ⅰ·Ⅱ·Ⅲ 와 외국의 채권에만 투자하는 ING global income open ,

일본 주식형상품인 ING Japanese equity open 등 5종류가 있음.

□ 동 신탁상품의 운용방법으로는 Family Fund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

о 동 방식은 투자자로부터 단위형 펀드(Baby Fund)로 모집한 자금을

Mother Fund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운용

을 행하는 Family Fund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о 동 신탁 상품은 5가지 종류의 Mother Fund로 구성되어 있음.

о 외국의 주식과 채권의 운용에 있어서는 ING그룹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글로벌한 투자기호를 투자가에 제공하고 있음.

о 동 상품의 판매채널은 동사의 직영 영업조직인 재무설계사와 대리점의

증권 영업조직을 활용함.

о 대리점의 증권브로커에 대해서는 판매지역을 우선 수도권을 비롯한 3

개 지역으로 한정하지만 향후 확대할 예정임.

「금융시스템 개혁법」의 추진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허용된 보
험회사의 투자신탁상품 판매가 처음으로 일본의 IN G생명에 의
해 개시되었으며, 향후 일본 보험업계의 적극적 진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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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amily Fund 체계

[그림 2] ING그룹 펀드운영 지원체계

< 상품별 주요내용 >

□ 「ING global balance open Ⅰ·Ⅱ·Ⅲ」

о 동 상품은 생명보험계약이 아닌 증권투자 신탁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원금보존이 불가능한 상품임.

주 식 채 권

ING 외국
주식 母펀드

안정투자형 분산투자형

단기금융자산

ING 일본
주식 母펀드

ING 외국
주식 母펀드

IN G 일본
주식 母펀드

ING단기채권
母펀드

적극투자형

Baby Fu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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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또한 일본 및 외국의 주식·채권, 단기금융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등 국

제적인 분산투자 방법으로 리스크를 최소한도로 줄임과 동시에 예상을

초과한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펀드 상호간에 스위칭(펀

드 상호간의 환승)시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о 동 상품은 채권과 주식의 투자 비율 또는 리스크와 수익의 기간에 따

라 Ⅰ(안정투자형)·Ⅱ(분산투자형)·Ⅲ(적극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됨.

□ 「ING global income open」

о 円貨기준인 동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 단기금리보다 높은 안정

적인 수익의 획득을 목표로 함.

о 또한 동 상품은 일본을 포함한 OECD 가맹국의 국채, 정부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사채 등의 채권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함.

□ 「ING Japanese equity open」

о 동 상품은 일본 내 주식을 주요투자 대상으로 함.

< 향후 전망 >

□ 금융기관간 상호진입의 허용에 따라 보험사의 신탁상품 판매는 확대될 전망임.

о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상품은 ING생명에서 처음

판매된 이후 日本生命에서도 판매되는 등 보험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о 日本生命은 일본 및 해외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크게

채권형, balance형, 주식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

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유출을 억제하고 있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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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AIG, 인터넷 관련 賠償責任保險 發賣

□ 최근 Yahoo!, Am azon, CNN 및 ebay와 같은 미국의 유명 인터넷 사이트

들에 대한 해커들의 침입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인터넷 관련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о 전통적인 기업보험은 인터넷 업체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입은 손해

와 기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정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전자상거래보험 상품으로 담보해야함.

□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중 5천만명 정도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

으며 인터넷 브라우저의 숫자는 당분간은 매년 5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о 브라우저의 폭발적인 증가는 온라인 업체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

능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위험을 담보

해 주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웹사이트 상 위험은 정보도난, 서비스 불능, 접속장애, 프로그램 오작동 등임.

о 인터넷 관련 보험의 담보범위는 영업중단으로 인한 상실소득 및 홍보,

지적재산권, 영업환경의 변화, 서비스 장애 등으로 입은 손실 등임.

о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갖는 기업이 최소 2천 5백만 달러의 담보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25,000∼$125,00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는 인터넷업체 뿐만 아니라 인터

넷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배상책

최근 인터넷 관련 사업의 급증에 따라 인터넷 관련 위험을 담보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IG는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배상책임보험을 발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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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험을 개발하였는데, 동 상품은 AIG netAdvantage 시리즈와 AIG

ProTech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AIG netAdvantage Program

о 가입대상은 인터넷을 주로 광고매체(배너,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업체임.

о 담보범위는 웹상의 콘텐츠로 인해 야기된 명예훼손, 중상모략,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며 각종 방어비용, 조사 및 조정비용 등임.

о 피보험자의 인터넷 의존도에 따라 다수의 담보가 옵션으로 제공됨.

□ AIG netAdvantage Pro

о 가입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임.

о 담보범위는 보험에 가입된 컴퓨터나 인터넷 서비스 상에 발생한 오작

동 및 누락(omissions)으로 인한 클레임이며 미디어 서비스로 인한 각

종 명예훼손, 중상모략 등도 포함됨.

□ AIG netAdvantage Pro+

о AIG netAdvantage와 AIG netAdvantage Pro의 담보를 모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s, 브라우저 및 포

탈)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추가적 담보도 제공함.

о 담보범위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무단침입, 인터넷 서비스

(Webcasting, Web site hosting 및 Web site design)상의 오작동으로

인한 서비스 손실 등에 기인한 클레임이 포함됨.

□ AIG netAdvantage Security

о 보험에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컴퓨터의 보안 실패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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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주로 컴퓨터 바이러스, 개인정보유출, 무단접속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종합적인 미디어 배상책임을 담보대상으로 함.

□ AIG netAdvantage Security+

о 담보범위는 AIG netAdvantage Security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情報資産, e-biz 장애로 제3자에게 가한 재산손실임.

□ AIG는 AIG netAdvantage에 추가하여 인터넷 관련업체의 전문가배상책

임보험을 개발하였는데, AIG ProTech은 피보험자의 특정 니즈에 맞도록

맞춤설계된 것으로 netAdvantage의 담보범위와 조합도 가능함.

□ AIG ProTech Technology Errors and Omissions

о 담보범위는 기술 관련 상품과 서비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디자인, 설치 및 교육, 제3자의 사용불능에 따른

클레임, 보험에 가입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상품의 리콜로 인한

제3자의 손실 등임.

□ AIG ProTech Telecommunications Liability

о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 상품의 장애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는

데 무선통신, 위성통신,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케이블 TV 등이 포함됨.

о 무형자산의 피해로 인한 손실도 담보됨.

□ AIG ProTech Media Liability

о 담보범위는 미디어 서비스가 직면한 위험으로 중상모략, 명예훼손에

관련된 클레임과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 포함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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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日本 千代田火災 , 도요타自動車 맞춤형 商品 開發

□ 千代田火災는 최근 모회사에 해당하는 도요타자동차가 개발한 신제품 자동

차에 대한 맞춤형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

о 도요타자동차가 개발한 Will은 배기량이 1000cc미만의 소형승용차로서

주로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음.

о 千代田火災가 개발한 보험상품은 단순한 자동차 보험상품이 아니라 고

장수리에 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자의 자동차생활

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임.

□ 동 보험상품은 千代田火災가 판매하고 있는 「CAP」상품을 기초로 하는데,

「CAP」상품에서 보장해주는 신체상해보상담보는 유지하나 탑승자상해보험

은 제외하는 등 당해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최대한의 할인이 적용된 상품임.

о 또한 주행상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고장으로 자체적인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요타자동차의 서비스 및 千代田火災의 특약 수

리공장에서 견인을 해주는 견인서비스도 제공함.

о 이외에도 동 상품의 전용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千代田火災 관계

사의 여행, 쇼핑센터, 호텔 할인서비스 가맹점 서비스 등을 하고 있음.

□ 동 보험상품의 개발은 향후 타 그룹 관계회사간의 신상품에 대한 맞춤형 보

험으로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임.

о 이러한 맞춤형 보험상품은 기존의 보험상품을 기초로 한 상품이므로

적은 개발비용으로도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의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임.

(이상우 연구원)

千代田火災는 세분화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모회사인 도요타자
동차의 신제품에 대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향후 자동차업계와 보험회사간의 상품개발 제휴가 활발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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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日本 닛세이損保 ,「預金者資産 包括報償保險」開發

□ 일본의 닛세이 손보사는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음.

о 동 상품은 2003년 4월부터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를 자산을 보

호하기 위한 제도인「예금자보호제도」의 보상금액이 1,000만엔으로 축소됨

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개발됨

о 동 상품은 일본의 닛세이 손해보험사(日本生命 자회사)가 松井證券의

요청으로 개발된 상품( 99년 12월)으로 상품개발 단계에서 영국의 재보

험시장인 로이드조합의 회원인 Hiscox社와 미국 보험브로커회사인

MMC(Marsh & McLennan Compaines)社가 참여하였음.

□ 일본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

보험제도가 있어 당초에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예금자 보

험제도의 관련법규 보완 및 예금자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03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최근에 변경함.

о 따라서 2003년 3월말까지는 보통·당좌예금 등 원금보전형 상품에 한

하여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함.

□ 「예금자 자산 포괄보상 보험」(FIB보험: Financial Insitution Bond) 이며, 동

보험은 금융기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폭넓

게 커버하는 보험임.

□ 松井證券의 사이버계좌에 가입한 예금자자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예금자 자산은 증권거래법상의 고객으로부터 예탁을 받거나 또는

고객의 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말함.

日本生命 자회사인 닛세이손보는 松井證券의 요청에 의해 예금자보
호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예금자자산 포괄보상보험」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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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에서 보상하는 기준에서 제외된 신용거래상의 대

용 담보가 된 주식 및 현금은 보험목적에서 제외됨.

□ 보험금 지급조건은 고객자산에 대해서 동 보험(FIB)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인하여 법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증권거래법상에서 투자자보호기

금이 발동하는 경영파산이 해당사에 발생한 경우임.

о FIB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도난·강도· 화재 등의 우연한 사고,

위조·변조사고·종업원에 의한 범죄·컴퓨터 범죄 등이며, 거래에 관

련된 손실 등은 제외됨.

□ 동 보험의 개발 및 판매는 닛세이 손해보험사가 주간하며, 松井證券가 보

험계약자가 되고 영국의 재보험시장인 로이드조합의 회원인 Hiscox社사

재보험 인수를 담당함.

о 따라서 松井證券社의 넷스톡 구좌(사이버)에 가입한 개인 및 법인 고객

을 대상으로 보상하기로 하며, 생명보험회사·은행·손해보험회사 등

의 기관투자가는 대상에서 제외됨.

□ 보상금액은 고객 1인당 10억엔 한도인데, 동 보험의 대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개별약관상 약정된 잠정손해 합계액과 예금자보

호기금 등에서 보상받지 못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함.

□ 동 보험에는 「금융기관 등 포괄보상보험 보통약관」이 있으며, 제1편 재

산보험, 제2편 신용보험, 제3편 컴퓨터범죄보험, 제4편 일반사항으로 총 4

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о 제1편에는 재산보험에서 현금조항과 위조·변조조항, 시설물조항에 대

한 보상하는 위험을, 제3편에서는 컴퓨터 범죄보을 각각 정의하고 있

으며, 제4편에서는 제1∼3편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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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日本 7개 金融機關 , 共同브랜드 開發

□ 三和·사쿠라銀行系 산하의 7개 금융기관이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선점

하기 위한 전략으로 「Financial One」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였음.

о 참여회사는 太陽생명, 大同生命, 日本火災, 興亞火災, 三和銀行, 유니버

셜증권, 東洋信託 등 7개사이며, 소매금융시장을 중점으로 한 공동

PFS(Personal Financial System), 종합금융 온라인 비즈니스, 일본판

Private Banking을 주 업무로 할 예정임.

о「Financial One」은 참여사들의 카드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Financial One」카드社를 만들고, 공동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사

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험, 특수층 소매은행, 증

권업무, 소매금융 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 브랜드임.

□ 공동 PFS 사업에서는 업종을 초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각 사의 카드사업을 통합하여 전략적 Gate way회사인「Financial

One 서비스(株)」를 설립함.

о 카드업무의 추진을 통해 통합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고객관련경영(Customer

Relation Management)의 추진, IC카드서비스 추진, 「Financial One」브랜

드 전용 콜센타의 운영을 추진함.

о 고객이 각종 금융거래를 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룹통합

계좌」를 개발, 현금카드 기능을 겸비한 카드를 제공함.

о 공동 카드를 3년간 400만장 발행하고, Point Program 및 회원용 안내장

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3. 마 케 팅

三和銀行과 사쿠라銀行그룹 산하 7개 금융기관이 종합금융서비스 제
공을 선점하고,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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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동 브랜드전략 구축흐름도

□ 사업추진 1단계로 금년 4월부터 인터넷 공동 포탈서비스를 개설하여 종

합금융 온라인 업무에 대하여 각 사의 노하우를 통합·공유하여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의 공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о 또한 금융관련 정보 등의 제공, 각 사 홈페이지로의 링크 등, 주로 콘

텐츠에 Gate w ay회사의 콜센터와 각 사의 콜센타간의 공동연락망 구

축, 각 사의 기존 판매채널과의 제휴를 도모할 예정임.

□ 사업추진 2단계로 공동 카드, 종합공동구좌의 모집 및 네트워크 상에서

기능제공, 네트 전용상품의 개발·판매, 異業種 파트너와의 제휴확대에

의한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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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ivate Ba nking사업의 체계도

□ 부유층의 자산운용 및 재산상속 니즈 등에 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

자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합병회사를 4월에 설립하여 Private

Banking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함.

о 합병회사의 주요 업무는 자산운용 컨설팅(투자조언 등), 금융설계, 유

언·상속, 사업계승 등에 관한 개인 재무상담, 경영상담, 각 사의 재무

설계사(Financial Planner) 연수를 지원하는 것임.

о 기타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각 사에서 투자신탁의 평가

기능을 공동화하며 자산운용업무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제휴사

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임.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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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美國 損保社, 消費者로의 權力移動(Power Shift)에 대한 對應

□ 규제완화 및 인터넷의 보급은 금융서비스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미국의 손해보험산업에서도 판매방식을 중심으로 전통적 경영모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델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권력이동(power shift)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о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판매채널 정

비, 아웃소싱·제휴·합작투자를 통한 외부의 전문능력 활용, M&A 등 새

로운 모델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브랜드 인지도 >

□ 브랜드 인지도는 보험사가 자신을 차별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상품의 가격투명성이 높아
져 소비자들의 선택가능성이 증가하고 보험사에 대한 roy alty가 점차
낮아지는 등 소비자로의 권력이동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손
보사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1] 인터넷 시대의 power s hift

소비자 판매채널 보험사

정보

선택
⇒

가격경쟁력

효율성
⇒

브랜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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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그 자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함.

о 새로운 진입자인 인터넷서비스업체(AOL, Yahoo! 등)의 도전에 대항하여

전통적 보험사가 장래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그들의 브랜드와

신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중요함.

□ 다수의 미국 보험사가 브랜드와 로고(logos)를 만들고 있으며, 자사의 상품특

성 및 가격정보 등에 대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수요견인 마케팅 전략의 목적은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는 royalty를 창출하

고, 미래 가망고객들에 대해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것임.

о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광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보험사로는

Axa-Equitable, AIG-SunAmerica, Progress社 등이 있음.

о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보험 직판회사인 Geico社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Give us 15 Minutes and We'll Give

You 15% Off"라는 광고문안을 사용중임.

< 판매채널 정비 >

□ 가격산정이 매우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소비자가 직

접적으로 각 사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워 가격에 관한 정보를 대

리점, 브로커와 모집인에 의존해 왔음.

о 그러나 향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사의 정보탐색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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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특히 개인보험 부문에서 모집인이나 보험사에

대한 고객 loyalty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о 이에 대해 미국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채널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Allstate社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모집채널간 이해상충을

우려하여 전통적인 사업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임.

★ Allstate社

□ 업계 2위인 동 사는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전속대리점과 직판, 전자상거래를

결합하여 판매력과 서비스 수준을 공격적으로 증대시키는 일련의 전략을 발

표하였음.

о 이는 잠재력이 매우 큰 TM과 인터넷을 경유한 Allstate 브랜드 상품을 전

속대리점과 통합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것임.

□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인터넷 판매채널간 가격과 서비스의 차별이 없어

고객들이 자신의 편리에 맞춰 상품구입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о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했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대리점을 활용할

수 있듯이, 대리점을 경유하여 방문한 고객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동 사는 기존 전속대리점제도를 대형화, 효율화, 혁신화된 체제로 변경하기

위해 단일한 조직(independent-contractor program)으로 재구축할 계획임.

о 동 제도는 대리점 환경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시장의 니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간소화한 것으로, 현재 다수의 서로 다른 계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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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맺고 있는 전속대리점을 단일한 계약제도를 갖는 독립대리점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임.

о 새로운 모델은 2000년 5월경 출범시키고 미국 내 16개州에서 시행할 예정임.

о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동 사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좀 더 신속하고 비용효

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사는 성장전략으로 multi-channel, multi-brand, multi-product, multi-national

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о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Putnam Investment와 업무제휴를 체결함.

о 독립대리점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CNA Personal Lines를 인

수하였는데, 고객들이 CNA Personal Insurance 브랜드 상품을 Allstate

독립대리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함.

о 종업원의 생명보험, 장해 및 건강보험 등 직장보험(work-site) 판매를

위해 American Heritage Life Investment Corp .를 인수하였음.

о 다양한 브랜드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브로커, 은행, 독립대리점 등을

통해 생명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Allstate사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추가로 시스템개발, 실행경비, 신모델에 대한 광고비 등으로 7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 Allstate社의 새로운 전략은 이미 기반을 구축한 선두주자라 할지라도 소비

자의 행동변화와 신기술의 출현과 같은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에는 적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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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손해보험사

□ Allstate社와는 대조적으로 State Farm, American Family社는 전속대리점

위주의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전속대리점을 단일한 판매채

널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Reliance, Atlantic Mutual社는 별도의 독립된 채널을 만들지 않고 웹상의

대리점과 제휴관계를 맺어 고객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은 은행인 Wells Fargo, 인터넷업체인 Autobytel

과 업무제휴를 맺었고, AIG의 국제적 네트웍을 통해 SunAmerica의 연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동 사와 교차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개인보험 종목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할수록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므로 보험사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

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한 조직으로 변신해

야 할 것임.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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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푸르덴셜 , 營業組織에 대한 사이버 敎育制度 導入3 ) *

□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조직은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험사들도 이러한 이유로 인

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Pru 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 erica는 영업조직에 대해 현장판매

활동과 교육훈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버 현장교육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о 동 사는 1998년 12월에 현장교육 커리큘럼을 최첨단의 사이버 프로그

램인 Prudential Learning N etwork (PLN)으로 변경하여 영업조직이 인

터넷을 통해 PLN에 접속한 후 온라인 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푸르덴셜의 현장교육은 加除式 바인더 형태

로 전국 275개 대리점에 배포되었음.

о 200페이지 분량의 가제식 바인더 각각은 대리점 규모에 따라 최대 100명

의 모집인이 공유하였음.

о 시험을 치를 경우 대리점의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장시간 이동을 하거나 몇 일 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ROMA, RESOUR CE, December, 1999.

미국 푸르덴셜 보험사는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최첨
단의 사이버 제도인 PLN으로 변경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
였으며 관련 비용도 크게 절감되는 등 효율성이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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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그 결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모집인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면허취득

이 지연되었음.

□ PLN의 도입은 과거 비효율적인 교육제도를 크게 변화시켰음.

о 동 제도의 도입으로 영업조직과 현장 관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laptop PC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커리큘럼, 시험, 레

포트 등 모든 종류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о PLN은 웹 프로그램이므로 모집인이 주요 지점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

어졌고 책과 컴퓨터를 공유할 필요도 없어졌음.

о 회사 역시 출력된 교육자료 혹은 소프트웨어를 275개 대리점에 배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75%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о PLN이 웹상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스템을 유지·보수하

는 데 더 수월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고 신뢰성 또한 높음.

□ PLN을 통해 설계사를 모집하고, 영업인력이 되기 위한 30여개의 시험 또

한 PLN을 사용하여 치르기 때문에 모집절차가 매우 간편해지는 등 모

집, 훈련, 영업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푸르덴셜 보험사의 80개 정도의 학습모듈중 1/ 3 정도를 온라인 상으로

접속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100%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현재 PLN 커리큘럼은 상품 관련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영

업기술, 지도,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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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最近의 變化

□ 일본 정부는 98년 6월「金融시스템개혁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포함

된 24개 법안 중 개정된 보험업법은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음.

о 금융개혁의 배경에는 금융기술혁신으로 인한 일본 금융시장의 공동화

방지와 금융의 개방화·자유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о 개정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타 금융권간의 상호진입,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설치, 조기시정조치(조기경보 시스템)의 도입, 투자신탁상

품 판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о 이외에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청 및 금융재생위원회의 신설,

「손해보험요율 산출단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나 . 監督機關

□ 일본의 보험감독은 법규의 制定權을 대장성이 담당하고, 나머지 감독·검

사권한을 금융감독청이 담당하는 二元化體制임.

□ 규제·감독의 근거법규 체계

4. 주요국의 보험정책: 일본

일본정부는 24개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금융시스템개혁법」을
제정한 바, 98년 12월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법의 주요 개
정 내용과 보험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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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98년 12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외에도 「손해보험의 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율산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о 한편 98년 6월부터 종전의 법규체계에서 대장성 통달의 단계를 생략

「보험업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고시(대장대신) → 사

무가이드 라인(금융감독청장)」의 법규체계로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1] 日本의 保險關聯 監督法規體系

□ 대장성의 조직변화(향후 재무성으로 개명 예정)

о 대장성내 기존의 은행국 및 증권국을 폐지하여 금융기획국으로 통합

신설하는 한편 재무국은 잔류하게됨.

о 금융기획국에서는 보험법규 등 제반 금융관련법규의 기획·입안을 담

당하며, 총무과, 기획과, 시장과, 신용과로 편성되어 있음.

о 한편 기존의 증권거래심의회, 금융제도조사회, 보험심의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심의회로 통합 운영하며, 자배책보험심의회는 금융감독청

保險業法

保險業法 施行令

保險業法 施行規則

大藏省 告示

金融監督廳 사무가이드라인

(준수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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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 보험감독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금융감독청이

총리 직할기관으로 98년 6월 22일 발족되었음.

о 금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 대장성이 담당하고

있던 보험회사와 은행의 검사·감독업무를 분리하여 금융감독청으로

이관하게됨(사전감독체계 → 사후점검형).

о 이에 따라 대장성의 통달은 폐지하고, 법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에

의한 감독행정을 발표함.

□ 금융감독청의 주요업무 및 조직

о 금융감독청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의 면허,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적

감독, 보험모집에 관한 감독 등 전반적인 감독권한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사업의 면허를 종전의 대장대신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

о 금융감독청 내에서 검사는 검사부, 감독은 감독부에서 담당하며, 기존

의 대장성의 감독관련 인력이 금융감독청으로 대거 편입되었음.

□ 금융재생위원회의 신설

о 금융재생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금융행

정에 대한 대장성의 영향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총리산하 기구로 98년

12월에 신설되었음.

о 현재 금융재생위원회 산하에는 株價算定委員會와 사무국, 금융감독청

이 있으며, 사무국에는 금융재생법에 의거한 파산처리업무, 조기건전법

에 근거한 자본 증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о 한편 동 위원회는 금융감독청에 대한 체제를 정비하여 2000년 7월까지

金融廳으로 변경하고 2001년 중 폐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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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金融業種間 相互進入

□ 지주회사방식의 상호진입 허용

о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금융업 진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독점금지

법이 개정되어 98년 3월부터 금융업종간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업종

간의 상호진입이 가능하게 됨.

* 종전의 독점금지법 11조에는 금융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과 달리 국내회

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여 취득하거

나 소유할 수 없다는 주식보유에 관한 제한조항이 규정되었음.

о 이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의 경우 98년 3월부터 설립이 가능

하며,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母회사의 산하에 下流지주회사를 두어 98년

10월부터 허용되었음.

□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입 허용

о 「金融시스템 개혁법」시행에 따라 금융업종간의 상호진입을 촉진하기 위

해 금융업종간의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보험회사

가 은행 및 증권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으며, 타 금융기관에 의한 보

험회사 자회사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음.

о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주식 50%

를 초과 보유해야 하는 등에 관한 자회사 설립의 원칙과 자회사를 포함

한 은행그룹에 대한 일반 회사의 주식보유 제한, 연결기준에 의한 공시

등의 관련법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음.

о 2000년 3월 31일 전면 자유화를 목표로 보험회사의 증권자회사 설립은

98년 12월부터, 은행자회사 설립은 99년 10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음.

о 그러나 현재와 같은 초 저금리의 일본 금리시장 상황에서는 보험회사

의 은행자회사를 통한 본격적인 영업은 당분간 곤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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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1년 3월 1일부터는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창구 판매가 일부 보

험상품(신용생명상품·여행자보험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98년 12월부

터는 보험회사의 투자신탁상품의 판매도 가능함.

라 . 生·損保業의 相互進出

□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손보간 상호진입을 허용함.

о 종전의 경영파탄회사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1998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현재 생·손보사의 상호간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이 허용

되었음(보험업법 제106조제1항).

о 현재 생명보험회사 중 日本生命을 비롯한 6개사가 손해보험업에 진출중이

며, 손해보험회사 중 東京海上을 비롯한 12개사가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

음.

<표 1> 보험업관련 상호진입 일정

시행일 보험 → 타업 타업 → 보험 진입

1998년 12월부터
증권·파산은행

(신탁포함)

증권·은행주 1)

(신탁포함)

1999년 10월부터 은행 -

2001년 3월부터 - 은행

註: 1) 은행(신탁포함)의 자회사는 파산보험회사에 한정.
資料: 「1999 FACT BOOK」, 日本損害保險協會,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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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험회사의 생·손보자회사

회사명 모회사명 회사명 모회사명

1 닛세이손해보험 日本生命 10 동화생명보험 同和火災

2 第一라이프손해보험 第一生命 11 千代田화재에비스생명보험 千代田火災

3 스미세이손해보험 住友生命 12 대동경시아와세생명보험 大東京火災

4 명치손해보험 明治生命 13 富士생명 富士火災

5 三井라이프손해보험 三井生命 14 흥아화재마고꼬로생명보험 興亞火災

6 安田라이프손해보험 安田生命 15 공영화재신라이생명보험 共榮火災

7 동경해상안심생명보험 東京海上 16 三井미라이생명보험 三井海上

8 일본화재파트너생명보험 日本火災 17 住友海上유유생명보험 住友海上

9 일동생명보험 日動火災

마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설립

□ 금융시스템 재구축의 일환으로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과 함께 보험계약자

보호기구가 98년 12월 설립되었음.

о 동 기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산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구제보험회사에 승계시키려 할 경우 자금지원을 집행하는 기구로 全保險

會社의 의무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생보 및 손보의 기구가 별도의 법

인으로 설립되었음.

о 2000년 3월까지의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지진(가계성), 자배

책에 대해서는 100%, 화재(개인 및 중소기업), 자동차, 상해, 개호비용,

의료비용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90%를 보상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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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약자보호의 구조

바 . 조기 경보시스템

□ 보험회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일정한 조치를 명

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99년 4월부터 조기시정제도를 도입함.

о 금융감독청이 솔벤시마진비율을 기준으로 100%이상∼200%미만, 0%∼

100%미만, 0%미만의 1∼3단계에 따라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명령 등

의 행정조치를 명령함.

□ 솔벤시마진비율의 산식은 솔벤시마진 총액
R isk 합계액 × 1/ 2 임.

о 솔벤시마진 총액 = (자본합계,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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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미실현이익(90%), 토지의 미실현이익(85%),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

과분, 배당준비금 중 미할당액, 장래이익, 세제효과 상당액,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실 충당금, 후순위특약부차입금, 후순위특약부사채) - (이연자산)

о Risk 합계액 계산 : ( R 1 ) 2 + ( R 2 + R 3 ) 2 + R 4 ( R 1 : 보험리스크, R 2 :에

정이율리스크, R 3 : 자산운용리스크, R 4 : 경영관리리스크).

사 . 價格自由化 現況

□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

о 일본은 현재 표준생명표 1996 을 책임준비금 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토록

하고 보험료 산출시에는 회사가 자유롭게 산출토록하여 이원화하고 있음.

о 일본의 사망률 작성은 과거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였으나 공정거래

상 이유로 보험계리인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생보사의 사망통

계를 기초로한 표준생명표 1996 을 사용중에 있음.

о 생명표의 작성과 사용은 각 사의 자유에 맡기고 있으나, 표준생명표를

변형하여 표준률 보다 낮게 사용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음.

о 각 사가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사망률은 자유화되었으나 실제로는 거

의 동일한 기초율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별 보험료의 차이는 없음.

□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1998년 7월 시행)

о 손해보험 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재 순보험료와 부가

보험요율 부문을 산정회가 작성하고 있으나, 단지 참고요율로 사용할 뿐

각 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о 개정전까지 요율산정회는 화재보험, 상해보험, 임의 자동차보험, 가계지진

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가맹회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음.

о 현재는 가맹보험회사에 대한 산정회요율 의무사용을 폐지하여 가계지진보

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참고요율로서 사용되고 있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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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화 이후 영국 손해보험시장은 보험료 경쟁에 따른 수익 감소, 저비
용의 새로운 판매채널 출현, M &A에 의한 시장집중도 증가를 경험하고
있고 독일 역시 보험료 경쟁에 따른 수익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 영국은
EU자유화 이전부터「자유경쟁시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는「규제시
장」에서「자유경쟁시장」으로의 급격한 변화이고, 금융환경, 문화, 국
민성, 기호 등이 영국과 달라서 자유화에 따른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변
화 역시 영국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판매
채널에서의 경쟁형태는 영국과 다를 것이며 전속대리점은 새로운 판매
채널에 의해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판매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EU 損害保險市場의 自由化 >

□ EU 손해보험시장의 자유화는 1973년부터 손해보험 제1차 지침(The First

N on-Life Directive)이 진행된 이후, 1994년 손해보험 제3차 지침(The

Third N on-Life Directive)의 실행으로 시장통합의 완성을 위한 법률적인

틀이 구축되었음.

o 손해보험 제1차 지침(1973년 7월 24일 채택, 1975년 1월 31일 각국 시

행)으로 지점 설치의 자유화가 허용되었음.

o 손해보험 제2차 지침(1988년 6월 22일 채택, 1990년 6월 30일 각국 시

행)으로 산업 리스크(이를 large risks로 그리고 가계성 및 소규모 사업

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m ass risks라고 규정하였음)를 담보하는 보험

에 대해서는 역내 다른 가맹국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도 크로스보더

(cross-border) 거래를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음.

o 손해보험 제3차 지침(1992년 6월 30일 채택, 1994년 7월 1일 각국 시행)

* 본 논문은 일본 安田總合硏究所의 「自由化後의 유럽 損害保險市場에서의 動向」, (1999년
10월)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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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일 면허(single license, 즉 본국의 보험사업자는 역내 다른 가맹

국 감독자의 허가없이 그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허용,

약관 및 요율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되었고, cross-border는 산업 리스크

뿐만 아니라 대중 리스크(mass risks)에 대해서도 허용되었음.

□ 자유화에 의한 EU 손해보험시장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험료 경쟁에 따

른 보험회사의 수익 감소, 판매 채널간의 치열한 경쟁, 국제간 경쟁의 심

화, M&A에 의한 시장집중도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自由化 以後 英國의 損害保險市場 >

□ 영국은 EU 역내 다른 가맹국과는 달리 손해보험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되

기 이전부터 자유로운 경쟁시장이었고, 자유화 이후 경쟁이 더욱 격심해

져 1994년부터는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가 감소되고 있음.

□ 생존 및 성장을 위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에 대규모 기업간

M&A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음.

o 1996년 7월에는 Royal과 Sun Alliance가 합병하여 Royal Sun Alliance

가 생겼음.

o 1998년 10월에는 General Accident와 Commercial Union이 합병하여

CGU(Commercial General Union)가 생겼음.

o 1998년 11월에 Norwich Union이 ITT London & Edinburgh를 매수하였음.

o 1999년에는 Axa(France)가 Guardian Royal Exchange를 매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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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國의 損害保險産業에서 새로운 판매채널의 出現 >

□ 종래 영국의 손해보험산업에서는 브로커가 판매채널의 중심이었으나

1985년 Royal Bank of Scotland가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Direct Line

社를 설립한 이후 Direct Marketing(DM)이 확대되었음.

□ 특히, 고객의 충성도(royalty)가 약한 보험종목인 자동차보험에서 DM 채

널은 전화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의 효율성과 편리성, 저가격의 보험상품

을 제공할 수 있어 전통적인 브로커 시장을 잠식하였음(1996년 자동차보

험 시장에서 DM의 시장점유율은 32%로 상승).

□ 그러나 최근에는 브로커 역시 컴퓨터의 활용으로 언더라이팅 업무의 자

동화와 우량고객에 집중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화를 통한

판매(Tele-Broker)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써 DM은 텔레 브로커에 대하여 저비용의 우위를 발휘할 수 없게 되

었고 Direct Line의 수입보험료는 최근에 감소하고 있음(1997년 Direct

Line은 1995년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7.8% 감소하였음).

□ 영국 손해보험시장의 판매채널에서 또 다른 특징은 산업부문에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참여자(new entrants)로 보

험 판매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보험회사가 시장점유율

을 상실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① 엔진오일 및 타이어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적 체인인 Kwik-Fit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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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t-Fit Financial Services사를 설립하여 Guardian Royal Exchange 보험사

와 업무제휴로 자동차, 주택, 여행자 보험를 판매하고 있음.

② 전국적 대형 슈퍼체인인 Sainsbery는 1997년 2월 Bank of Scotland와

제휴하여 Sainsbery Bank를 설립하였고 1998년부터 Royal & Sun

Alliance의 가계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③ 전국적 대형 슈퍼체인인 Tesco 역시 Royal Bank of Scotland와 제휴하

여 1997년 7월 Tesco Personal Finance를 설립하였고 Direct Line의 여

행, 가계, 주택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自由化 以後 獨逸 損害保險市場의 特徵 >

□ 독일보험협회(GDV)는 독일 보험업계를 1950년대는 「재건(reconstruction)」

의 시대, 1960년대는 「평준화(normalization)」의 시대, 1990년대는 「재

편과 변화(reunification and change)」의 시대라고 요약함.

□ 독일의 손해보험시장은 1994년 손해보험 제3차 지침에 맞추어 국내법을

변경시킨 이후 「규제시장」에서 「자유경쟁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

o 1994년 이전에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의 경우 요

율 및 약관 사전인가 의무가 있었고 다른 손해보험 종목에서는 약관 사

전인가 의무가 있었으나 손해보험 제3차 지침 실시 이후 요율의 사전인

가 의무는 철폐되고 약관의 경우도 사후신고제로 변경되었음.

□ 규제완화 이후 보험료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자동차 부문에서는 1996년부

터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음(1996년 -4%, 1997년 -5%).

o 이는 자유화에 의한 경쟁격화 현상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현저히 나타

- 117 -



해외보험논문

나고 있음을 의미함.

□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보험회사의 전략 변화로는 Allianz의 新料

率體系 도입과 HUK-Coburg사의 집중전략(focus strategy)이 대표적임.

o 1995년 8월 Allianz사는 차종, 연식, 차고 유무, 주행거리, 성별, 복수 운

전 유무, 계약자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자사의 기초자료를 세분화하여 새

로운 요율시스템을 만들었고 1998년 8월에는 계약자의 직업을 100개 이

상으로 분류하여 각 직업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o HUK-Coburg社는 파트타임 모집인(part-time agents)을 채용하여(수수료

0.9%) 약 250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시

장점유율을 증대시켰음(1994년과 1996년 사이에 70만건의 새로운 계약

을 창출하였음).

o HUK-Coburg社의 성공은 양질의 위험에 대해 특화와 저비용 판매채널

을 결합시킨 데 기인한 것임.

< 獨逸 損害保險市場의 展望 >

□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손해보험산업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향후 손해보험회사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됨.

① 손해보험에 대한 稅率이 1988년 5%에서 1998년 15%로 인상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인상된 전망임.

② 2010까지 GDP성장률은 4.5%로 예상되나 손해보험업계의 성장률은

2.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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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금융환경, 문화, 국민성이 영국과 달라서 자유화에 따른 손해보험시

장에서의 변화 역시 영국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특히, 판매 채널에서의 경쟁 형태는 영국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독일인은 보수적 성격이 강해서 전속대리점에 대한 신뢰가 높음.

② HUK Coburg, HDI와 같은 회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사업비율이 매

우 낮기 때문에 DM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음.

③ Allianz사도 독일 국내에서는 전속대리점을 중요시하고 있음.

□ 1994년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독일 보험시장이 자유경쟁

시장으로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독일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 보험 부문을 제외하고는 영국에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자유화 이후 독일의 손해보험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순위는 영국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폐쇄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매채널 측면에서 DM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이 영국에

비해서는 가시적이지 못하고 전속대리점은 새로운 판매채널에 의해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판매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정세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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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점검매뉴얼 한국화재보험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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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年 日本の自然災害 東京海上 1997

Insurance (平成11年版) : 損害保險統計號 保險硏究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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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 London ACT EX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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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OA / Ex am 3 of CAS (Volume 1 :
Survival Models, Contingent Payment Models)

Michael A. Gauger ACT EX 2000

Actex Study Mannual Course 3 Examination of the
SOA / Exam 3 of CAS (Volume 2 : Aggregate Loss
Models, Stochastic Processe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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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OA / Ex am 4 of CAS

Samuel A. Broverman ACT EX 2000

Actex Study Mannual Course 6 Ex amination
of the SOA

Frank G. Bensics ACT EX 2000

An Empirical Study of Claim and Sickness
Inception T ransition Intensities : Aspect s of the
UK Permanent Health Insurance Experience

A. E. Renshaw ,
S. Haberman

City Univer sity 1999

Automobile Insurance Laws 2000 : A Summary of Selected
State Laws and Regulations to Automobile Insurance

A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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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Forum Fall 1998 : Including the
Reserving Call Paper s

CAS 1998

CAS Forum Fall 1999 : Including the
Reserving Call Paper s

CAS 1999

CAS Forum Spring 1999 : Including the
Reinsurance Call Paper s

CAS 1999

CAS Forum Summer 1998 : Including the DFA
Call Paper s

CAS 1998

CAS Forum Summer 1999 : Including the
Dynamic Financial Analysis Discussion Papers

CAS 1999

CAS Forum Winter 1998 : Including the
Ratemaking Call Paper s

CAS 1998

CAS Forum Winter 1999 : Including the
Ratemaking Discussion Papers and Data
Management / Quality / T echnology Call
Paper s

CAS 1999

CAS Forum Winter 2000 : Including the
Ratemaking Discussion Papers and Health and
Managed Care Call Paper s

CAS 2000

A Century of American Life Insurance : A History of the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of New York 1948-1943

Sherpard B. Clough Columbia Univ. Press 1946

The Code Of Conduct for Insurancers(承保商專業守則) HKFI 2000
T he Code Of Conduct for T he Administration
Of Insurance Agent s (保險代理管理規則)

HKFI 2000

Consolidated Insurance Companies Act of
Canada, and Regulation s 2000

Colin H. McNairn Carsw ell 1999

Dynamic Analy sis of Pricing Decisions CAS 1998

Economics : Private and Public Choice
James D. Gwartney,
Richard L. Stroup,
Russell S. Sobel

Dryden 1999

Enhancing the Role of the Actuarial Profession in Korea
Ernst & Young
Actuaries &Consultants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1999

Entering the 21st Century World Development
Report 1999/ 2000

World Bank 1999

ERISA Fact s 1999
Frank J. Bitzer,
Nicholas W. Ferrigno

National Underwriter 1999

Fact Book (1998- 1999) : Non-LIfe Insurance in Japan
The Marine and Fir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1999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ment : Concise
Second Edition

Eugene F. Brigham,
Joel F. Houston

Dryden 1999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ment : A Problem
Notebook

Eugene F. Brigham,
Joel F. Houston

Dryden 1999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ment : Study Guide
Eugene F. Brigham,
Joel F. Houston, Dana
Aberwald Clark

Dryd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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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Insurance : Pacific Century Insurance Jardine Fleming 1999

Implementing Value at Risk Philip W . Best Wiley 1998

Insurance Act (Chapter 142) : Insurance Regulations The Government Printer 1999
The Insurance Corporation of Singapore (U.K.) Limited
(in porvisional liquidation) : 31 December 1998

The Government Printer 1998

The Insurance Corporation of Singapore Limited : A
Subsidiary of 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imited

T 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1999

T he In surance Industry in China Asia Information Associates 1999

Insurance Law &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C.Y. Huang
Insurance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China

1997

Insurance Solvency Intermational Market Profiles :
European Edition 1999

Standard & Poor ' s 1999

Interruption In sruance : Practical Issues Gordon J.R. Hickmott Witherby 1999

Introduction to Credibility T heory Thomas N. Herzog ACT EX 1996
T he LIfe Insurance Enterprise, 1885- 1910 : A
Study in the Limits of Corporate Pow er

Morton Keller Harbard Univ . 1999

Life Insurance Fact Book 1999 A CLI 1999

Life Underwriting Manual Korean Re 1998
T he Market Risk Amendment : Understanding
the Marketing- to- Model and Value- at - Risk

Dimitris N.Chorafas McGraw Hill 1997

Maximising performance in insurance operations
Julia Prachard,
Louis Jordan

Woodhead Publishing 1999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4

Probability For Risk Management
Matthew J. Hassett,
Donald G. Stewart

ACT EX 1999

Proceedings of the Casualty Actuarial Society 1997 CA S 1998

Proceedings of the Casualty Actuarial Society 1998 CA S 1999

Securitization of Risk CA S 1999
Solutions Manual for A Problem- Solving Approach
to Pension Funding and Valuation

William H. Aitken ACT EX 1996

Solutions Manual for Introductions to Credibility Theory Thomas N. Herzog ACT EX 1999
Solution s Manual for Mathematics of
Investment and Credit

Samual A. Broverman ACT EX 1992

Solutions Manual for Michael M. Parmenter ' s
Theory of Interest and Life Contigencies, with
Pension Applications : A Problem- Solving Approach

Dick London ACT EX 1996

Solutions Manual for Probability for Risk Management
Donald G. Stewart,
Matthew J. Hassett

ACT EX 1999

Tax Aspects of Retirement Plans : Retirement Plans Workbooks Patrick McKeithan West Group 1999

T he T okio Marine Risk Consulting T okio Marine 1999

- 124 -



신착도서안내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Theory of Interest and Life Contigencies, with
Pension Applications : A Problem- Solving Approach

Michael M. Parmenter ACT EX 1999

T reasury Risk David E. Bland Witherby 2000

VAR Understanding and Applying Value- at- Risk Joseph Erickson Risk Publication s 1997

Variable Univer sal Life Dearborn 1999
World In surance 1999/ 2000 : Meeting the
needs of the Insurance Industry Globally

FT 1999

Bancassurance- Modell der Zukunft? Holger Kern VVW 1999
Grosskreditversicherungen fuer Kreditinstitute :
Die Uebertragung des Rueckersicherungskonzepts
auf die Deckung bankwirtschaftlicher Kredit- und
Grossreditrisiken

Kay ser Ottmar VVW 1986

Klassische und moderne Formen der
Rueckversicherung

Peter Liebw ein VVW 1998

Neue Rahmenbedingungen fuer die Kredit - und
Kautionsver sicherung

Hansjochim v. Wick,
Dieter Feldmann

VVW 1998

Personenschaden im europaeischen Vergleich : Die
Grundlagen und die Praxis des
Personenschadensersatzrechts unterBeruecksichtigung der
Haftungsfolgen fuer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er
sechs europaeischer Laender im Vergleich

Sascha Krahe,
Patrick Le Roy

VVW 1999

Schadencontrolling - Ein Steuerungskonzept des
Assekuranz- Controlling

Elke Happel VVW 1999

T umorlokalisation sschluessel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 ICD- O

Gu stav Wagn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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