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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第一火災 및 第百生命의 破産原因과
國內保險産業에의 示唆點*

1 )

Ⅰ. 破産經緯 및 破産會社 槪要

1. 破産經緯

□ 일본 금융감독청은 지난 5 월 1일 및 6 월 1일자로 경영상태가 악

화된 第一火災(자산부족규모 3 7 2 억엔) 및 第百生命 (자산부족규

모 4 5 3 억엔) 에 대하여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

을 발동함으로써 양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함

□ 第一火災 및 第百生命은 19 9 8 년 총자산 기준으로 업계내에서 각

각 8 위 및 16 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보험사임

□ 第一火災

о 일본 금융감독청은 2000년 5월 1일자로 第一火災(다이이치화재)에 대

해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발동함.

- 자산 부족규모 : 372억엔

- 솔벤시마진 비율 : - 74 .7%

о 2000년 4월 10일 : 금융감독청 감사결과(2000 년 1- 3월중)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및 유가증권평가손의 처리 불충분 으로 판정, 자본증대책

을 요구함.

- 제일화재는 기한내(5월 10일까지) 자기자본 증강이 곤란하다고 판단,

자력재건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함.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양성문 팀장과 이상우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보
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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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о 2000 년 5월 1일 :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발동하

였으며, 보험관리인은 손해보험협회장, 공인회계사, 변호사 3인으로 구

성됨.

□ 第百生命

о 일본 금융감독청은 2000 년 5월 3 1일자로 第百生命(다이하쿠생명)에 대

해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발동함.

- 자산 부족규모 : 453억엔(2000 년 3월말 기준)

- 솔벤시마진 비율 : - 190 .2%(2000년 3월말 기준)

о파산경위

- 지난 '99 년 4월 第百生命과 매뉴라이프사(캐나다)가 합병하기로 협의

가 진행중이었으나 第百生命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신규계약에 한하여

매뉴라이프사가 인수하기로 하고 기존계약은 第百生命이 유지·관리하

기로 합의함.

- 2000년 1월 6일 : 금융감독청 검사결과( 99 년 8 ∼2000 년 1월) 第百

生命이 발표한 지급여력비율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으로 판명되어 부실

채권 충당금 적립 및 유가증권평가손의 처리 불충분 으로 판정, 자본

금증액대책을 요구함.

- 第百生命은 자기자본 증액이 곤란하다고 판단, 자력재건 포기를 선언

함으로써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함.

о 2000년 6월 1일 :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발동하였

으며, 보험관리인은 생명보험협회장, 공인회계사, 변호사 3인으로 구성

됨.

2 . 破産會社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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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第一火災는 1949 년에 설립된 상호회사 형태의 손보사로서 수입보험료 규

모로는 업계 15위, 자산규모로는 업계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손보사임.

□ 第百生命은 1947 년에 설립된 상호회사 형태의 생보사로서 수입보험료 규

모로는 업계 15위, 자산규모로는 업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생보사

임.

<표 1> 파산회사 개요(1999년 3월말 현재)

구 분 第一火災 第百生命

설 립 일 1949년 9월 1947년

회 사 형 태 상호회사 상호회사

자 산
규모 1조 3,871억엔(8위) 2조 4,670억엔(16위)

M/ S 4.5% 1.3%

수입보험료
규모 1,576억엔(15위) 3,528억엔(15위)

M/ S 1.5% 1.2%

내근직원수 1,243명 1,174명

주 : ( )안은 업계내에서의 순위임.

Ⅱ. 破産原因 分析

1. 破産 主要原因

□ 양 보험사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 자산운용수익률 저하에 따른 역마진 지속, 저축성상품의 대량 판매

에 따른 경영부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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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 . 第一火災의 破産原因

가. 積立型 保險의 過多販賣

<표 2> 第一火災의 적립보험료 비중 추이

회사명 FY' 94 FY' 95 FY' 96 FY' 97 FY' 98

第一火災 66.6% 67.7% 67.1% 61.5% 59.8%

東京火災 22.5% 23.4% 24.0% 24.4% 20.4%

安田火災 23.6% 23.4% 24.2% 21.9% 20.2%

三井火災 27.7% 29.5% 29.3% 25.7% 26.4%

住友火災 31.2% 31.5% 31.9% 32.3% 29.3%

日本火災 27.6% 26.1% 29.1% 25.9% 24.5%

업계평균 26.5% 26.5% 26.8% 25.1% 23.0%

註 : 1) 적립보험료 비중 = 적립보험료/ 원수보험료
2) 적립보험료는 적립형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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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資料 : 日本 保險硏究所, 『Ins ura nc e』, 각년도

□ 第一火災는 고이율의 저축형 손해보험상품인 마루마루(マルマル)보험 을 주

력판매상품으로 하여 총자산규모를 업계 중견수준(8위)으로 증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총수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의 비중은 60%수준에 이르고 있음.

о 이는 손보업계 평균수준인 23%보다 2 배 이상 높고, 대형 손보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회사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음.

나. 不實債權 增大와 資産運用收益率 低下에 따른 逆마진 持續

□ 회수불능채권 6 12억엔(총자산의 4 .4%)

о 최근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

써 부실채권이 대량 발생

о 第一火災의 자산실사결과 드러난 회수불능채권의 대부분이 損失先送商

品의 형태로 은닉되어 있던 것으로 판명됨

<표 3> 第一火災 자산등급별 실사결과

(단위 : 억엔)

구 분 1분류 2분류 3분류 4분류

감독청사정(1) 11,358 1,599 299 612

자체사정(2) 13,090 751 29 0

차액(1-2) 1,732 848 270 612

註 : 제4분류는 회수불능채권

о 감독청의 감사결과, 第一火災의 1999년 3월 말 회수불능채권은 총 6 12

억엔으로 이 중 절반이상이 유가증권이고, 그 대부분이 損失先送商品임.

о第一火災의 자체사정에서는 회수불능채권이 전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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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블붕괴기에 주식과 외국채권 등에서 거액의 평가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損失先送商品에 손을 댔던 것으로 판단됨.

о 금융감독청은 第一火災가 은행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크레디·스

위스(CS) 그룹으로부터 가공의 損失先送商品을 구입하여 수백억엔의

손실을 감춘 것으로 판단함. 이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참고> 損失先送商品의 개념

о 損失先送商品이란, 기업이 보유한 평가손이 발생한 유가증권 등을 장부

가로 매각하고 이를 장기로 운용하여 평가손을 소멸시키는 구조의 파

생금융상품임.

- 企業 : 평가손이 발생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이 장부상 매각되는

것으로 되어 일시적으로 불량채권이 없어져 결산을 양호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짐. 다만, 일정기간 경과후(5 년 또는 10 년) 이를 장부가격으

로 재구입할 의무를 갖고 있음.

- 派生金融商品 販賣會社 : 유가증권을 시장에 매각한 자금으로 고위험

의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평가손실을 상회하는 이익을 획득함. 다만,

일정기간 경과후(5 년 또는 10년후) 이를 장부가격으로 되팔수 있는 옵

션을 가지고 있음.

о 크레디·스위스그룹이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불량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장부가 이상의 수익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매우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파생금융상품 구입을 통해 결산손실을 회피한 회사의 손실

은 은닉된채 증가할 수 있음.

о 크레디·스위스그룹이 판매한 동 상품을 구매한 회사는 60여개 이상(불

량채권 규모 총 5천7 백억엔 규모)으로 이중 日産生命, 北海道拓植銀

- 6 -



포커스

行, 日本長期信用銀行 등 파산한 금융기관은 대부분 이러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유가증권 등 자산평가손 320억엔

о 금융감독청의 실사결과 유가증권평가손 287억엔 등 320억엔의 자산평

가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실채권에 따른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요구

액이 869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솔벤시마진 비율은 第一火災가 공표한 330 .0%가 아닌 - 74 .7%로

파악되었음.

<표 4> 第一火災의 경영 주요지표 추이

구 분 FY'94 FY' 95 FY' 96 FY'97 FY' 98

G D P성장률 0.6% 1.5% 5.1% 1.6% -2.5%

국채금리(5년) 3.8% 1.8% 1.6% 1.2% 1.4%

적립형보험 예정이율 4.0%∼3.0% 2.5% 2.5% 2.5%

투자수익률
第一 4.5% 3.9% 3.5% 3.1% 3.0%

업계 4.2% 3.7% 3.3% 3.2% 2.9%

사업비율
第一 56.5% 55.9% 55.9% 55.7% 52.5%

업계 41.8% 41.5% 43.7% 43.8% 44.2%

당기순이익

(백만엔)

第一 1,090 498 964 657 700

업계 4,072 4,052 3,054 3,308 2,790

註 : 사업비율 계상시 손해조사비 포함
資料 : 日本 保險硏究所, 『Ins ura nc e』, 각년도

□ 누적 평균예정이율과 투자수익률과 1∼1.5% 역마진 발생

о 보험기간이 장기(5 년이상)인 저축형 손해보험의 부담금리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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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을 유지하는데 비해 초저금리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여 역마진 발생 지속

о사업비율도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비용 구조 지속

3 . 第百生命의 破産原因

가. 貯蓄性商品의 大量販賣와 解約率 增加

□ 第百生命은 거품경제시기에 대량 판매된 고이율의 저축형 보험상품이 일

본의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최근 日産

生命과 東邦生命의 파산에 대한 영향으로 해약환급금이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음.

о 이에 따라 해약률 18 .0%로 생보업계 평균수준인 10 .8%보다 무려 1.7

배 이상 높고, 대형 생보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회사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음.

о 사업비율 또한 생보업계 평균수준인 13 .4% 보다 높은 18 .4%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영 효율성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

나. 不實債權 增大와 資産運用收益率 低下에 따른 逆마진 持續

□ 회수불능채권 693억엔(총자산의 2 .8%)

о 최근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

써 부실채권이 대량 발생

□ 실질 채무초과액 1,222억엔(2000 년 3월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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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금융감독청의 99 년 실사결과 유가증권 미실현 손실 1,449억엔이 발생

하였고, 부실채권에 따른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요구액이 4 19억엔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솔벤시마진 비율은 1999 년 3월기준으로 第

百生命이 공표한 304 .6%가 아닌 175 .3%로 파악되었으며, 2000 년 3

월말 기준은 - 190 .2%에 달함.

□ 평균부담이율과 투자수익률과 1.5 ∼2% 역마진 발생

о 보험기간이 장기(10년이상)인 저축성상품의 부담금리는 높은 수준

(4 .5%이상)을 유지하는데 비해 초저금리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운

용수익률은 계속 하락하여 역마진 발생 지속.

<표 5> 第百生命의 경영 주요지표 추이

구 분 FY'94 FY' 95 FY' 96 FY'97 FY' 98

GD P성장률 0.6% 1.5% 5.1% 1.6% -2.5%

국채금리(10년) 3.68% 3.21% 2.45% 1.88% 1.70%

평균부담이율 5.0% 5.0% 4.4% 4.4% 4.5%

해약률
第百 11.0% 11.9% 13.3% 19.1% 19.3%

업계 8.3% 8.6% 8.9% 10.8% 10.6%

사업비율
第百 13.8% 15.4% 16.3% 16.6% 18.4%

업계 14.2% 13.8% 14.3% 13.2% 13.4%

투자수익률
第百 3.64% 3.40% 3.39% 3.41% 2.63%

업계 3.91% 3.71% 3.45% 3.34% 3.06%

당기순이익

(백만엔)

第百 6,979 11,788 6,831 5,208 -10,935

업계 38,816 39,857 32,803 25,298 12,371

註 : 해약률은 개인보험의 해약률임
資料 : 日本 週刊東洋經濟, 1999 . 6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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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向後 處理節次

□ 보험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계획 수립 및 실행

□ 보험계약자보호

о第一火災의 경우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해 200 1년 3월까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은 전액 보호되나 200 1년 4월 이후는 自賠責을 제

외하고는 10% 감액됨.

- 저축형 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은 10%이상 감액될 가능성이 있음.

о第百生命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해 200 1년 3월까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은 전액 보호되나 저축성이 높은 상품은 예정이율

을 낮추어 감액될 가능성 높으며, 200 1년 4월 이후는 사망보험을 포

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상한도액이 10%정도 감액됨.

<그림 1> 파산보험회사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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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日本 保險産業의 最近 動向

Ⅰ. 保險産業 構造改編

가. 構造改編의 原因

□ 전세계적 조류인 금융산업의 개방화·자유화 물결로 일본의 보험산업도

1998 년 이후 일본판 빅뱅 을 경험하고 있음.

о 96 년 미 ㆍ일 보험협정 이후 일본 정부는 일련의 자유화 ㆍ규제완화 정

책을 시행해 왔음.

о 보험협정의 주요내용은 가격자유화, 금융겸업화, 모집조직 및 보험감독

정책 등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임.

□ 가장 직접적으로 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을 초래한 요인은 98 년 7월 손해보

험요율 산출단체의 요율 준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시행된 완전가격자유

화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난 1998 년 「금융시스템개혁법안」의 제정으로 금융업종간 자회

사 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이 허용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о 보험사의 경우 1998년 12월부터 자회사 방식에 의한 증권 및 파산은행

에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1999년 10월부터는 일반은행에의 진출도

가능해졌음.

о 은행의 보험업 참여는 1998 년 12월부터 파산보험회사에의 진출이 가능

해졌으며, 200 1년 3월부터는 모든 보험회사로의 진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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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의 금융기관 상호진입 일정

실 시 일 보험에서 타업진입 타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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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손해보험협회, 「1999 FACT BOOK」, 1999년

나. 構造改編 現況

□ 생명보험산업

▲ 가격이 자유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가격차이가 없음

▲ 생보사의 타업 진출

▲ 외국사의 일본 생보산업 진입

□ 손해보험산업

▲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사의 공격적 가격인하

▲ 경영효율화를 위한 손보사간 합병·제휴 활발

▲ 타 업종의 손보산업(특히 자동차보험) 진출

1) 生命保險

□ 가격자유화

о 일본은 현재 생명표의 작성과 사용은 각사의 자유에 맡기고 있으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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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생명표를 변형하여 표준율보다 낮게 사용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인가

를 받음.

о 따라서 각 회사의 보험료 적용 사망률은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예

정이율의 경우에도 2 .0% 내외로 차이가 없음.

□ 생보사의 타업진출

о생보사의 손보 자회사 설립

- 대형 생보사( 日本, 第一, 住友, 明治, 三井, 安田)를 중심으로 손해보

험 자회사 설립.

о 日本生命의 논뱅크업 공동진출 추진(2000 년 상반기)

- 소비자 금융부문과 인터넷 금융분야에 조기 진출을 위해 일본생명

(10%출자)과 사꾸라은행(90%)이 공동으로 자본금 200억엔을 출자하

여 논뱅크(일종의 여신전문기관)를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함.

о 日本生命의 신탁은행업 진출(Maste r Trust Bus iness : 연금자산관리 업무)

- 日本生命(33 .5%)은 미쯔비시 신탁은행(45 .3%), 明治生命, 東洋信託銀

行, 도이치은행(獨)과 공동으로 신탁은행을 설립하여 주로 연금자산

및 유가증권 자산 등의 관리업무, 정보제공업무, 리스크 관리업무를

제공할 예정임.

о 지방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개호사업 실시

- 일본생명(3월)과 명치생명(4월)은 전국의 지방은행과 제휴하여 은행

고객에게 동사의 개호관련 서비스 제공

□ 외국사의 생보산업 진출

о 미국 애트나(Ae tna )생명의 생명보험사 인수

- 애트나사는 작년 平和生命의 주식을 일부 인수한('99 년 10월 33 .3%)

데 이어 나머지 주식을 전부 인수(2000 년 2월 66 .7%)하여 생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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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о스위스 보험그룹의 생명보험사 인수

- 스위스의 보험그룹인 Winte rthur그룹이 니코스생명의 주식 전부를 취

득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함.

о 미국 푸르덴셜의 協榮生命 인수

- 업계 10위의 중견 생보사인 協榮生命은 일본의 초저금리로 인한 역마

진 증대로 재무상태가 악화됨.

- 이에 푸르덴셜 생명은 제3자 할당증자를 통하여 協榮生命의 발행주식

과반수 이상을 취득하여 자회사할 방침임.

2) 損害保險

□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사 공격적 가격인하

о AHA, Zuric h, London 등 외국계 손보사들이 통신판매를 통하여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하였음(최대 30 ∼40%).

о AHA사는 1982 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의 통신판매를 개시한 이

후 1996 년에는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를 개시하였는데, 일본판 금융빅

뱅의 선도회사로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킴.

- 97년 9월에 발매한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

면 보험료가 최대 30% 인하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현재 60 만명 이

상의 고객을 확보함.

□ 경영효율화를 위한 손보사간 합병 및 제휴 활발

о住友海上과 三井海上의 합병(2002 년 예정)

- 일본 손해보험 업계에서 각각 3 , 4위를 차지하는 住友海上과 三井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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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향후 생보, 손보, 일본판 40 1K, 투자신탁, 증권업무에 진출하는

등 종합금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2 년 4월 예정으로 합병에 합

의함.

- 양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총자산 5조 7 ,300억엔으로 손해보험업계에

서 東京海上을 제치고 선두에 서게 되며, 향후 양사의 생명보험 자회

사도 통합할 예정임.

о大和火災와 닛세이손해보험(일본생명의 손보자회사) 200 1년 합병예정

- 대형사들의 합병은 시장에서의 지속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지만 가

격경쟁에 취약한 중소형사들도 생존을 위해 활발한 제휴·합병을 단행

하고 있음.

- 중견 손보사인 大和火災와 닛세이손보사가 합병하여 大和火災의 대리

점망과 日本生命의 영업직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 타 업종의 손보산업(특히 자동차보험) 진출

о 대형 제조업체 및 종합상사의 진입

- 일본 최대의 가전업체인 소니(Sony)사는 1998 년 6월 손보사를 설립

하여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인 One o n One 의 직접판매를 개시함.

- 소니브랜드의 뛰어난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가격인

하를 선도하여 급성장중임.

- 보험료는 최대 30% 인하되지만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20% 인상됨.

-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인 마루베니(丸紅)상사는 보험 브로커회사를 설립

함.

о 서비스업체의 진입

- 보안업체인 S ECOM은 東洋火災를 인수하여 손보업에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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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체인 HIS는 자동차전문 보험사인 Sa is on과 자본 제휴함.

<그림 2> 일본 손보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2 . 日本 保險産業의 向後 展望

가. 生命保險

□ 금융겸업화, 가격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 보험산업은 대형사

및 중소형사, 외국사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예상됨.

□ 생보산업의 경우 최근 부실사들의 파산을 계기로 중소형사들에

대한 외국사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중소형사간의

인수·합병 및 제휴도 활발해질 전망임.

□ 손보산업의 경우 외국사의 가격인하에 대응한 국내 대형사의 고

객서비스 확대와 중소형사의 전문화 전략 등으로 보험산업 재편

의 1차 과도기를 맞이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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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의 손보자회사
ㆍ日本損害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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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일본 생보업계는 최근 일련의 부실 보험사들의 파산을 계기로 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о 특히 協榮生命이 미국 푸르덴셜의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 것은 중견 생

보사 단독으로 생존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으

로 보임.

□ 중소형사간의 제휴와 외국사들의 지분참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임.

о 재무상태가 비교적 우량한 太陽生命(수보기준 8위, 솔벤시마진비율

782%) 및 大同生命(9위, 998%)은 보험지주회사를 설립을 전제로 하

는데 합의함.

о富國生命은 대형사인 安田生命과 포괄제휴함.

나. 損害保險

□ 시장의 힘에 의한 시장재편의 지속

о 외국사의 공격적인 시장진입에 대해 일본 국내사들은 부가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차별화 전략으로 맞섰으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결국 가격경쟁에 가담하게 되었음.

о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정비가 필수적 요소인데

이를 위해 대리점의 통폐합 및 대리점 수수료 자유화, IT기술투자 등

의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 수익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임.

о 가격자유화와 경쟁심화는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은 회사의 경영전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향후에도 시장의 힘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장재편

과정이 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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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년
명확한

경영전략

2002∼2004년

전방위경쟁과

다각화전략

은행의 진입

대형사가 가격선도자로 부상

우량고객시장으로 확대

1차 시장재편

중소형사의 전문화 전략

외국 보험사와의

경쟁심화

전방위다각화전략

2차 시장재편

2000∼200 1년

전문화전략

승자와 패자의

명확한 구분

시장구조조정에

의한 영향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전문화 전략

포커스

□ 대형사 및 중소형사간 전략의 차별화

о 대형사는 손해율 개선과 판매채널 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동시에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 및 자회사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확정갹출형 연금제도로의

진입, ART 분야 등 새로운 투자분야로의 진출도 모색하게 될 것임.

о 중소규모 보험사는 이미 특정상품 혹은 특정지역에 전문화하는 전략을 선

택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전문화 전략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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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新火災는 소매시장에 집중하기로 하였음.

- 千代田火災는 도요다자동차와 제휴하여 나고야에 본사를 설치하고 차

별화된 자동차보험을 개발할 계획임.

<그림 3> 일본 손보산업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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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國內 保險産業에 대한 示唆點

1. 적절한 商品 포트폴리오의 構成

□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

에 따라 금리수준도 장기적으로 현재보다는 저금리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손보업계의 경우 금리 리스크가 높은 장기보험의 비중이 '95 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음.

о 다만, 금리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기보험중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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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표 7>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일반보험 19.3 15.9 18.1 15.8 16.8

자동차보험 45.5 44.3 37.8 37.0 38.3

장기보험
35.2

(42.5)
39.8

(49.3)
44.1
(54.4)

47.2
(51.4)

45.9
(n .a)

註 : ( )안은 장기보험중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임.

資料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및 『장기손해보험』, 각년도

о 따라서 각사별로 전략적 상품을 선택하고 핵심역량이 있는 상품에 특화

할 필요가 있음.

о 또한 각사의 특성에 맞게 상품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금리리스크가

높은 고정금리형 장기손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내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 판매비중은 IMF체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국내 업계의 평균에도 미치

지 못하여 향후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о 따라서 고금리 단기상품의 판매비중을 줄이고 중장기 보장성보험의 판

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표 8> 국내 생보사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보장성보험 13.0 16.4 15.7 19.0 24.0

저축성보험 87.0 83.6 84.3 81.0 76.0

註 : 수입보험료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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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보장성보험의 적극적인 개발 및 판매는 회사의 손익구조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담금리가 높은

금리연동형 상품을 판매를 점진 축소해야 할 것임.

о 고수익상품의 대안으로는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타 금융권과 상품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 적정한 資産運用收益의 確保

□ 보험사의 자산운용업무는 보험사의 고유업무인 언더라이팅 업무와 함께

양대 기본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

임.

о 일본 第一火災와 第百生命이 파산한 주된 원인이 자산운용의 부실에 있

었음을 감안하면 보험사 자산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것임.

о 따라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구성으로 안정성, 수익성 및 유

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최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운용기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자산운용 전문가의 양성은 필

수적이며, 전문투자기관과의 제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운용의 아

웃소싱 추진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о 기존의 일괄적인 자산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장·단기 자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대처해야 할 것임.

- 21 -



포커스

3 . 효율적인 販賣채널의 構築

□ 본격적인 가격자유화 시대를 맞이하여 판매비용의 절감은 상품의 가격경

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판매채널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о기존 판매채널의 경우 비용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함.

о판매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접판매에 대한 비중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해지고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인터넷에 의한 보험판매도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음.

о보험회사는 각사의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본

격적인 인터넷 비지니스 시대에 대비하여야 함.

о사이트 구축시에는 자사의 브랜드를 일반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함.

4 . 종합적인 리스크 管理體制 早期 構築

□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각 보험사는 자사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언더라이팅 기법을 선진화하여 위험선택을 적절히 하고, 금리리스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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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한 ALM체제의 구축과 투자대상에 대한 철저한 신

용평가 및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대손실을 예측할수 있는 Va R기법과 예상외손

실에 필요한 자본액을 계산하는 Ca R기법 등 통계적 리스크관리의 도입

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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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生産

2 0 0 0 년 1/ 4 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 증가와 수출신장
세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 .8 % 증가를 보인 반면, 계절변동조정
실질 G DP는 전기대비 1 .8 % 증가에 그쳐 신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1/4분기 실질 GDP는 성장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12 .8% 증

가하여 99 년 2/ 4분기 이후 4분기째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o 농림어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 증가에 그쳤으나 광공업은 컴퓨터,

자동차, 산업용기계, 반도체 등 대다수 업종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함.

o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7 .8% 감소함.

o 서비스업은 통신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7% 성장을 기록

함.

□ 그러나 季節變動을 조정한 실질 GDP는 전기대비 1.8% 증가하여 전분기

의 2 .8%보다 신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연속 10%대 경제성장률 시현으로 경기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

나, 계절변동 조정치를 감안한 GDP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경

기과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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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동향

<표 1> 산업생산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999p 2000p

1/ 4 2/ 4 3/ 4 4/ 4 연간 1/ 4
국 내 총 생 산 5 .4 10 .8 12 .8 13 .0 10 .7 12 .8

제 조 업 10 .7 2 1.5 27 .3 27 .2 2 1.8 23 .0
건 설 업 - 14 .2 - 7 .1 - 9 .5 - 10 .5 - 10 .1 - 7 .8
서비스업 7 .6 11.6 13 .0 14 .4 11.7 11.7

資料: 한국은행

나. 消費 및 投資

2 0 0 0 년 1/ 4 분기 가계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 1 .4 % 증가하여 증
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증가 및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소비는 파업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1/ 4분기 중 둔화세

를 보였으나, 4월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o 小賣販賣는 백화점 세일, 가정용기기 매출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

되었고, 內需用消費財出荷는 정수기, 휴대용전화기 등 耐久財를 중심으

로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內需用消費財輸入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 設備投資는 1/ 4분기에 이어 4월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

투자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о 컴퓨터, 통신기기, 기계장비 등에 대한 투자호조로 同行指標인 設備投

資推計, 機械類內需出荷, 內需用機械類輸入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음.

о先行指標인 國內機械受注도 계속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建設投資는 建築이 회복세를 지속한 반면 土木은 부진한 모습을 보임.

о 건축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土

木建設은 기성액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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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자ㆍ소비 및 경기 관련 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999. 4/4 2000 . 1 2 3 1/ 4 2000 . 4

소 매 판 매 13 .9 14 .0 11.7 11.9 12 .5 15 .3

내 수 용 소비재출하 24 .6 20 .9 19 .2 13 .6 17 .7 16 .6

내 수 용 소비재수입 26 .4 44 .8 4 3 .6 39 .2 4 2 .4 30 .9

설 비 투 자 추 계 6 1.9 56 .0 67 .6 50 .8 57 .4 4 0 .7

기 계 류 내수출하 4 6 .8 55 .7 73 .8 62 .5 63 .8 4 7 . 1

내 수 용 기계류수입 68 .6 60 .6 8 6 .5 84 .6 77 .5 68 .9

건 축 허 가 면 적 173 .4 8 9 .4 67 . 1 108 .4 90 .6 106 .8
資料: 통계청

국내보험동향

다. 對外去來

1 ∼4 월 중 경상수지는 전년동기대비 6 8 억 감소한 10 억 달러 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수지는 해외채권 매각 및 해외중장기채 발
행 등으로 4 월 현재 2 7 억 달러의 流入超를 기록하였음

□ 4월 중 경상수지는 1997년 10월 이후 30개월만에 2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 流入超로 대외준비자산은 2 1.2억 달러 증가하였

음.

о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흑자 기록에도 불구하고, 만기연장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 집중으로 소득수지 적자폭이 8.4억 달러로 확대된 데 기인함.

о 서비스수지는 분기 말월인 3월에 집중되었던 특허권사용료 및 컨설팅

료 등의 서비스 지급 감소로 적자규모가 전월의 1.3억 달러로 축소됨.

□ 5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중화학과 경공업제품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8 .7% 증가한 147억 달러를 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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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정보통신기기, 화공품, 반도체와 의류 등의 호조세가 지속된 반면, 금

중계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함.

□ 5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전년 동월대비 40 .9% 증가하여 99년 10월 이

후 8개월 연속 4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о품목별로는 원유, 철강재를 비롯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증가하였음.

<표 3> 대외거래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4 . 4 1∼4 2000 . 3 4 p 1∼4 p 5 p
경 상 수 지 16 .6 78 .2 1.8 - 2 .6 10 .3 -

상 품 수 지 25 .9 93 .7 9 .5 5 .7 28 .8 -
서비스수지 - 1.6 - 4 .0 - 4 .3 - 1.3 - 9 .8 -
소 득 수 지 - 8 .6 - 17 .7 - 3 .6 - 8 .4 - 12 .5 -

수 출 (통관) 115 .0 4 17 .5 144 .4 135 .9 529 .3 14 7 .0
수 입 (통관) 9 1.0 346 .7 142 . 1 133 .4 52 1.6 133 .3

資料: 한국은행

라. 雇傭 및 賃金

2 0 0 0 년 4 월 중 임금상승률은 9 .5 %로 특별급여와 운수·창고·통신업
위주로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고용사정은 5 월 들어서도 개선 추
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금년 5월 고용동향은 실업자 및 실업률이 각각 83만명, 3 .7%로 외환위기

( 97 . 12월: 65 .7 만명, 3 .1%)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음.

о취업자 수는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과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농림어업, 도소매·숙박업, 공공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6 만명(4 .7%) 증가하였음.

о 계절조정 실업률도 3 .9%로 전월대비 0 .1%p 하락하여 지속적인 경기회

복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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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9.5%로 상승하였음.

о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5 .6% 상승하여 전년동기 4 .3%에 비해

상승폭이 컸으며, 초과급여는 15 .8% 상승하였고 특별급여는 2 1.2%

상승하여 전년 동기 7 .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о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업이 10%를 상

회하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은 상승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10인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 (누계)

(단위: 천원, %)

구 분
1999 2000

1/ 4 4 1/ 4 4
임 금 총 액 1,5 11 1,502 1,647

9 .0
7 .3

1,643
명목임금 상승률 5 .6 6 . 1 9 .5
실질임금 상승률 4 .9 5 .4 8 .0

資料: 노동부

마. 金利

금융시장은 최근 금리전망의 불투명으로 시중자금의 단기유동화 현상
이 높아지며 풍부한 유동성에 의지한 금융기관들의 채권매수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채권발행이 예
상되고 있어 지속적인 금리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장기시장금리는 풍부한 유동성 등 하락요인과 경기상승세 지속,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보임.

о 4월중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현

재화되고 있지는 않음.

□ CD, CP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는 단위금전신탁의 대규모 만기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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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신사 MMF의 증가세 둔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매수여력 축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함.

□ 콜금리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당국의 정책으로 5%대를 유지

하고 있음.

□ IMF와의 합의사항인 채권시가평가제도가 7월부터 시행예정이고, 2차 금

융구조조정에 30 ∼4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의 불가피성

을 고려할 때 유동성에 의지한 금리하락은 단기적이며 제한된 범위에 그

칠것으로 예상됨.

<표 5> 주요시장금리 추이

(단위: %)
구 분 99 . 10 11 12 2000 . 1 2 3 4 5 6 .23

콜 (1일)
C D (9 1일)
국고채 (3 년)
회사채 (3 년)

4 .7 4 .7 4 .8 4 .8 5 .0 5 . 1 5 . 1 5 . 1 5 . 1

7 .3 6 .9 7 .2 7 .3 7 . 1 7 .0 7 . 1 7 . 1 7 .2

8 .3 8 .5 8 .9 9 .3 9 . 1 9 . 1 8 .9 9 .0 8 .8

9 .1 9 .5 9 .9 10 .3 10 .0 10 .0 10 .0 9 .9 9 .7

資料: 한국은행

바. 株式市場 및 資金市場

주식시장은 4 월 중순 이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6 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은 은행
예금의 증가세 및 주식형 금융상품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식시장은 첨단기술주 거품론 확산에 의한 미국 증시 폭락과 미국의 금

리인상으로 각국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

확실성, 우리경제 중기전망의 불투명 등의 악재가 작용하여 종합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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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650선까지 하락하였다가 6월 들어 800선을 회복하였음.

о5월말 이후 현대그룹 문제의 해결기미, 미국 주가의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

가 호전되었으며 현대그룹 경영개선계획 발표를 전후하여 외국인들은 순

매수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자금시장 동향은 투신사 및 종금사의 수신 감소폭이 확대되고 은행신탁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은행예금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о 투신사 수신은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및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о종금사도 나라종금 인가취소, 영남종금 영업정지, 일부 종금사의 자금악화

설 등의 영향으로 수신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о 은행신탁은 단위금전신탁의 만기도래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추가금전신탁

의 부진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예금종목별로는 수시입출식 및 요구불예금이 세금납부 등의 영향으로 감

소한 반면 정기예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о주가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단기대기성 자금이 보다 안정적인 정기예

금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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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구 분 2000 . 1 2 3 4 5

은 행 계 정 84 ,536 14 0 ,632 55 , 110 139 ,292 28 ,4 22
실세요구불 - 14 ,275 - 4,342 - 24,589 44,293 - 14,450
저축성예금 98 ,8 60 125,077 66,719 106,631 50,543

금 전 신 탁 - 19 ,524 - 28 ,392 - 32 ,88 1 - 56 , 14 9 - 54 ,925

단위금전
신종적립
개발신탁

2 ,8 17
- 12 ,84 9
- 13 ,396

4,044
- 10,577
- 19,092

6,817
- 14,171
- 19,823

- 47,673
- 3,739

- 16,847

- 30,000
- 7,478

- 15,566

투 신 사 5 ,537 - 124,998 - 51,926 - 58,368 - 82,002

단기공사채
(MMF)

- 19 ,74 6
16 ,066

- 31,390
12,891

- 2,484
28,171

- 11,519
4,731

- 59,481
9

장기공사채 - 29 ,64 1 - 137 ,390 - 93 ,295 - 53 ,363 - 28 ,396
주 식 형 25 ,55 1 28,394 39,509 12,875 - 1,938

종 금 사 - 3 ,8 08 1,017 - 2,439 - 3,370 - 14,006
발행어음 11,333 3,541 - 1,193 - 1,625 - 9,078

증권사고객예탁금 24 , 156 11,898 2,162 - 6,817 - 4,175

주식형뮤추얼펀드 2 ,209 5,386 - 407 - 7,834 - 2,798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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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換率

원/ 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금년 3월과 4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외

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됨.

о5월 중 미국의 금리인상은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 약세와 국내·외 증시 하

락 등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원/ 달러 환율이 1,120원대를

넘어서는 등 동반 약세를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о6월 들어 증시반등,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 엔화 강세, 남북정상

회담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다시 안정상

승세를 보이고 있음.

□ 그동안 계속된 원화절상으로 원화의 저평가 폭이 상당부분 시정되었으며

경상수지 흑자가 점차 축소되면서 외환공급 초과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

어서 앞으로의 원화절상 속도는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о외환위기 이후 높아졌던 환율의 변동성은 외환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빠

르게 줄어든 상태이긴 하나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여타 국제 통화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7> 원/ 달러 환율 추이(기준환율)
(단위: 원, %)

99 . 11 12 2000 . 1 2 3 4 5 6 . 23

연 월 말
1,157 .5

(7 .4)
1,14 5 .4 1,122 . 1

1, 13 1.
8

1, 108 .3 1, 110 .3 1, 133 .8 1, 119 .4

(5 .4) (4 .7) (8 .0) (10 .5) (6 .0) (4 .6) -

연월평균
1,177 .2

(9 .9)
1,138 .4 1,13 1. 1

1, 128 .
8

1, 117 .2 1, 109 .8 1, 120 .0 -

(6 .6) (4 .0) (5 .1) (10 .0) (8 .9) (6 .9) -

註: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절상율(+) , 절하율(- )
資料: 한국은행

(지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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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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산업은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로 침체되었던

보험수요가 회복되고 해약률이 감소하는 등 외부환경이 개선되고, 손익

구조 개선, 사업비절감 등 산업내부의 경영효율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

데 수지상황면에서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o FY'98에 1960년 이래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던 收入保險料는 대한생명

및 현대생명에 인수된 2개 생보사의 실적을 제외하고도 上昇勢로 돌아

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支給保險金도 해약률의 감소에 힘입어 전년대비

17 .0% 감소를 시현하였음.

o FY'99 保險收支差는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손익구조 개선노력에 따라

전년대비 136 .6% 증가한 2조 2 , 137억원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 總資産은 前年에 비해 19 .5% 증가한 110조 2 ,953억원을 기록함.

o 이는 해약감소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등 보험수지차가 크게 개

선된데 기인함.

□ 投資收入은 대우사태로 인한 수익증권 손실발생 등 일부 투자손실에도 불

구하고 증권시장의 활황 등 투자환경이 호조를 띠어 전년대비 5 .6% 증가

한 10조 6 ,073억원을 기록하였음.

FY '9 9 생명보험산업은 保險需要의 回復勢와 支給保險金 減少 ,
保險社의 損益構造 개선노력 지속 등에 힘입어 前年에 비하여
保險收支 등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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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자 산
922,982 922,985 922,985 941,388 960,858 1,101,692 1,102,953 1,102,953

3.6 0.0 1.5 2.0 2.1 14.7 0.1 19.5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142,525 112,725 467,004 98,832 95,615 162,691 112,279 467,554

40.1 - 20.9 - 4.6 - 12.3 - 3.3 70.2 - 31.0 0.1

투자수입
28,718 23,922 100,462 27,495 27,458 22,065 29,390 106,073

25.7 - 16.7 10.4 14.9 - 0.1 - 19.6 33.2 5.6

지급보험금
116,662 106,233 461,483 89,849 84,037 122,346 89,479 383,049

4.9 - 8.9 12.1 - 15.4 - 6.5 45.6 - 26.9 - 17.0

사 업 비
14,919 17,403 66,011 13,558 15,099 15,988 18,170 62,369

- 8.8 16.6 - 8.0 - 22.1 11.4 5.9 13.6 - 5.5

보험수지차
10,943 - 10,911 - 60,490 - 4,575 - 3,522 24,358 4,631 22,137

142.3 - 199.7 - 1,099.8 58.1 23.0 791.6 - 81.0 136.6

註: 1) 증감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
2) FY'99 4/ 4 분기 및 연간실적은 두원, 조선을 제외함
3) 보험수지차는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이며, 사업비는 신계약비이연을

감안하지 않음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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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보험료는 個人保險의 경우 전년대비 5 .1% 감소한 반면, 團體保

險은 13. 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0 .1% 증가한 46조

7,554억원을 기록하였음.

o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FY'98 중 IMF 체제하의 급격한 보

험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초반 고금리보장상품의 대량판매와 사

업연도 후반 예정이율 인하 직전의 연금보험 집중 판매로 수입보험료 규

모를 상당수준으로 유지한데 따른 결과임.

o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28 .7%에

서 3 .7%p 증가한 32.4%를 기록함

□ 支給保險金은 FY'98 중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보험해약이 크게 감소

한 결과, 전년대비 17 .0% 감소한 38조 3,049억원을 나타내었음.

o 이에 따라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16 .9%p 감소한 8 1.9%를 보여 보

험수지 개선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음.

o 특히 3/ 4분기 및 4/ 4분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70%대의 보험금지급률을

기록하여 IMF 체제 이후 악화되었던 보험금지급률이 상당히 안정된 수

준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個人保險은 전년에 비해 收入保險料가 감소하였으나, 보험금지급
률 , 사업비율이 개선효과를 보였고 보장성보험의 구성비가 상당
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 團體保險은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3 . 1%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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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業費率은 전년대비 0 .8%p 감소한 13 .3%를 기록하여 경기회복이 이루

어지는 가운데서도 사업비절감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事業費의 分析은 新契約費 移延問題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

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금액 측면에서도 전년대비 5 .5% 감소한

6조 2,369억을 기록함.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ㆍ수입보험료증가율 ㆍ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 억원)

구 분
FY '98 FY '99

3/ 4 4/ 4 연간 1/ 4 2/ 4 3/4 4/ 4 연간

생존
보험

보험료 24,147 33,184 102,761 22,774 24,227 24,772 26,305 97,808

증가율 11.5 37.4 - 29.3 - 31.4 6.4 2.2 6.2 - 4.8

비 중 16.9 29.4 22.0 23.0 25.3 15.2 23.4 20.9

사망
보험

보험료 20,413 21,744 79,680 22,735 24,436 25,965 27,610 100,461

증가율 6.8 6.5 19.4 4.6 7.5 6.3 6.3 26.1

비 중 14.3 19.3 17.1 23.0 25.6 16.0 24.6 21.5

생사혼
합보험

보험료 31,546 31,827 150,690 29,088 27,555 29,921 32,495 117,813

증가율 - 25.0 0.9 24.9 - 8.6 - 5.3 8.6 8.6 - 21.8

비 중 22.1 28.2 32.3 29.4 28.8 18.4 28.9 25.2

개인
보험계

보험료 76,105 86,755 333,131 74,597 76,219 80,658 86,410 316,082

증가율 - 8.1 14.0 0.1 - 14.0 2.2 5.8 7.1 - 5.1

비 중 53.4 77.0 71.3 75.5 79.7 49.6 77.0 67.6

단체
보험계

보험료 66,420 25,970 133,873 24,235 19,396 82,033 25,869 151,472

증가율 251.8 - 60.9 - 14.7 - 6.7 - 20.0 322.9 - 68.5 13.1

비 중 46.6 23.0 28.7 24.5 20.3 50.4 23.0 32.4

전 체

보험료 142,525 112,725 467,004 98,832 95,615 162,691 112,279 467,554

증가율 40.1 - 20.9 - 4.6 - 12.3 - 3.3 70.2 - 31.0 0.1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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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FY'99 년부터 단체보험계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 3) FY'99 4/ 4 분기 및 연간 실적은 두원, 조선을 제외함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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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個人保險

□ FY'99 개인보험 收入保險料는 보장성보험인 사망보험만이 26 .1% 증가하

였을 뿐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모두 4 .8%, 2 1.8%의 감소세를 기록하

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 .1% 감소한 3 1조 6 ,082억원을 기록함.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ㆍ지급보험금증가율 ㆍ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98 FY'9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0,466 28 ,626 148 ,866 19,996 18 ,533 17,132 19,733 75,0 19

증가율 - 22.5 - 6.0 - 24 .4 - 30.1 - 7.3 - 7.6 15.2 - 49.6

지급률 126.2 86.3 144 .9 87.8 76.5 69.2 75.0 76.9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7,528 7,464 30,088 7,038 7,376 7,5 13 8 ,209 30,026

증가율 - 4 .6 - 0.9 72.1 - 5.7 4.8 1.9 9.3 - 0.2

지급률 36.9 34 .3 37.8 3 1.0 30.2 28.9 29.7 29.9

생사혼
합보험

지급보험금 18,264 30,287 88 ,969 28,340 24 ,895 28 ,607 30,377 110,826

증가율 - 2 .7 65.8 53.6 - 6.4 - 12.2 14.9 6.2 24 .6

지급률 57.9 95.2 59.0 97.4 90.3 95.6 93.5 94 .1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56,258 66,377 267,923 55,374 50,803 53,252 58 ,3 19 2 15,870

증가율 - 14 .7 18 .0 - 1.6 - 16.6 - 8.3 4.8 9.5 - 19.4

지급률 73.9 76.5 80.4 74 .2 66.7 66.0 67.5 68 .3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60,404 39,969 193,673 34,475 33,234 69,094 3 1,160 167,179

증가율 33.4 - 33.8 38 .9 - 13.7 - 3.6 107.9 - 54 .9 - 13.7

지급률 90.9 153.9 144 .7 142.3 17 1.3 84.2 120.5 110.4

전 체

지급보험금 116,662
106,34

6
46 1,596 89,849 84 ,037

122,34
6

89,479 383,049

증가율 4 .9 - 8 .8 12.1 - 15.5 - 6.5 45.6 - 26.9 - 17.0

지급률 8 1.9 94 .3 98 .8 90.9 87.9 75.2 79.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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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保險種 目別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손익구조개선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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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사망보험이

2 1.5%의 비중을 차지해 전년대비 4 .4%p 증가한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보장성보험의 구성비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FY'98 중 대량 판매된 고금리보장상품이 속한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대

비 7 .1%p 감소하였고, 생존보험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추세를 보여 전년대비

5 .9%p 감소한 68 .3%를 기록하였음

o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은 전년대비 각각 68 .0%p, 7.9%p의 감소를 보인 반

면, 생사혼합보험은 35 .1%p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o 보험금지급률의 하향 안정화는 실업률의 감소, 실질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

하여 해약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생존보험의 안정화가 두

드러졌음.

o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IMF체제 이후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만기도래로 보

험금 지급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보험금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개인보험의 사업비율은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각각 2 .6%p,

4 .7%p, 0 .3%p 감소한 결과, 전체적으로 0 .4%p 감소한 18 .4%를 시현함.

(3) 團體保險

□ FY'99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13.1% 증가한 15조 1,472억원이

며,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 .7%p 증가한 32 .4%를 나타냄.

o 단체보험실적은 퇴직보험을 포함한 것으로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환되는 종퇴

보험의 준비금이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로 나타나는 전환수입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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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에 따른 영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ㆍ사업비증가율 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98 FY'9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3,28 1 4 ,675 14 ,969 2,869 2,882 2,918 3,135 11,734

증가율 0.7 42.5 - 37.6 - 38 .6 0.5 1.2 7.4 - 2 1.6

사업비율 13.6 14.1 14.6 12.6 11.9 11.8 11.9 12.0

사망
보험

사업비 7,193 7,9 12 30,190 6,995 8 ,170 8 ,647 9,738 33,371

증가율 - 7 .9 10.0 4.1 - 11.6 16.8 5.8 12.6 10.5

사업비율 35.2 36.4 37.9 30.8 33.4 33.3 35.3 33.2

생사혼
합보험

사업비 3,548 3,775 17,380 2,829 3,029 3,338 4 ,132 13,140

증가율 - 2 1.3 6.4 15.8 - 25.1 7.1 10.2 23.8 - 24 .4

사업비율 11.2 11.9 11.5 9.7 11.0 11.2 12.7 11.2

개인
보험계

사업비 14,021 16,362 62,539 12,693 14 ,080 14 ,903 17,005 58,245

증가율 - 10.0 16.7 - 8.0 - 22.4 10.9 5.8 14.1 - 6.9

사업비율 18 .4 18.9 18.8 17.0 18.5 18.5 19.7 18 .4

단체
보험계

사업비 898 1,05 1 3,482 865 1,019 1,085 1,165 4,124

증가율 15.3 17.0 - 7.9 - 17.7 17.8 6.5 7.4 18 .4

사업비율 1.4 4.0 2.6 3.6 5.3 1.3 4.5 2.7

전 체

사업비 14,9 19 17,4 13 66,02 1 13,558 15,099 15,988 18 ,170 62,369

증가율 - 8 .8 16.7 - 8.0 - 22.1 11.4 5.9 13.6 - 5.5

사업비율 10.5 15.4 14.1 13.7 15.8 9.8 16.2 13.3

註: 1) 사업비는 신계약비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표 2>와 동일.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99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지급보험금이 17.0% 감소하고 수입보험료

도 증가한데 따라 전년대비 16.9%p 감소한 8 1.9%를 시현함.

□ FY'99 단체보험의 事業費는 수입보험료 증대에 따라 전년대비 18 .4% 증가

한 4 ,124억원을 기록하였고, 사업비율도 0 .1%p 상승한 2 .7%를 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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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99 모집형태별 초회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매

형태는 전년대비 4 .9%p 감소하여 69 .1%를 보이고 있으며, 會社職級은

25 .1%로 전년(23 .2%)대비 1.9%p 증가하였음.

o 회사직급을 주된 판매채널로 하는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구성비가 증

대하였고, 단체보험의 모집채널 측면에서도 회사직급의 비중이 증대하

고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個人保險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증대하여 92 .9%에서

3.2%p 증가한 96.1%로 나타났고, 반면 회사직급의 비중은 2.7%p 감소한

0.4%를 나타냄.

□ 團體保險의 경우, 회사직급이 54 .6%, 모집인의 비중이 36 .9%로 회사직급

의 비중이 전년보다 6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점 비중은 전

년에 비해 0 .3%p 감소한 2 .0%인 것으로 나타남.

□ FY'99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을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

국사와 기존사가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국

사와 지방사는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6> 참조).

o 旣存社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78 .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직급과 대

리점은 각각 15.4%, 2.0%를 보이고 있으며, 모집인의 판매비중은 전년

모집인에 의한 판매비중이 6 9 . 1%로 여전히 주된 판매채널로 이
용되고 있으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와 단체보험의 직급판
매비중 확대로 모집인의 비중이 하락하고 직급의 비중이 다소
증대하였으며, 그룹별로는 내국사와 지방사의 회사직급 판매비
중이 크게 증대하여 7 8 .6 %, 6 6 .0 %를 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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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5.1%p 감소하고,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은 0.6%p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3/ 4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개인
보험

회사직급 5 .2 2 .9 3 .1 1.2 0 .2 1.2 0 . 1 0 .4

모 집 인 8 9 .4 92 .7 92 .9 95 .3 95 .6 95 .3 97 . 1 96 . 1

대 리 점 5 .4 4 .4 4 .0 3 .5 4 .2 3 .4 2 .7 3 .4

기 타 0 .0 0 .0 0 .1 0 .0 0 . 1 0 . 1 0 . 1 0 .0

합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6 ,24 1 28 ,54 7 99 ,4 27 13 ,38 5 14 ,23 1 16 ,774 2 1,2 10 65 ,024

단체
보험

회사직급 4 3 .7 4 2 .3 48 .1 53 .2 4 9 .4 60 .6 44 .8 54 .6

모 집 인 54 .8 57 .6 50 .7 4 6 .6 3 1.6 36 . 1 35 .6 36 .9

대 리 점 1.5 0 . 1 1.1 0 .2 0 .3 0 .9 0 . 1 0 .3

기 타 0 .0 0 .0 0 .1 0 .0 18 .6 2 .5 19 .5 8 . 1

합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38 ,368 16 ,503 8 0 ,4 30 7 ,504 6 ,563 27 ,4 64 12 ,8 93 54 ,393

전체

회사직급 32 .3 17 .3 23 .2 19 .9 15 .7 38 .0 17 .0 25 . 1

모 집 인 65 . 1 79 .8 74 .0 77 .8 75 .4 58 .5 73 .9 69 . 1

대 리 점 2 .6 2 .7 2 .7 2 .3 3 .0 1.8 1.7 2 .0

기 타 0 .0 0 . 1 0 .1 0 .0 5 .9 1.6 7 .4 3 .7

합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54 ,609 4 5 ,050
179 ,8 5

8
20 ,88 9 20 ,794 44 ,237 34 , 103 119 ,4 16

註: FY'99 4/ 4 분기 및 연간실적은 두원, 조선을 제외함.

資料: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월호(FY'99의 경우 특별계정제외) .

o 신설사 중 內國社와 地方社의 경우 회사직급의 비중이 78 .6%와 66.0%

로 높은데 이는 단체보험의 판매비중이 높은데 따른 결과임.

o 外國社의 경우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83 .0%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단체보험의 판매비중이 매우 낮고, 전문남성모집조직 등 전문적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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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중심으로 영업전략을 펼치기 때문이며, 회사직급 7 .7%, 대리점

6 .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98 FY'99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체

회사직급 14 .8 7 1.7 20 .7 40 .6 7 .0 15 .4 78 .6 43 .4 66 .0 7 .7

모 집 인 83 .1 26 .7 73 .8 50 .1 84 .9 78 .0 20 .6 52 .0 32 .8 83 .0

대 리 점 2 .1 1.3 5 .5 8 .9 6 .8 2 .0 0 .8 4 .6 1.1 6 .1

기 타 0 .0 0 .3 0 .0 0 .4 1.3 4 .6 0 .0 0 .0 0 .0 3 .2

합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39 ,492 19 ,643 5 ,989 14 ,199 465 95 ,700 9 ,965 4 ,859 8 ,028 864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특별계정제외) .

다) 市場占有率 現況

□ FY'99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83 .2%로 전년

(8 1.7%)에 비해 1.5%p 증가하여 시장집중도가 크게 높아졌음.

o 특히 기존 3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75 .0%로 전년대비 2 .8%p 증가

하였고, 4/ 4분기의 경우 78 .1%에 이름.

o 이러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보험사의 안정성이 계약자의 보험

회사 선택에서 주요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외국사

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0 .5%에서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FY '9 9 생명보험시장은 기존3 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대비
2 .8 %p 증가하여 7 5 .0 % 수준에 이르는 등 시장집중현상이 심화
되었고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도 증가추세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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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0 .2 134로 전년

대비 0 .0 147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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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FY'98 FY'99

3/ 4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상위 3개사 69 .6 75 .7 72 .2 74 .4 76 .8 7 1.3 78 . 1 75 .0

기존 6개사 79 .1 84 .2 8 1.7 84 .5 85 .4 78 .6 85 .7 83 .2
내 국 사 11.1 7 .8 9 .3 8 .0 7 .2 8 .8 6 . 1 7 .7

합 작 사 4 .6 3 .8 4 .1 3 .7 3 .0 4 .3 3 .5 3 .7
지 방 사 4 .8 3 .6 4 .5 2 .6 3 .0 7 .3 3 . 1 4 .0

외 국 사 0 .4 0 .6 0 .5 1.3 1.4 1. 1 1.6 1.3

허핀달지수 0 .1787
0 .237

4
0 .1987 0 .2098 0 .2295 0 . 19 14 0 .2348 0 .2 134

註: 1) FY'99부터 메트라이프사는 외국사로 분류함.
2) FY'99 4/ 4 및 연간실적은 두원과 조선을 제외함.
3) 허핀달지수는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2)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99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110조 2,953억원으로 전년대비

19 .5% 증가함.

о 旣存社의 경우에는 2 1.2% 증가, 신설사의 경우에는 9 .8% 증가하여 기

존사의 총자산증가율이 두드러짐.

FY 9 9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9 .5 % 증가하였
으며, 이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년대비 5 .8 %p 증가한 4 0 .8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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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기존사의 높은 총자산증가율은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대한생명

의 두원생명 인수 등에 따른 결과이며, 신설사 중 외국사도 32 .8%의

높은 자산증가율을 보였음.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40 .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32 .0%, 부동산이 8 .7%, 현예

금 및 예치금 4 .7%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유가증권의 비중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확대와 안정적

인 수익확보를 위한 채권투자 확대에 힘입어 FY 99에 비해 5 .8%p 상

승함.

о 대출채권의 비중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용리스크 및 대손충당금적

립 부담으로 6 .4%p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그룹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о 다른 그룹들과 달리 지방사는 총자산 중 유가증권(23 .7%)보다 대출

(26 .3%)의 투자비중이 높음

о 기존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27 .7%로 상품유가증권의 2

배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외국사를 제외한 신설사들의 유가증권 구성

비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것임.

о 외국사는 투자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46 .3%로 매우 높으며, 특히 채권

투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해 장기·안정적인 투자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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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이며, 기존사는 3 .7%, 신설사는 8 .0%임(외국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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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99 국내 생보사들의 자산운용률(운용자산/ 총자산)은 86 .3%로서

FY 98 보다 2 .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사의 자산운용률이

신설사 보다 9 .3%p 높게 나타남.

о 자산운용률은 FY'98 회계규정 개정으로 이연신계약비가 비운용자산으

로 계상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8> FY'9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전체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평균

현·예금 및 예치금 4 .0 8 .8 7 .8 11. 1 17 . 1 9 .7 4 .7

유 가 증 권 4 1.5 35 .2 4 5 . 1 23 .7 4 7 .5 36 .2 4 0 .8

상품유가증권 13 .8 17 .3 22 .0 19 .0 1.2 17 .3 14 .3

- 주 식 1.7 2 .9 0 .8 2 .9 1.2 2 .3 1.8

- 채권 등 1. 1 5 .0 3 . 1 3 .7 0 .0 4 .0 1.5

- 수익증권 11.0 9 .4 18 . 1 12 .4 0 .0 11.0 11.0

투자유가증권 27 .7 17 .9 23 . 1 4 .7 4 6 .3 18 .9 26 .5

- 주 식 7 .0 2 .9 2 .2 0 .2 0 .4 2 . 1 6 .3

- 채권 등 17 .6 13 .6 20 .3 3 .9 4 5 .8 15 .8 17 .4

- 수익증권 3 . 1 1.4 0 .6 0 .6 0 . 1 1.0 2 .8

대 출 채 권 33 .0 29 .6 23 .7 26 .3 8 .0 26 .0 32 .0

부 동 산 9 . 1 7 .2 5 .4 7 .2 0 .3 6 .3 8 .7

운 용 자 산 계 8 7 .5 8 0 .8 8 2 . 1 68 .2 72 .9 78 .2 8 6 .3

비 운 용 자 산 8 .8 13 .0 14 .4 9 .9 27 .0 13 .9 9 .5

일반계정 자산 계 96 .3 93 .8 96 .5 78 .2 100 92 .0 95 .7

특 별 계 정 자산 3 .7 6 .2 3 .5 2 1.8 0 .0 8 .0 4 .3

총 자 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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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99 국내 생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1.1%로 FY 98에 비해 0 .5%p

감소하였으며, 運用資産收益率은 전년도보다 0 .1%p 증가한 12 .7%로 나

타남.

о 운용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높은 주식투자수익률(상품주식 14 1.9%, 투자주식 3 1.9%)에 힘입

어 17 .7%의 수익률을 시현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이 10 .8%의

수익률을 시현함.

□ 보험사 그룹별 총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13 .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합작사 13 .0%, 기존사 10 .8%, 지방사 10 .6%, 외국사 8 .4%

의 순으로 나타났음.

о국내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주식투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외국사의 경우 유가증권투자의 대부분

을 채권으로 운용하였고,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익

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 그룹별 유가증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3 1.3%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지방사 19 .5%, 기존사 17 .0%, 합작사 15 .9%, 외국사

12 .1%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내국사의 수익률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높은

FY 9 9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수익률은 1 1 . 1%로 전년에 비해
0 .5 %p 감소하였고 , 운용자산수익률은 12 .7 %로 전년보다 0 . 1%p
증가하였으며, 상품주식의 수익률이 14 1 .9 %로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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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타그룹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데, 특히 상품

유가증권의 투자수익률이 4 1.9%로 매우 높으면서 상품유가증권의 비

중이 타 그룹에 비해 높았던 것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보험사 그룹별 대출채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합작사가 13 .7%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외국사 11.6%, 기존사 10 .9%, 지방사 10 .5%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9> FY'99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전체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평균

현·예금 및 예치금 5 . 1 8 . 1 8 .4 6 .2 8 .3 7 .8 5 .7

유 가 증 권 17 .0 3 1.3 15 .9 19 .5 12 . 1 23 .0 17 .7

상품유가증권 29 .7 4 1.9 20 .6 22 .9 53 .5 3 1.3 30 . 1

- 주 식 134 .2 178 .0 329 .1 10 .5 .2 62 .9 167 .3 14 1.9

- 채권 등 11.5 8 .2 18 .2 8 .0 33 .9 10 .7 11.2

- 수익증권 15 .8 18 .3 10 .4 12 .3 0 .2 14 . 1 15 .5

투자유가증권 13 .0 16 .6 9 .6 - 3 . 1 10 .7 12 .4 13 .0

- 주 식 30 .4 56 .6 69 .0 13 .0 25 .3 57 .7 3 1.9

- 채권 등 11.8 5 .3 4 .8 4 .9 10 .3 6 .5 11.2

- 수익증권 5 .4 1.4 - 58 .7 - 5 1.2 14 .2 - 8 .9 5 .2

대 출 채 권 10 .9 10 .8 13 .7 10 .5 11.6 11.3 11.0

- 개인대출 12 .0 13 .8 15 .0 13 .8 12 .6 14 . 1 12 .3

- 기업대출 9 .9 9 . 1 11.8 7 .9 7 .7 9 .2 9 .8

부 동 산 2 .2 1.5 1.8 2 .0 1.2 1.6 2 .2

운 용 자 산 계 12 .3 16 .9 15 .7 13 .9 11.4 15 .7 12 .7

총 자 산 10 .8 13 .9 13 .0 10 .6 8 .4 12 .7 11. 1

註: 1)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포함

2) 운용자산수익률 및 총자산수익률의 투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수익을 기준

으로 함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김혜성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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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 '9 9 損害保險 原受保險料는 자동차 플러스보험의 판매호조와 수·
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보험의 성장에 기인하여 FY '9 8 대비
1 .4 % 증가한 14 조 4 ,5 2 4 억원을 기록하였음

□ FY 99 손해보험회사의 總資産은 26조 4 ,708억원으로 FY 98 대비 18 .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수보험료 규모는 14조 4 ,524 억원을 기록하여 FY 98 대비 1.4%의 성장

을 시현함.

о 해상보험(22 .3%), 자동차보험(4 .9%), 특종보험(1.4%)에서만 보험료 수

입이 증가하였으며 화재보험(- 3 .3%), 보증보험(- 6 .1%), 개인연금보험

(- 11.1%) 등 대부분 종목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산업의 FY'99 總營業利益은 3조 2,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최

근 3개년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이는 자산운용이익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보험, 개인연금

및 보증보험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의 실적이

저조한데 기인함.

о 국내 11개 원수사의 총영업이익은 FY'98에 비하여 64 .8% 감소한

1,29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FY'98에 대비 60 .3% 감

소한 87 1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11개 원수사들은 FY'99 연말 현재 1조

2 ,23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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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총 자 산
224 ,295 224 ,295 254 ,274 255 ,64 5 266 ,54 1 264 ,708 264 ,708

1.0 12 .5 13 .4 0 .5 4 .3 - 0 .7 18 .0

원 수 보 험 료
33 ,733 14 2 ,536 34 ,57 1 35 ,94 2 37 ,38 6 36 ,625 144 ,524

6 .2 - 12 .7 2 .5 4 .0 4 .0 - 2 .0 1.4

순 보 험 금
13 , 117 4 7 ,348 17 , 18 6 15 ,629 16 ,13 1 23 ,250 72 , 196

- 5 . 1 - 20 .4 3 1.0 - 9 . 1 3 .2 44 . 1 52 .5

순 사 업 비
8 , 167 33 ,9 12 8 ,524 8 ,920 9 ,295 8 ,98 1 35 ,720

0 .4 - 12 .0 4 .4 4 .6 4 .2 - 3 .4 5 .3

장 기 환 급 금
10 ,8 34 48 ,558 9 ,523 9 ,259 12 ,8 57 12 ,624 44 ,263

3 . 1 17 .2 - 12 .4 - 2 .8 38 .9 - 1.8 - 8 .8

보험영업이익
- 1,4 12 - 2 1, 155 - 6 ,4 02 - 2 1,588 - 16 ,69 1 - 4 ,000 - 48 ,68 1

48 .2 - 7 .3 353 .4 - 237 .2 22 .7 - 76 .0 - 130 . 1

자산운용이익
888 8 ,9 11 10 ,063 1,755 4 ,444 14 7 16 ,4 09

10 .0 - 26 .9 1,033 .2 - 8 2 .6 153 .2 - 96 .7 84 . 1

총 영 업 이 익
- 524 - 12 ,244 3 ,66 1 - 19 ,8 33 - 12 ,24 7 - 3 ,8 53 - 32 ,272

- 72 .7 15 .2 - 798 .7 - 64 1.7 38 .2 - 68 .5 - 1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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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 FY'99 純事業費 지출은 FY'98 대비 5 .3% 증가한 3조 5 ,720억원을 기록

하였음.

о 이는 연간 원수보험료 증가율(1.4%)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장기

보험, 개인연금 및 해외원보험의 사업비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FY'99 長期還給金 규모는 4조 4 ,263억원으로 FY'98 대비 8 .8% 감소를 보이

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가계저

축보험의 만기 도래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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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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사업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98 대비 1.4% 증가한 14

조 4 ,524억원을 시현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표 11>참조) .

о 자동차보험(4 .9%) 및 해상보험(22 .3%) 만이 증가세를 시현하였을뿐 대

부분의 종목들은 성장정체 내지 감소를 보임.

□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이 4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보험 38 .3%, 특종보험 6 .4%, 개인연금

4 .2%, 보증보험 4 .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FY'98 대비 자동차보험 및 해상보험의 점유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부

분 종목들의 점유비중은 감소 내지는 정체를 보임.

□ 合算比率은 FY'98에 비하여 20 .5%p 증가한 135 .5%를 기록하여 보험영

업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о 이는 자동차사고 증대와 대우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 자동차

보험 및 보증보험의 합산비율이 각각 10 .5%p 및 146 .8%p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음.

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대부분 종목들의 손해율이 증가하여 전체 합산비율은 FY '9 8
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13 5 .5 %로 나타남

- 50 -



국내보험동향

о FY'99 사업비율은 26 .4%로서 FY'98 대비 0 .9%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 대부분 종목들의 사업비율이 감소된 반면,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

의 경우 각각 3 .7%p 및 6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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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FY '98 FY 99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화 재
보험료 58 1 2 ,735 664 64 3 758 58 1 2 ,64 6
성장률 - 2 1.4 - 15 .0 14 .3 - 3 .2 17 .9 - 23 .4 - 3 .3
비 중 1.7 1.9 1.9 1.8 2 .0 1.6 1.8

해 상

보험료 94 5 3 ,738 1,069 1,3 11 1, 104 1,08 7 4 ,57 1
성장률 4 .4 - 6 .2 13 . 1 22 .6 - 15 .8 - 1.5 22 .3
비 중 2 .8 2 .6 3 . 1 3 .6 3 .0 3 .0 3 .2

자동차
보험료 11,703 52 ,8 05 12 ,6 13 13 ,8 28 14 ,8 62 14 ,065 55 ,368
성장률 - 11.4 - 14 .5 7 .8 9 .6 7 .5 - 5 .4 4 .9
비 중 34 .7 37 .0 36 .5 38 .5 39 .8 38 .4 38 .3

보 증
보험료 1, 150 6 , 108 1,305 1,38 3 1,5 15 1,535 5 ,738
성장률 - 159 .6 - 52 .8 13 .5 6 .0 9 .5 1.3 - 6 . 1
비 중 3 .4 4 .3 3 .8 3 .8 4 . 1 4 .2 4 .0

특 종
보험료 2 , 156 9 ,052 2 ,355 2 ,322 2 ,357 2 , 14 5 9 , 179
성장률 - 2 .4 7 .4 9 .2 - 1.4 1.5 - 9 .0 1.4
비 중 6 .4 6 .4 6 .8 6 .5 6 .3 5 .9 6 .4

해외원

보 험

보험료 232 8 59 160 200 150 163 673
성장률 38 . 1 8 .9 - 3 1.0 25 .0 - 25 .0 8 .7 - 2 1.7
비 중 0 .7 0 .6 0 .5 0 .6 0 .4 0 .4 0 .5

장 기
보험료 15 ,4 00 60 ,44 7 14 ,8 57 14 ,748 15 , 14 3 15 ,559 60 ,307
성장률 3 .7 - 4 . 1 - 3 .5 - 0 .7 2 .7 2 .7 - 0 .2
비 중 4 5 .7 4 2 .4 4 3 .0 4 1.0 4 0 .5 4 2 .5 4 1.7

개 인

연 금

보험료 1,566 6 ,792 1,548 1,507 1,4 98 1,488 6 ,04 1
성장률 - 2 .7 - 24 .9 - 1. 1 - 2 .6 - 0 .6 - 0 .7 - 11. 1
비 중 4 .6 4 .8 4 .5 4 .2 4 .0 4 . 1 4 .2

전 체
보험료 33 ,733 14 2 ,536 34 ,57 1 35 ,94 2 37 ,38 6 36 ,623 144 ,524
성장률 6 .2 - 12 .7 2 .5 4 .0 4 .0 - 2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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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動車保險

□ FY'99 자동차보험의 原收保險料는 5조 5 ,368억원으로 FY'98 대비 4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에서의 비중 또한 1.3%p 증가한

38 .3%를 시현하였음.

о 이와 같은 보험료 증가 추이는 경기상승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의 증

가 및 플러스보험의 판매호조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FY'98 대비 10 .5%p 증가한 107 .0%로 손해율

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0 .9%p 감소한 34 .0%를 시현한 반면, 차량운행

증대에 따른 사고증가로 손해율은 전년대비 11.4%p 증가한 73 .0%를

기록함.

(3)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 FY'99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6조 307억원, 6 ,04 1억

원으로 FY 98 대비 각각 0 .2% 및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장기 및 개인연금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 1.7%,

4 .2%로 FY'98 대비 각각 0 .7%p 및 0 .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장기보험의 성장정체는 FY'98에 비하여 금리연동형 일시납보험료 수입

이 급격히 감소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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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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호.

□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 각각 113 .2% 및

128 .3%로 나타나 FY'98 대비 각각 3 .2%p 및 5 .8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장기 및 개인연금의 모두 손해율의 감소를 보인 반면, 사업비율은 FY'98

대비 각각 3 .7%p 및 6 .3%p 증가한 20.6% 및 14 .7%로 나타났음.

구 분
FY '98 FY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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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56 . 1
60 .4

32 .5
59 .0

44 .9
57 .8

48 .4
57 . 1

6 1.9
56 .7

합산비율 116 .5 9 1.5 102 .7 105 .5 118 .6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4 3 .9
4 6 .2

23 .7
4 2 .5

36 .3
4 2 .5

4 0 .9
4 2 .2

4 3 .8
4 0 .6

합산비율 90 . 1 66 .2 78 .8 8 3 . 1 84 .4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6 1.7
34 .9

65 .8
34 .3

68 .8
34 .4

7 1.5
33 .8

73 .0
34 .0

합산비율 96 .6 100 . 1 103 .2 105 .3 107 .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300 .7
2 1.8

299 .8
14 .6

523 .9
13 .2

535 . 1
12 .0

4 56 .0
13 .3

합산비율 322 .5 3 14 .4 537 . 1 54 7 . 1 4 69 .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57 . 1
36 .9

56 .3
23 .0

58 .9
2 1.0

55 .3
22 .7

56 .9
24 .2

합산비율 94 .0 79 .3 79 .9 78 .0 8 1. 1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60 .6
33 .4

4 1.6
30 . 1

4 5 . 1
38 .2

52 .0
39 .2

63 .6
4 3 .3

합산비율 94 .0 7 1.7 8 3 .3 9 1.2 106 .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93 . 1
16 .9

9 1.2
20 .7

92 . 1
20 .7

92 .3
2 1.2

92 .6
20 .6

합산비율 110 .0 111.9 112 .8 113 .5 113 .2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114 . 1
8 .4

109 .4
14 .9

111. 1
15 .6

112 .8
15 . 1

113 .6
14 .7

합산비율 122 .5 124 .3 126 .7 127 .9 128 .3

전 체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8 9 .6
25 .5

92 .9
26 .4

114 .7
26 .5

116 .7
26 .5

109 . 1
26 .4

합산비율 115 . 1 119 .3 14 1.2 14 3 .2 1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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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證保險

□ FY'99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할부판매보증 및 사채보증보험 등

의 판매부진으로 FY'98 대비 6 .1% 감소한 5,738억원을 시현하였음.

о 보험료 감소는 할부금융사 신설에 따른 경쟁심화와 금융성 종목의 손

해율 악화에 따른 인수제한 등의 영향으로 보여짐.

□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IMF 사태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가 누적적으로 작용하

여 FY'98 대비 155.3%p 그리고 FY 97 대비 186 .3%p 증가한 456 .0% 나타

남.

о 이는 금융성 종목의 손해율 악화, 리스사의 부도, 대우사태 등으로 인

한 보험금 지급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짐.

о 반면, 사업비율은 FY'98에 비하여 8 .5%p 감소한 13 .3%를 시현하여

사업비 효율성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其他保險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2 .3% 증가한 4 ,57 1억원을 기록

하여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 .6%p 증가한

3 .2%를 보이고 있음 .

о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

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짐.

□ 화재 및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2 ,646억원 및 9 ,179억원을 시현

하여 FY'98 대비 각각 3 .3% 감소 및 1.4% 증가를 보임.

□ 동 보험종목들의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18 .6%, 해상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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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 특종보험이 8 1.1%로서, 해상 및 특종보험의 경우 수익성 개선현

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募集形態別 現況

FY '9 9 회계연도는 회사직급과 모집인을 통한 판매비중이 감소한
반면,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한해였음

□ FY'99 모집형태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14조 4 ,524억원 중 회

사직급의 비중이 9.0%, 모집인 46 .1%, 대리점 44 .5%, 공동인수 0.4%로 각

각 나타났음.

о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회

사직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자유경쟁 및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향후 손보산업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판매채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판매채널 비중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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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 해상·보세화물공동인수, 원자력공동인수, 자동

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다) 市場占有率 現況

FY '9 9 회계연도는 금융산업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형사의 브랜드 이
미지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 ,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요인
에 의해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영업력 차이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과
점화 현상이 지속된 한해였음

□ FY'99 년은 대형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 소비자의 우량

금융기관 선호 등의 요인에 의해 시장양극화가 심화된 한해였음.

о FY'99 상위5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1.9%p 증가한 73 .4%를 기록

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0 .1%p 증가한 0 .4%로 나타났음.

о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소비자들이 會社認

知度 및 財務健全性이 높은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판매채널이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FY'98의 0 .1320에 비하여 증가된

구 분
FY '98 FY '99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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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46.1
45.5

0.5

9.0
46.1
44.5

0.4
원수보험료 33,733 142,536 34,571 35,942 37,386 36,625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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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67로 나타났음.

<표 14>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2)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99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26조 4 ,708억원으로 FY 98 대비

18 .0% 증가함. 반면 FY'99 4/ 4분기 실적만으로 보면 전분기에 비해

0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о保證社가 40 .7%의 증가율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大型社

2 1.7%, 재보사 10 .4%, 外國社 8 .0%, 中小型社 2 .9% 순으로 나타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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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FY '98 FY '99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점유비

상위1개사 25 . 1 25 .5 25 .8 26 .4 25 .7 26 .2 26 .0

상위3개사 5 1.3 5 1.7 52 .6 53 .0 53 .3 53 .7 53 .2

상위5개사 7 1.9 7 1.5 72 .6 73 .5 73 .5 73 .9 73 .4

일반사 계 96 .2 95 .4 95 .9 95 .8 95 .5 95 .4 95 .6

전 업 사 3 .4 4 .3 3 .8 3 .9 4 . 1 4 .2 4 .0

외 국 사 0 .3 0 .3 0 .3 0 .3 0 .4 0 .4 0 .4

허 핀 달 지 수 0 . 13 12 0 .1320 0 .1354 0 .1373 0 .1362 0 .1362 0 . 1367

FY 9 9 국내 손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2 6 조 4 ,7 0 8 억원으로 전년대
비 18 .0 %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4 5 . 1%를 차지
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7 -



국내보험동향

□ FY'99년말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

산의 45 .1%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 13 .7%,

현·예금 11.0%, 부동산 9 .7%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지난 99 년 3월말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유가증권 42 .3%, 대출채권

15 .8%, 부동산 13 .4%, 현금 및 예금 12 .3%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유가증권을 제외한 부문의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о 대형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비중이 총자산의 5 1.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34 .2%에 불과함. 또한 대형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중소형사의 경우 현·예금 및 대출채권, 외국사의 경우 현·예금 및 상품

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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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FY'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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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품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사보다 유동성에 비중을

둔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대출채권의 비중은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하여 3.1%p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경우 중소형사의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3/4분기 대출자산 비

중(5 .7%)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음.

□ 1999 년 4월부터 도입한 退職保險을 운용하는 特別計定資産 비중은 전분

기에 비해 0 .1%p 증가한 1.3%를 기록하여 증가율이 둔화된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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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51.0
29.3
3.1

19.8
6.4

21.7
7.3

14.1
0.3

15.6
10.1

18.0
34.2
26.1
4.9

11.0
10.2
8.1
2.5
5.5
0.1

18.7
12.4

7.7
37.5
34.5

1.0
16.8
16.7
3.0
0.2
2.5
0.2
0.5
6.6

1.2
40.7
36.6

1.3
13.0
22.3
4.1
2.0
0.3
1.7
1.6
4.9

19.0
42.7
40.3

3.6
36.7

-
2.4

-
2.4

-
9.4

-

11.0
45.1
29.8

3.1
16.8

9.8
15.3
5.1
9.8
0.4

13.7
9.7

운 용 자 산 계
비 운 용 자 산

87.3
10.9

83.2
15.6

52.3
47.7

48.4
51.6

71.0
29.0

79.5
19.2

일반계정 자산계
특 별 계 정 자 산

98.2
1.8

98.8
1.2

100.0
-

100.0
-

100.0
-

98.7
1.3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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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듯 하지만, 절대액 규모가 전분기 대비 38 .4% 증가된 것을 고려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하겠음.

□ FY'99 손보사들의 자산운용률(운용자산/ 총자산)은 79 .5%로서 FY'98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о 대형사의 자산운용률은 87 .3%, 중소형사는 83.2%, 재보사, 보증사 및 외

국사는 각각 52 .3%, 48 .4% 및 7 1.0%로 나타나 내국사들의 자산운용률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99 국내 손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0 .9%, 運用資産收益率은 13 .7%

로 FY'98의 9 .2% 및 11.4%에 비하여 각각 1.7%p 및 2 .3%p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о운용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상품주식 부

문에서 154 .2%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으며, 상품채권 역시 운용자

산 평균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시현한 반면, 투자채권 및 부동산의 경

우 각각 8 .7%, 1.5%의 낮은 수익률을 시현함.

<표 16> FY'99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FY 9 9 국내 손보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3 .7 %로 양호한 실적을 시
현하였음 . 이는 증권시장의 활황이 지속됨에 따라 상품주식에서 높
은 수익률을 시현한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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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포함.
資料: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보험사 그룹별 운용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중소형사가 16 .5%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증사 14 .6%, 외국사 14 .2%, 재보사 13 .2%,

대형사 12 .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손보사 그룹별 유가증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소형사가 3 1.5%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외국사 2 1.8%, 대형사 18 .8%, 보증사 16 .7%, 재보사

15 .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손보사 그룹별 대출채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소형사 및 대형사가 각각

12 .3%,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업사나 외국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시현함.

구 분 대형사 중소형사 재보사 보증사 외국사 전체

현·예금 및 예치금 6.4 7.5 5.5 13.6 4.6 6.9

유 가 증 권 18.8 31.5 15.8 16.7 21.8 20.6

상품유가증권 21.9 39.0 16.0 17.9 22.7 23.9

- 주 식 124.0 197.5 716.6 191.3 123.2 154.2

- 채 권 등 15.4 15.5 12.7 13.6 15.5 15.0

- 수익증권 10.5 12.2 11.2 16.3 - 11.8

투자유가증권 11.7 5.0 10.9 1.6 9.3 10.3

- 주 식 16.6 1.4 11.7 0.4 - 12.7

- 채 권 등 8.6 8.6 11.8 16.9 9.3 8.7

- 수익증권 28.4 -0.9 - - - 13.6

대 출 채 권 11.6 12.3 4.8 7.3 4.9 11.8

부 동 산 1.3 1.4 4.8 1.2 - 1.5

운 용 자 산 계 12.6 16.5 13.2 14.6 14.2 13.7

총 자 산 10.9 13.7 6.8 7.6 9.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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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生·損保社 資産運用 比較 分析

□ FY'99 년말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136조 7,66 1억원으로

FY 98 년말 대비 19 .2%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о 전체 보험사 총자산 중 생보사 비중이 80 .6%, 손보사 비중이 19 .4%로

서지난해에 비하여 생보사 자산비중이 0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FY'99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이며, 다음은 대출채권으로 나타났음.

о 손보사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은 45 .1%로서 생보사보다 4 .3%p 높은 반

면, 유가증권 중 장기투자대상인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은 15 .3%로서

생보사의 26 .5%에 비해 11.2%p 나 낮게 나타나고 있음.

о생보사의 대출채권 비중은 32.0%로서 손보사의 13.7%에 비하여 18 .3%p

높게 나타나고 있음.

о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은 생·손보사 모두 대출비중 및 부동산의

비중이 국내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FY 9 9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FY 9 8 대비 19 .2 % 증가한 13 6 조
7 ,6 6 1억원을 기록함 . 생보사( 19 .5 %)가 손보사( 18 .0 %)에 비하여
1 .5 %p 높은 자산증가율을 시현하여 보험사 총자산 중 생보사의 비중
이 8 0 .6 %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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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FY'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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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손보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3 .7%로서 생보사보다 1.0%p

높게 나타났음.

о 이는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유가증

권의 투자비중이 높은 손보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지재원 연구원/ 권순일 책임연구원)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계

총 자 산*
954 ,63

5
148 ,3 1

8
12 ,062

1,102,9
53

155 ,58
6

60 ,4 55 7 19
264 ,70

8

포

트

폴

리

오

현예금 및 예치금 4 .0 9 .7 17 . 1 4 .7 10 .6 18 .0 19 .0 11.0

상품유가증권 13 .8 17 .3 1.2 14 .3 29 .3 26 .1 4 0 .3 29 .8

투자유가증권 27 .7 18 .9 4 6 .3 26 .5 2 1.7 8 .1 2 .4 15 .3

대출채권 33 .0 8 .0 8 .0 32 .0 15 .6 18 .7 9 .4 13 .7

부 동 산 9 . 1 0 .3 0 .3 8 .7 10 .1 12 .4 - 9 .7

운용자산계 8 7 .5 72 .9 72 .9 8 6 .3 8 7 .3 8 3 .2 7 1.0 79 .5

비운용자산 8 .8 27 .0 27 .0 9 .5 10 .9 15 .6 29 .0 19 .2

특별계정자산 3 .7 0 .0 0 .0 4 .3 1.8 1.2 - 1.3

자
산
운
용
수
익
률

현예금 및 예치금 5 . 1 7 .8 8 .3 5 .7 6 .4 7 .5 4 .6 6 .9

상품유가증권 29 .7 3 1.3 53 .5 30 . 1 2 1.9 39 .0 22 .7 23 .9

투자유가증권 13 .0 12 .4 10 .7 13 .0 11.7 5 .0 9 .3 10 .3

대출채권 10 .9 11.3 11.6 11.0 11.6 12 .3 4 .9 11.8

부 동 산 2 .2 1.6 1.2 2 .2 1.3 1.4 - 1.5

운용자산계 12 .3 15 .7 11.4 12 .7 12 .6 16 .5 14 .2 13 .7

총자산 10 .8 12 .7 8 .4 11. 1 10 .9 13 .7 9 .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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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保險政策 및 制度動向

가. 保險事業關聯 規制改革 方案 마련

□ 금감원은 보험사업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운용, 보험

모집, 상품인가, 기타사항에 관한 「보험사업관련 규제 개혁안」을 마련

하여 보험업법에 반영할 것을 발표하였음.

□ 동 규제개혁 방안은 재경부와의 사전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마련한 것으로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

부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보험업법 등 개정시 반영하여 시

행할 계획임.

< 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 주요내용 >

□ 自己系列集團과의 去來制限에 대한 規制改善

о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 자기계열집단 및 그 친족·특수관계자와 부동산 및

비상장유가증권을 매매·교환하거나 공동 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에 정

하고 있음.

о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자기계열집단과 재산거래를 하는 경우, 사금고화

및 변칙상속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함.

о 다만, 자기계열집단과의 거래라 하여도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원칙

금감원은 최근 보험회사의 자율적 경영 확대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운용 , 보험모집, 상품인가 , 기타사항에 관한 규제개혁안을 마
련하여 보험업법과 보험감독규정에 반영후 금년 중 시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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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m's le ngth rule )2) 을 준수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о 따라서 보험회사와 자기계열집단간의 거래도 이와 동일한 원칙하에서 투

명한 기준으로 감독규정을 보완하여 금년 7월에 반영하도록 함.

□ 自律運用財産限度 擴大

о 현행 보험감독규정상 보험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율운용재산의 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총자산의 5%로 확대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함.

о 이는 보험회사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운용 규

제 방식을 Pos 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주

요국의 경우 그 한도를 미국 14%, 일본 3%, 독일 5%로 규정하고 있어

확대한 것임.

□ 保險募集範圍에 관한 規制 廢止

о현행 손해보험모집인은 가계성보험에 한정하여 모집할 수 있었으나 금년 하반

기중 시행예정인 개정안에서는 모집종사자 각자의 능력과 보험회사 경영방침

에 따라 자유롭게 모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집범위 제한규정을 폐지함.

о 따라서 손해보험, 인보험의 종류별로 전종목에 대하여 모집을 허용하며,

보험중개인에 대한 보증보험의 중개업무 제한규정을 폐지함.

о 또한 손해보험 대리점의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 구분을 폐지하여 손해보

험대리점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함.

□ 保險募集人 等의 스카웃禁止制度 廢止

о보험회사 상호협조에 의해 현행 모집인 제도에서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

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자기 회사로 스카웃하

2) IMF에서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이 "arm ' s
len gth ru le"이 준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하도록 요구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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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о 개정안에서는 모집종사자 스카웃금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임.

о현행제도는 보험회사의 일방적 담합행위 개념이 강하고 이로 인해 모집종

사자의 다른 보험회사로의 이직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

유침해 및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됨.

□ 保險商品公示制度 改善

о현행제도는 모집질서문란 및 과장광고 등의 방지를 위해 감독규정에서 보

험상품의 공시내용을 제한하고 있음.

о 개정안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상품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품공시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년 7월에 감독규정을 개정하

여 200 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о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로 단순화하고, 가격비교가 용이

하도록 보험료예시표를 제공함.

о 또한 보험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란 설정·운영, 상품공시자료에 대한

보험계리인의 사전통제 의무화,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료 산출기초의 열

람권 부여 등을 보험감독규정으로 상향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

□ 配當例示 禁止에 대한 規制改善

о현행제도에서는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시를 안내자료에 기

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확한 배당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예시방법을 감독규정화 하는 등 배당예시를 허용할 방침임.

о 1차적으로 계약자 배당 실적 공시를 허용하고 다음으로 연금보험 등에 대

한 계약자배당 예시를 허용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

기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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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의 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은 세계적인 금융산업 규제완화 추세를 반

영하고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건전한 발전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о 최근 주요국의 금융개혁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투명성·자율성이 확대되

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험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 보험회사의 자율적 경영 확대 및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임.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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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

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연구원은 7월초까지 금융지주회사법안을 확정한

뒤 7월에 개최될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8 ∼9월경 동법에

따라 합병하는 은행이 처음으로 탄생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안의 주요내용>

□ 지주회사 지분한도

о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 지분한도를 현행 은행법과 동

일한 4%로 제한하고 있음.

о 반면, 제2금융권에는 지분제한이 없어 비은행지주회사 주식은 개인, 일

반, 법인, 외국인 모두 10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о 금융전업가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정부 승

인으로 100%까지도 지분 소유를 허용함.

□ 자(子)회사 및 손(孫)회사의 범위

о 지주회사가 둘 수 있는 자회사는 금융기관,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비금

융기관, 중간지주회사 등임.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금융연
구원의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입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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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자회사가 출자하는 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용이해져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о 다만, 자회사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 등 세제

상 혜택이 명문화되지 않고 또한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제약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표1> 금융지주회사법안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1인 지분한도

·은행지주회사 : 개인, 일반법인 4 %, 금융전업가 승인전제로 10% 이

상 가능

·비은행지주회사 : 개인, 일반법인, 외국인 모두 100%까지 취득가능

자금조달·

운용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잉여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가능

자회사 및

손회사의 범위

·자회사 : 금융기관,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비금융기관, 중간지주회사

·손회사 : 자회사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과 일반회사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 상장사 30%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

·지주회사 영업보고서(분기별) , 연결재무제표(연도별) 작성 의무화

·사외이사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 유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동일인(법인 포함) ,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

세제지원·

상장요건 완화

·지주회사 주주 배당수입 이중과세 방지

·지주회사 설립 즉시 상장 특례 허용

·지주회사 별도 상장도 허용(지분요건 미달땐 상장폐지)

(이상우 연구원)

- 69 -



국내보험동향

다. 보험자격시험 보험개발원에 위임 및 선발인원 확대

□ 금감원은 지난 6월 23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험계리인, 손

해사정인, 보험중개인 자격시험 업무 중 일부를 보험개발원에 위임함.

о 금감원은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금융감

독원은 합격자 결정 등 정책업무만 수행키로 하였음.

о또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시험성적 및 시험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으

로써 응시자의 다음 시험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о 한편, 제23회 보험전문인시험의 합격 예정인원을 예년에 비하여 대폭 확

대하여 보험계리인 50명, 손해사정인 200명을 선발키로 함.

(이상우 연구원)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험자격시험 업무를
보험개발원에 위임하고 보험전문인 선발인원을 큰폭으로 확대할 것
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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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美國,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對策 講究

□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정책 딜레마로 남아있는 부문으

로, 최근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인정보 공유를 통한 사

회적 이익과 소비자 보호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о 정보기술의 발전, 텔레마케팅의 보편화, 해커들의 인터넷 침입 등에 따

라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о 특히 Gra mm- Le ac h- Bliley법의 발효로 30년대 대공황이래 금지되어온

타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및 계열 금융기관간 개인정보의 공유가 가능

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о Princ eton Survey Res e a rc h As s oc iations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4%가 컴퓨터 사용의 증가에 따라 개인 의료정보 관리가 어려

워졌다고 응답했으며, 55%는 해커의 시스템 침입을 염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의 공유는 신용상태의 신속한 확인, 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즉각

1. 産 業 一 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관련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개인정보 공유를 통한 이익과 소비자 보호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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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락, 관리비용 절감,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사기 방지 및

조사 등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음.

о또한 고객정보의 공유는 고객자료 분석을 통한 적절한 자산운용 방법의

제공,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고

객계좌의 통합관리 등을 가능하게 함.

о 특히 의료부문에서와 같이 여러 명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또

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등은 정보의

공유가 더욱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о 이처럼 개인정보의 생산적인 공유는 결국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 Gra mm- Le ac h- Bliley법 제5장에서는 금융기관간 합병·제휴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 대 원칙

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о금융기관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 개시전 그리고

최장 1년을 주기로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관한 회사의 방침

또는 관행을 통지할 것.

о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에게 거래 금융기관과 계열사 이외

의 제3자간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할 것.

о개인정보의 안전 및 기밀 유지를 위한 방침을 확보할 것.

о 마케팅을 목적으로 계열사 이외의 제3자와 계좌번호를 공유하지 말 것.

□ 또한 동법 5장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방 법률보다 엄격한 주 법

률 규정의 신설을 허용하고 있음.

о 일부 주 정부는 고객 반대제도(o pt- out)의 경우 고객이 특별히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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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객이 승낙

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고객 찬성제도(opt- in)를 도입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신설·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규제 수준에 대하여 금융기관, 정책당국,

소비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о보험사들은 연방규정에 비하여 엄격한 주 정부 규정의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개인들의 경우 신분노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금전적 손

실발생 등을 우려하며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일된 주 정부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

며, 전미보험감독위원회(NAIC)는 통일규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

행중에 있음.

(권순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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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日本 第3分野 保險에 대한 大型生保社 進出 許容

□ 일본의 금융감독청은 최근 96년 美·日보험합의에서 정한 대형사에 의한

제3분야 보험판매 제한을 폐지하고 200 1년 1월부터 전면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о 최근까지 외국계 보험사가 사실상 독점해 온 제3분야에 대해 일본의

日本生命, 第一生命, 住友生命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에 의한

진출을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포괄적 경제협의 원칙에 따라 제한한 바

있음.

о 이에 따라 각 대형생보사는 그 동안 주계약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특약

으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제3분야 보험에 대하여 이번의 해금 조

치로 내년부터 주계약에 의한 신상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선

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음.

о 전면해금의 대상이 되는 보험종류는 생명보험회사의 의료보험과 질병보

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의 「제3분야」보험으로 지금까지 외국계 보

험회사와 일본 국내 중소보험회사에 인정되었음.

о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금까지 제3분야에 대해 개호비용보험과 의료비용

보험 등에 한해 인정되었으나 해금 후에는 새롭게 생보자회사를 통하

여 대형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의료 및 암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적극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96년 美·日보험합의에서 정한 대형 생보사의 제3분야 보험판매 진출
허용 시기의 일정이 2001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대형 생보사 들이 질
병, 암, 상해보험을 주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활발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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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손보사의 판매가능한 보험종목

□ 제3분야 보험에 대한 대형생보사 진출 허용배경

о 일본의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된 후 금융빅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증권·보험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제3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국의 보험산업

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о 미국 등의 외국계 보험회사가 주력상품으로 취급해 온 제3분야에 대해

서 대형사의 진출을 억제한 것은 美·日보험합의에서 결정한 것이었으

나, 합의 당시 200 1년부터 해금하기로 합의하였음.

о 이에 대해 미국업계는 작년까지 제3분야 진출 허용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최근 공식적인 협의채널에 의한 진

출제한 연장의 의사표명이 없어 일본 금융감독청이 허용을 결정한 것

임.

보험의 제3분야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

·생명보험 ( 종신·양

로·정기 등)

·연금보험 등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

·상해보험

·의료비용보험

·개호비용보험 등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제3분야 보험

< 96년 합의된 美·日주요 제3분야 규제>

□ 손보자회사 생보사 : 암, 의료보험의 판매 금지

□ 생보자회사 손보사 : 미국계 손보의 주력시장인 법인체, 여행사, 학교법인, 통신판

매에 대한 상해보험의 판매금지 및 적립형 상해보험의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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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美·日보험합의 이후의 제3분야 규제완화 과정

о 94 년 美·日에 의하여 「보험에 관한 조치」라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성명서의 해석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보험업계 제3보험 분야에 대한

논란이 시작됨.

о 96년 일본의 소위 「Big Ba ng」의 발표를 계기로 美·日보험논쟁이 마

무리되고 12월에 보완조치가 발표됨.

о 주요 합의내용에는 생보사의 손보자회사는 97년부터 상해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나, 일본은 외국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함.

о 손해보험의 요율은 98년 7월에 완전자유화하고 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요율 의무사용을 폐지하도록 함.

о 손해보험요율의 규제완화 완료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 1년 1월부터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암보험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폐지하고 제3분

야에의 참여를 완전 자유화함.

(이상우 연구원)

- 76 -



해외보험동향

다. 美國 푸르덴셜1) , 日本의 協榮生命2) 引受

□ 미국의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푸르덴셜과 일본의 중견 생보사인 協榮生命

은 최근 協榮生命의 경영악화에 따른 재무력 강화를 위해 푸르덴셜의 출

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음.

о 이를 위하여 푸르덴셜은 우선 금년 여름중에 協榮生命에 대하여 300억

엔 규모의 제3자 할당방식의 증자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취득

할 예정임.

о최종적으로 푸르덴셜은 1,000억엔 이상을 출자, 協榮生命을 子會社化하

여 일본의 푸르덴셜 현지법인과 합병을 전제로 한 자본 및 업무제휴에

합의하였음.

□ 푸르덴셜과 協榮生命의 자본 및 업무제휴 내용

о 제휴내용의 골자는 우선 協榮生命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300 억엔 규모의 출자를 하여

協榮生命의 수지개선을 제고할 계획임.

1) Prud e ntia l은 18 75 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생명보험회사로 보험업을 중심으로 은행과 증
권을 산하에 두고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1998
년말의 그룹 총자산은 2 ,794 억 달러임.

2) 協榮生命(Kyoei Life)사는 1947년에 재보험회사로 설립되어 기존의 일본 국내 생보사로는
몇 안되는 주식회사이며, 교직원과 방위청관계자, 상공단체 등 주로 단체를 주요 고객기
반으로 하고 있음. 2000년 3월말의 총자산은 4조 6,082억엔으로 업계 10위이며, 자본금규
모는 57.6억엔, 종업원수는 15,248명, 보유계약액은 590,056억엔, 보험료수입등은 6,268억
엔을 기록함. 주요 판매상품은 종신보험과 개인연금보험 및 단체연금보험, 생명보험 재보
험이며, 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일본 국내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
험업무와 재재보험 업무를 운영하여 왔음. 한편 산하에 재단법인 「동남아시아 생명보험
진흥센터」를 운영하여 주로 아시아 각국의 보험종사자로 구성된 연수생을 받아들여 재
보험업무와 각종연수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푸르덴셜은 금년 6 월 일본의 중견 생보사인 協榮生命을 인수
하여 향후 일본의 푸르덴셜과 합병을 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 중 제3
자 자본금 증자방식을 통한 과반수 이상의 주식취득을 할 것을 합의하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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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경영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체질의 강화를 위하여 協榮生命의 상품개발,

투자운용, 영업력 강화, 사무처리 합리화 등에 푸르덴셜의 다각적인

기술지원 및 관리인 파견 등을 할 예정임.

о또한 합병에 의한 새로운 판매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판매회

사는 영업력의 강화와 고객에 대해 고품질 생명보험상품 제공, 투신상

품의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 확충할 계획

임.

о 이를 위하여 푸르덴셜의 우수한 영업방식 및 트레이닝시스템 도입에 의

한 새로운 영업조직을 편성하여 종래의 제휴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

근할 예정임.

о또한 향후 푸르덴셜의 일본 현지법인과 합병을 위해 양사의 시스템개발

이나 사무처리의 공동화 등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도 상호간 제휴에 합

의함.

□ 協榮生命의 경영악화 배경

о 동사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자산운용의 역마진으로 연간

700억엔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о 더욱이 99 년 3월 일본 第一火災와의 상호 출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증

강시켰으나 동사가 第一火災(相互會社)의 기금에 출자한 300억엔은 第

一火災의 파산으로 대부분이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о 금년 봄에는 協榮生命과 미국의 재보험그룹과 국내 처음으로 생명보험

재보험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음.

о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2000 년 3월 결산

에서 추가적인 담보를 실시하여 250%를 하회한 수준을 기록함.

о 한편 푸르덴셜의 일본법인의 총자산은 99 년 3월말 약 3,300억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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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푸르덴셜과 자본증강

을 통해 조기에 재무체질을 개선하려는 協榮生命의 의도와 일치하였다

고 볼 수 있음.

□ 協榮生命과 미국의 린컨재보험사와 생명보험 재보험회사 설립 합의

о協榮生命과 린컨재보험은 일본에서 생명보험 재보험 관련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協榮린컨 재보험서비스」사를 공동설립하기로 금년 1월

합의한 바 있음.

о 協榮生命과 린컨재보험사3)가 각각 1대 9의 출자 비율로서 자본금

1,000 만엔을 투자하여 설립하기로 하였음.

о 協榮生命의 재보험분야의 상품·시장·고객정보와 린컨재보험사의 선진

재보험기법·상품·지원체계를 결합하여 세계최대인 일본 및 아시아권의

생명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제공할 예정이었음.

о 신설회사는 구체적으로 재보험 컨설팅,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생보 재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생보 재보험사업에 관한 광고 및 조언을 주업

무로 할 예정임.

□ 東京海上등의 協榮生命에 자본참여 협의중

о 미국 푸르덴셜 산하로 들어간 協榮生命에 東京海上을 비롯한 국내 여러

보험회사와 유럽의 금융그룹이 자본참가 의욕을 보이고 있음

о 많은 투자가들이 協榮生命에 대한 자본참가에 적극적인 이유는 일본에

서 몇 안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이므로 제도상 계약자가 회사

를 소유하고 있는 상호회사보다 자본참여에 의한 경영장악이 용이하다

3) Lin coln Fin ancial Grou p의 산하에 있는 린컨 재보험사는 미국(인디아나주 소재)의 종합
금융회사로서 린컨 파이낸셜그룹의 자회사로 1966년부터 생명보험, 연금, 생보 재보험인
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린컨 내셔날 생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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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

о 특히 協榮生命은 주로 교원, 공무원 등과 같은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고객층이 탄탄한 회사로 최근 상호회사인 일본단체생명을 인수한

프랑스의 AXA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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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三井그룹, 三井Dire ct 損保社 設立

□ 三井(미쯔이)그룹의 계열회사가 출자한 三井Direc t 손해보험사가 금융재생

위원회로부터 손해보험의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6월부터 영업을 개시함.

о 三井Direc t는 TM·DM·CM에 의한 직접판매방식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시

장에 진출할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목적이나 연령, 사고

경력 등을 종합한 자체적인 요율체계에 따라 최대 43%의 할인을 시도

할 예정임.

о 향후 三井그룹 각사의 IT관련 노하우와 소비자금융 분야의 노하우를 결

집하여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5 년 후에는

연간 최저 50 만건의 신계약 획득을 목표로 함.

□ 三井Direc t손보의 출자규모와 임직원규모

о 三井Dire ct의 자본금 규모는 50억엔이며, 자본금 참여는 三井物産

33 .5%, 三井海上 15 .6%, 物産Cre d it 12 .5%, 三井生命 5%, 사쿠라은

행 5%, 中央三井信託銀行 5%로 모두 三井그룹 계열회사임.

о 임직원수는 총 142명으로 사장을 포함한 임원급이 5 명, 감사역이 3명

종업원이 134 명임.

□ 三井Direc t손보의 주요 판매전략

о 동사는 콜센터와 웹싸이트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NRI(노무라증

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직접판매 전용 손해보험기반 시스템 「Ins - direct」를

일본의 三井그룹이 직접판매방식에 의한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하
여 三井海上 등의 계열사들이 출자한 三井Dire c t 손보사를 설립하여 DM·
TM·CM방식을 통한 계열회사의 시너지와 역량을 집중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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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함.

о 종래의 보험료 견적시스템의 대부분은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는 반면 三井Direc t의 견적시스템은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리얼

타임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함.

о 또한 CM을 통한 보험계약자는 동사의 별도의 고객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함.

□ 사고보상 처리조직 체계

о 사고보상처리는 전국의 변호사 네트워크관리 법률회사와 손해보험 보상전

문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조직적인 보상처리체계를 편성하였음.

о 특히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실적이 1만건이 넘는 전문가에 의한 1사고

당 전임담당관을 두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음.

о 사고처리 접수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되 소비자상담은 오후 7시까지

직원이 상주하고 首都圈과 關西圈, 東海圈 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5시

까지 휴일입원사고 급행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함.

□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특징과 할인내용

о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종류는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자손사고

보험, 무보험차 상해보험, 탑승자상해보험, 자기 차량보험, 신체상해특

약, 변호사비용 특약 등을 주로 판매함.

о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임시비용보험금은 사망시 10 만엔 또는 3일

이상 입원시 2만엔을 지원하며, 유아용 안전의자 특별보험금, 차량임

시비용 보험금(보험금액의 10%, 20만엔 한도)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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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차량보험의 특약으로 차대차면책 0%(자기부담금 0%), 사고부수비용,

대차비용이 있음.

о 또한 전년도 무사고할인(2%), 장기우량할인(6%), ABS·에어백 할인, 인

터넷할인(3 ,000엔), 보험계약자 소개할인(2 ,000엔), 기타 1가구 2차량

할인, 가족한정특약할인(5%), 연령조건특약(2 1세미만/ 26세미만/ 30세미

만,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함)등을 도입하였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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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lls tate , 「Pa rts & La bo r Plus 發賣

□ 미국 Alls tate 社는 차량 주요부분의 기계적 고장이 제조업자의 통상적인

보증기간인 3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Alls tate

Pa rts & La bor Plus』를 개발하였음.

о 동 상품은 차량 제조업자의 보증기간 이후 발생하게 되는 기계적 손해

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о 차량 매각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계약이전을 가능하게 하여 중·고차량

의 가치를 증가시켜줌(계약자의 신규 구입차량으로도 보험계약의 이전

이 가능) .

□ 기계적 고장발생시 계약자는 지정수리 업체를 방문하여 먼저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수리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담보기간은 계약자 소유차량의 연식 또는 주행거리에 연수 및 주행거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며, 자기부담금의 선택이 가능함.

о 15,000 마일을 주행한 차량을 소유한 계약자가 5 년/ 60 ,000 마일의 담

보를 선택할 경우 추가적 5년 또는 주행거리가 75,000 마일이 될 때

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2. 商 品

A lls ta te 社는 차량 제조업자의 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담보해 주는 『A lls ta te Pa rts &
La bo r P lus 』를 개발하였는데, 동 상품은 차량사용기간이 길어
지는 추세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상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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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최대 담보기간은 100,000 마일 또는 차량 연식/ 증권 발급일로부터 7년임.

о 자기부담금은 정비소 방문건별로 적용되며, ＄50 , ＄100 , ＄150 및

＄200 가운데 선택가능.

о 기계적 고장 발생시 최대 ＄15 ,000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효력 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함.

□ 동 상품의 주요 담보부분 및 부가서비스

о 주요 담보부분 : 엔진, 트랜스미션, 가속기, 제동장치, 전기장치, 냉·난

방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기계적인 파손

о부가서비스 : 도로이상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 자동차 렌탈, 비상출동서

비스,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숙식비, 문이 잠겼을 때의 수리서비스 등

<표 1> 차량 주요 부분의 평균 수리비용 및 지급보험금 예시

수리부문
평 균
수리비용

Alls ta te 의
지불액

계약자
부담금

엔진교체 $2 ,520 $ 2 ,470 $50

타이밍기어 교체 $497 $447 $50

크랭크축 교환 $ 955 $905 $50

FWD 변속기 보강 $ 1,900 $ 1,850 $50

RWD 변속기 보강 $ 1,600 $ 1,550 $50

탱크연료펌프 복구 $ 300 $250 $50

레귤라연료펌프 교체 $ 155 $ 105 $50

냉각펌프 교체 $ 276 $226 $50

시동장치 교체 $ 359 $309 $50

발전기 교체 $ 275 $225 $50

(지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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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東京海上, 「e - Ris k」 保險商品 開發

□ 최근 전 세계적으로 e - b iz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e - b iz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에서 「e - Ris k보험」상품이 처음으

로 개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음.

о최근 일본에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IT 관련기술의 진전으로 온라인

상의 B2B 및 B2C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 관련사업이 급신장

하는 등 e - biz산업이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음.

о東京海上은 이러한 e - biz 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보상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회사로서 향후 e - biz산업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6월부터 동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음.

□ 동 보험의 특징은 e - b iz상의 각종 리스크와 해커에 의한 침입 및 바이러

스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문업종별 가입대상을 분리시켜

「e - Ris k So lutio n」과 「e - c lic」의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e - Ris k S o lut io n >

□ 동 상품은 네트워크 관련사업자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주요 보장내용과 특

징은 아래와 같음.

о동 상품의 특징은 해커 등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홈페이지가 손상된 경

東京海上은 世界的으로 e - c o m m e rc e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시점에서 IT·e - b iz 특유의 리스크를 보상하는 신보험 「e - Ris k
보험」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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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업이 입게되는 매출액 감소 및 복구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새로운 e - Ris k에 대응한 각종 보상을 제공하는 상품임.

о 디지털 컨텐츠에 의한 저작권 및 사생활침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

임.

оS LA(Se rvic e Leve l Agree me nt : 서비스 품질보증)의 보장

- 예컨대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서 30분 이상의 통신회선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기업이 판매한 상품

의 S LA를 보장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

업의 리스크 상황 등에 따라 개별설계가 가능함.

о 전자인증의 부정한 사용보상

- 전자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가 누출되거나

해독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의 리스크 상황

등에 따라 개별설계가 가능함.

о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배상책임 보상(바이러스 등에 의한 데이터 손상

배상책임보상) 등.

о 네트워크 관련사업자의 업종별 비지니스 모델·리스크에 대응한 9종류의

전용상품을 제공.

<표 1> 업종별 전용상품 종류

о 네트워크 관련사업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포괄보상(사업수행에

따른 배상리스크, 네트워크의 다운 또는 홈페이지의 다운 등에 의한

매출 감소 리스크, 하드웨어의 수리비용 리스크 등)

о사업보호의 보험뿐만 아니라 e - biz의 발전을 촉진하는 판매촉진을 하기

e- 네트판매, e- 쇼핑몰 운영, e- 경매, e - Solution Provide r, e - Net

Provide r, e- Sec urity Provide r, 전자인증국, e- 미디어 콘텐츠 프로바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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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기업의 리스크관리 등에 따라

개별설계 가능) .

<표 2> e - Ris k So lutio n의 계약예시

< e - c lic >

□ 「e - c lic」은 일반기업의 가입을 위한 전용상품임.

о 동 상품은 기업의 IT투자시 필요한 리스크를 표준화·간소화한 상품으로

기업의 업종 및 매출액만으로 보상액 및 보험료를 즉시 산출가능 하도

록 구성됨.

о 동 상품은 네트워크 다운 및 정보유출 등에 의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

손상시 복구비용, 이익보상, 고객 및 제3자에게 보상하는 배상책임 등

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포괄적으로 보상하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부정한 침입 및 바이러스 등의 리스크에도 대응하는 상품임.

(이상우 연구원)

매출액이 연간 5억엔인 e - 네트판매 pro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о보험금액

- 배상책임 : 10,000 만엔 - 정보미디어 : 5 ,000만엔

- 이 익 : 1,000만엔

о산출 연간보험료 약 200만엔

매출액이 연간 5억엔인 e - Ne t Provide r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о보험금액

- 배상책임 : 10,000 만엔 - 정보미디어 : 5 ,000만엔

- 이 익 : 1,000만엔

о산출 연간보험료 약 3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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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三井Mira i生命, 優良運轉者 保險料 割引商品 開發

□ 일본의 三井海上 자회사인 三井Mira i生命은 자동차보험 우량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생명보험 특약을 개발하여 기존의 상품에 부가하

여 금년 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함.

о 보험상품의 명칭은 「You割定期」(구분요율적용 특약부 정기보험)과

「You割收入保障」(구분요율적용 특약부 수입보장보험)임.

о 동 상품이 개발된 배경은 동사의 자체적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무사고 할인등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안전하

게 운전하여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개발된 상품임.

о 동 상품의 개발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보험소비자의 고도화된 니즈에 대

응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보험소비자의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다

는 간접적인 효과도 동사는 기대하고 있음

□ 동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우량체보험에 대표적인 사망원인이 되는 교통사

고 사망률이 낮은 우량운전자와 기타 운전자를 구분한 요율을 반영한 것

임.

о 동 상품은 일본에서 최초로 우량운전기준을 보험료 구분요소로 반영하

기 위해 「구분요율 적용특약」을 기존의 정기보험과 수입보장보험에

부가하여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о 즉, 동 상품은 보험료 세분형 보험으로 질병과 관련된 흡연과 건강상태

를 반영한 기존의 우량체보험에 교통사고율이 낮은 자동차보험 무사고

최근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우량운전자가 생명보험
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보험을 三井Mira i生命(三井海
上 자회사) 이 개발하여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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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비흡연자 우량체 요율흡연상황 혈압·체격
우량운전자

기준

비흡연자 우량체 요율

SD비흡연자 표준체 요율

비흡연자 표준체 요율

SD흡연자 우량체 요율

흡연자 우량체 요율

기존의 보험요율

비해당
해당

우량운전자

기준

우량운전자

기준

해당

해당

비해당

비해당

혈압·체격

기준내비흡연

기준외

기준내흡 연

기존의 우량체 보험 기준 同社 독자 기준

기준외

해외보험동향

할인율 12등급이상(무사고할인 50% 이상)과 골드면허증 소지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구분요율을 설정한 상품임.

〔그림 1〕구분요율 적용특약에 의한 보험요율 구분

□ 동 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о 「구분요율 적용특약」은 흡연유무·혈압 및 체격·우량운전자(S D) 유무

에 따라서 총 6개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о 이에 따라 SD비흡연자 우량체 요율, 비흡연자 우량체 요율, SD비흡연자

표준체 요율, 비흡연자 표준체 요율, SD흡연자 우량체 요율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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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 상품은 「Yo u割定期」과 「You割收入保障」만

해당되며, 특약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계약연령의 범위는 20세에서 70세이며, 보험기간에 따라 다름.

② 보험기간은 10 년 만기∼30 년 만기 또는 50세 만기∼100세 만기가

있으나, 단 수입보장보험은 90세 만기까지임.

③ 자동갱신(※정기보험의 경우)은 없으나 단, 만기시에 지정된 의사에

의한 진단을 받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료 구분으로

갱신이 가능함.

④ 최저보험금액은 정기보험 2 ,000 만엔이며, 수입보장보험은 기본연금

액을 소정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2 ,000만엔임.

⑤ 선택방법은 의사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며, 또한 흡연유무는 진단시

소변검사에 따라 판정함.

<표 1> 3가지 요소에 관한 적용기준

계약상황 적 용 기 준

계약상황

과거 1년간 흡연하지 않을 것

(의사에 의한 진단시 소변검사를 행하여 코치닌의 유무를 판정함

※코치닌은 흡연시 인체내 니코친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혈압·체격

(건강상태)

아래 모두 해당할 경우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가 당사 소정의 인수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

·협압치가 당사 소정의 범위내

·BMI의 수치가 당사소정의 범위내

※BMI는 체중(kg)/ 키 2

우량운전기준

아래 하나가 해당될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의 무사고 할인등급이 12등급(무사고

할인 50%)이상

·골드운전면허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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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You 割定期 (區分料率 적용 특약부정기보험) 보험료 비교

(단위 : 円, %)

註 : 1. 동 보험은 보험기간 10 년으로 보험금액이 3 ,000 만円인 남성의 월납보험료임.
2 . (%)는 현행 정기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임.

(이상우 연구원)

계약

연령

현행

정기보험

You 할정기

SD비흡연자

우량체

비흡연자

우량체

SD비흡연자

표준체

비흡연자

표준체

SD흡연자

우량체

흡연자

우량체

30세 7,230円
4,,770円 5 ,0 10 4,950 5 ,190 5,520 5 ,760

34.0% 30.7 3 1.5 28.2 23 .7 20.3

40세 11,190円
7,920円 8 ,160 8,430 8 ,670 9,570 9 ,8 10

29.2% 27.1 24 .7 22.5 14 .5 12.3

50세 2 1,750円
16,260円 16 ,470 17,790 17,790 20,0 10 20 ,250

25.2% 24.3 19 .4 18.2 8 .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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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明治生命, 保險商品 特許出願

□ 明治生命은 지난 4월부터 생보의 주력 상품이었던 정기부 종신보험을 대

신하는 새로운 보험 「Life Acc ount L.A」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비지니

스 모델로 특허를 출원하여 동종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о 明治生命의 동 상품에 대한 특허출원 이유는 경쟁사의 모방을 막고 이

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 특허등록이 확정되면 경쟁사가 동일

한 모델의 보험상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됨.

о 일본의 생보업계는 작년 4월 보험료 완전자유화를 계기로 상품의 차별

화가 생존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싸

고 상품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임.

□ 「Life Ac co unt L.A」상품의 주요특징

о 동 상품은 3 년차 이차배당부 이율변동형 적립종신보험으로 전환을 동

반하지 않고 보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커다란 특징임.

о주계약에 의해 보험료의 지급액을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음.

о 연차보고서를 제공하여 높은 투명성을 제고함.

о Po int제도(적립 포인트 보너스)에 의해 저렴한 보험료를 실현함.

□ 「Life Ac co unt L.A」상품의 개요

о 종래의 보험은 Life Stage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곤

일본의 明治生命은 최근 「Life Ac c o unt L.A」 (3 년차 이차배당부 이
율변동형 적립종신보험)을 개발하고 경쟁회사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
여 동 상품에 대한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를 신청하였으며, 등록이 확
정될 경우 상품개발에 대한 특허신청이 본격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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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였으나 동 상품은 각 Stage 의 상황에 따라 매년 보장내용과 보험

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동사에서는 「평생 1계약」상품으로

개발됨.

о동 상품은 부가되는 특약의 보험료를 주계약의 적립금에서 납입하는 형

태를 도입하여 주계약의 적립금을 사용하여 특약보험료보다 저렴한 보

험료 납입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특약만을 변경할 수도

있음.

о 가장 큰 판매포인트는 전환없이 종합적인 보장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으

로 이는 일본 생보업계에서는 최초임.

о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Life Stage 에

따라 전환을 동반하지 않고 보장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적립부분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후에 종신보험으로 됨.

о 보장부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회 보험

료는 변동하지 않고 보장부분에 충당하는 특약보험료를 많게 하여 보

장을 크게 하는 것도 가능함.

о 반대로 특약보험료를 적게함으로써 주계약의 적립금을 늘릴 수도 있음.

о 납입보험료는 매년 변경할 수 있음. 즉 주계약은 저축기능과 조정기능

을 함께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함에 따라 보장을 크게 하는 반면 보험

료는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о 예를 들면 납입보험료 25,000엔, 사망보장 5천만엔의 경우 사망보장을

7천만엔으로 올리더라도 주계약비율을 내려 사망보장으로 돌리면 보

험료 자체는 변동되지 않음.

о 또한 보험료내역, 주계약의 적립금 추이, 예치자산의 상황을 명기한 연

차보고서의 제공도 특징의 하나임.

□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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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明治生命은 위탁조사 결과 생보상품의 명확화와 생활환경에 따른 보장

내용의 변경 니즈가 지극히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신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었으며, 향후 동사의 주력상품으로 키울 전망임.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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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 保險市場에서 管理總括代理店(Ma nag ing

Ge ne ra l Age nt)의 새로운 事業모델(Bus ine s s Mode l)

□ 인터넷보험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생명/ 건강보험 분야 총괄대리점

(Genra l Agent), 손해보험분야 관리총괄대리점(Managing Genera l Age nt),

관리총괄 보험회사(Ma nag ing Ge ne ra l Unde rwrite r) 등이 새로운 사업모

델(BM)을 발전시키고 있음.

o 이들 관리총괄대리점은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대리점(Age n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

o 총괄대리점 중 인터넷상의 닷컴회사로 전환하여 산하의 다양한 대리점

을 인터넷과 연결시키고, 그들이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발전시킨 형태들이 등장하였음.

o 이 사업모델은 산하의 대리점들에게 보험료견적, 증권발행, 사고처리

등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완전한 상거래역량을 제공함.

o 보험사와 닷컴전략을 채택한 총괄대리점과의 협약은 보다 확대된 책임

감을 가진 전국적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사와

의 계약에서 배타적인 인터넷접속권을 얻기도 함.

o 또한 이들은 보험회사를 고객으로 주요 보험기능들에 대한 웹상의 아웃

소싱을 발전시키고 있음.

□ 새로운 사업모델은 현재 원수보험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3. 마 케 팅

닷컴전략을 채택한 관리총괄대리점(Ma na g ing Ge ne ra l Ag e nt) 이 새

로운 사업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가상보험회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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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o 초기 사업모델은 위험인수에 있어 전통적인 원수보험사에 의존하고 있

지만, 향후 재보험시장으로부터 대안과 추가적인 역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재보험사는 합병과 초과담보력 확보 등을 통해 역량을 증대하여 원수보

험사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의 관리총괄대리점의 계약인수

역량을 활용하여 원수보험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할 것임.

□ 정보통신분야의 리서치/ 컨설팅 기관인 Meta 그룹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가상보험회사가 2005 년에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분야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닷컴 전략을 채택한 관리총괄대리점이

새로운 가상보험회사의 첫 번째 비젼이 될 것으로 전망함.

o 미래의 변화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비싼 인프라를 포기하고, 업무흐름과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며, 가상보험사는 전자상거래

를 활용하는 진보된 언더라이팅과 사고처리 역량을 발전시켜 독자의 브

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관계를 창출할 것임.

o 전통적인 보험사(off line )와 비교하여 닷컴전략을 채택한 관리총괄대리

점 등이 가상보험사로 발전할 수 있는 내적인 강점들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요구에 적기 대응하는 강점을 가진 기업문화

- 판매 및 직접적인 고객서비스 측면에서의 핵심 경쟁력 보유

- 재무보고를 해야 하는 금융가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 지급여력규제 등 정부 규제의 부담이 적음

- 인터넷 가치평가를 통한 벤처자금 유입 능력

□ Meta 그룹은 또한 상기의 강점으로 인해 관리총괄대리점 등을 통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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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독립대리점의 거래비율이 2003 년에는 현재의 2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o 인터넷 보험판매채널은 자신의 핵심경쟁력을 위험선택으로 차별화하고,

순수상품생산자로 설정한 원수보험사에 대해 생존력을 갖출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o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보험투자를 행함에 따라 인터넷 관리총괄대리

점은 보험사업에 관련된 거대 인프라의 창출없이 위험인수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Be nefitMa ll.c om,

YouZoom Inc , Quic kQuote 등이 있음.

o BenefitMall.com : Cente rstone Ins urance & Financ ia l Se rvices의 닷컴회

사

- 소기업 피고용인보험을 위한 완벽한 온라인 시장

- 포탈사이트로 소기업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 보장플랜의 디자인, 보

험료 견적을 제공하고, 대리점과 브로커들을 지원하여 거래 완결 및

현존영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엑스트라넷임.

- 대리점이나 브로커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포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독립대리

점시스템을 사업모델의 토대로 간주함.

o Yo uZoom Inc (손해보험 분야) : Arrowhea d Ge ne ra l Ins ura nc e

Age ncy의 인터넷상의 기업

- 포탈이자 엑스트라넷으로 독립대리점이 인터넷상에서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지원함.

o Poa ge Ce nte r Ins ura nc e Se rvic es 와 Quic kQuote 의 결합(생명/ 연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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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Poage Ce nte r Ins ura nce Se rvice s 는 30개 이상의 보험사를 대표하

는 총괄대리점이고, Quic kQuote 은 생명보험분야의 인터넷상의 가상

보험시장으로 두 회사는 청약절차, 증권발행의 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Quic kQuote 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비교·견적을 제공하고, 사이버에이

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총괄대리점으로 활동함.

- 사이버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독립대리점들이 Quic kQuote 와의 공동브

랜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가격 비교·견적과 Poage 사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사업모델의 발전이 보험사에 주는 시사점

o 인터넷상의 관리총괄대리점은 미래의 인터넷보험사의 다양한 형태의 하

나임.

o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과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자신의

사업 경쟁력을 식별하고, 그 경쟁력에 기반하여 보험사의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보험사가 더 이상 발전시킬 필요가 없는 기능과 업무흐름을 아웃소싱하

여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휴를 실행해야 할 것

임.

(김혜성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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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社들의 브랜드 强化 努力

□ 과거 보험상품은 수요상품이 아니라 판매상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

며, 더욱이 추상적인 서비스를 중개기관을 통하여 제공한다는 보험산업

의 특성으로 인하여 광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 하지만 금융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형의 동질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о지난해 말 Gra mm- Lea c h- Bliley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의 발효로 은행

및 보험사간의 인수·합병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 보험사들은 단순히 보험상품만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금융겸업화 시대에 맞는 원- 스톱 쇼핑이 가능한 폭넓은

금융서비스 기관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о 또한 급성장 추세에 있는 온라인 보험상품은 단순성을 요구하는 바, 동

질적 상품판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차별화가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있음.

о 특히 영국 대형 여행사인 토마스 쿡(Thomas Cook) 및 유통업체인 막

스 앤 스펜서(Ma rks & Spe nce r) 등의 보험산업 진입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비금융기관의 보험산업 진입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새

로운 시장에서의 지위확보를 위한 강력한 브랜드 확보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음.

기업의 인수·합병,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 비금융기
관의 보험산업 진입 등 보험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브랜
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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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

객관계의 지속 그리고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

으므로, 브랜드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о 가격을 통한 고객유인 방법은 1회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용과

신뢰를 통한 지속적인 고객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대형보험사들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노력

이 증대되고 있음.

о 프랑스의 대형보험사인 악사(AXA)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

여 연간 1억5천만 달러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о 인터넷 보험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Prog re s s ive Co rp .의 경우 1999 년 1

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19 .9%가 증가한 6천7백만 달러의

광고비용을 지출하였음.

<표 1> 미국 주요 보험사의 광고비 지출규모

(단위 : 천달러)

회 사 명
'9 9 년

( 1월∼1 1월
)

'9 8 년
( 1월∼1 1월

)
증가율

Alls ta te Co rp .
Sta te Fa rm Mutua l Auto Ins . Co .
Prog re s s ive Co rp .
Natio nwide Ins ura nc e Ente rpris e
No rthwe s te rn Mutua l Life Ins . Co .
Fa rme rs Gro up Ins .
St . Pa ul Cos .
Safe c o Co rp .
Trave le rs Gro up

103 ,5 15 .7
9 1,890 .6
67 ,497 .3
2 1,23 1.1
14 ,089 .2
10 ,097 .4
11, 183 .7

3 ,3 13 .0
7 ,905 .5

77 ,756 .2
68 , 130 .0
30 ,69 1.8
14 ,860 .1
18 ,767 .8
10 ,050 .1

6 , 155 .3
3 ,30 1.1

10 ,995 .9

33 . 1%
34 .9%

119 .9%
42 .9%

- 24 .9%
0 .5%

8 1.7%
0 .4%

- 28 . 1%

- 101 -



해외보험동향

자료 : Go c h , L. , "Id e ntity Cris is ". Be s t ' Review , Ap ril 2000 .

< Na t io nw id e >

□ 브랜드 강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Nationwide를 들 수 있음.

о Natio nwide 는 社名 변경과 함께 45 년간 사용한 독수리 모양의 로고 대

신 고객중심의 회사임을 강조하는 푸른색 프레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

음.

о We b Site 역시 푸른색 창문을 통해 고객을 부각시킴으로써 고객 가까

이서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을 강

조하고 있음.

< A llme ric a Fina nc ia l >

□ 社名 개정을 통해 회사 가치를 증대시킨 사례로 Allme rica Fina nc ia l을 들

수 있음.

о State Mutua l Life Ins ura nce Co mpa ny는 1844 년 이후 150여년 동안

업무영역 확장 등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미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о하지만 State Mutua l Life Ins ura nc e Compa ny라는 社名이 지방 소형

상호회사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 Allme ric a Fina nc ia l로 社名을

개칭하였음.

·Boston Globe 지는 Allme ric a의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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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기 공모 이후 회사가치가 3 배로 증가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Ac e >

□ Ace 역시 다음과 같은 社名 개칭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강화

하고 있음.

A .C.E Insurance Co. Ltd .

Ace London at Lloyd ' s

Tempest Re

Westchester Specialty Group

Ace Bermu da

Ace at Lloyd 's

Ace Re

Ace USA

(권순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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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 인터넷 生命保險 販賣會社 設立 活潑

<Ame ric a n Fa m ily 의 일본 최초 인터넷 판매회사>

□ 일본의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Ame ric a n Fa mily(AFLAC)생명은 최근

NTT(일본전신전화)의 자회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상품 판

매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о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9억엔으로 Ame rica n Fa mily가 1/ 2을 출자하고 신

규회사의 시스템정비를 담당하는 NTT Co mmunic ation Wa re 가 2억엔

을 출자하기로 함.

о 우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7월부터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양사의 직원을 파견하기로 함.

о 인터넷판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암보험과 의료보험을 저렴한 보험

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게 됨.

о 200 1년 1월부터 제3분야 보험에 대한 대형생보사 진출이 허용됨에 따

라 동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Ame rica n Fa mily가 인

터넷을 통해 저가격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터넷 판매회사의 전략

о 신설 인터넷 판매회사는 처음에는 암보험과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금년

2 0 0 1 년 1월부터 대형생보사에 의한 제3 분야 보험의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동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의 심화에 대비하여 Am e ric a n Fa m ily
와 朝 日生命이 각각 NTT와 후지쯔와 공동으로 인터넷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향후 활발한 진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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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Family

생명

N TT
커뮤니케이

션

인터넷 판매

전문보험회사

인터넷 판매

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 콜센터

(전자메일, 전화, 팩스)

상품구입 상품에 관한 문의

소비자

출자 출자

해외보험동향

중 개호보험과 교육보험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о 보험료 수준은 기존의 모집조직에 의한 보험료보다 10%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함.

о 가입신청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접수되며, 콜센터를 개설하여 전화나 전

자메일 등으로 고객의 계약내용에 대한 문의에 상담할 예정임.

о 향후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5 년이내에 30만건의 계약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о 신규회사는 20 ∼40 대의 주부와 직장여성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고 인터

넷상의 사이트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료·개호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성이 부모나 자녀를 위한 교육보험이나 양로보험 등도 개발

할 방침임.

[그림 1] 인터넷 보험판매 전문회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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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품·서비스 정보제공
o 보험상품안내
o 의료·개호등의 정보제공 서비스
o 생활보장 시뮬레이션
o 보험계약 신청
o 보험료징수(카드결제 등)
o FAQ 등

보험계약 조회
o 계약자 약관대출(잔고조회·인

출)
o 적립배당금(잔고조회·인출)
o 주소변경
o 카드변경
o 고객에게 e-m ail 전송 등

보험금·급부금 지급절차
o 보험금 지급청구 접수
o 계약자 명세표 e-m ail 송부 등

상담기능
o 전자메일 대응
o 각종 고객 상담 대응
o 기타 제절차에 대한 접수

W eb
Site

W eb
Call

Cen ter

생보 인터넷 판매회사

송부

인터넷

해외보험동향

< 朝 日生命의 보험판매 인터넷 전문회사 설립 >

□ 일본의 대형생보사인 朝日生命은 일본 최대의 컴퓨터업체인 후지쯔사와 공

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상품 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о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20억∼30억엔 정도로 朝日生命이 50%이상 출자

하고 후지쯔그룹과 第一勸業銀行, 이토츠상사도 출자에 참여하여

200 1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함.

[그림 2 ] 공동회사의 인터넷에 의한 업무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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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후지쯔그룹의 넷접속회사인 니프티의 회원을 기반으로 하고 점차 고객

을 확대할 계획으로 5 년간 5 만건이상의 계약을 획득할 전망임.

о200 1년 1월부터 제3분야 보험에 대한 대형 생보사 진출이 허용됨에 따

라 의료·질병보험 분야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

존의 영업방식에 의한 판매방법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채산성

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설립하게 됨.

о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의료·개호·저축·연금 등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임직원은 朝日生命에서 파견되며, 종업원 수는 당초

20인 정도가 될 예정임.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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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安田火災, 保險處理 業務의 비지니스모델 特許出願

□ 安田火災는 금년 5월 IT를 활용한 보험비지니스 모델 「@e- BOX」을 개

발하여 특허청에 비지니스모델 특허를 출원하였음.

о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모델로서 계약자∼대리점∼보험회사를

열결하여 계약자 중심의 대리점중개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실현을 목

적으로 하는 업무처리 방식임.

о특허신청의 결과 등록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서비스 향상과 대리점의

판매력 강화가 기대될 수 있음.

о 향후 인터넷 보험상거래의 확산을 예상하여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금

융 포털사이트에서 본인 확인기능의 확보에 연동하여 한층 기능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됨.

□ @e- BOX 서비스의 주요 특징

о 이번에 특허 출원한 비지니스 모델은 인터넷완결·Pa pe rle s s·Cas hles s 의

3가지 점을 특징으로 하는 업무처리 모델임.

о 보험계약 만기시 계약자에게 전자메일 전송서비스, 계약내용의 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 약관대출, 생명보험 및 투자신탁의 공동판매 업

무 등의 관련업무 인터넷상에서 처리됨.

о 그러나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품인가상의 수수료나 판매제도, 시

스템개발상의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e- BOX 서비스」의 주요내용

일본의 安田火災는 최근 「@ e - BOX」서비스라는 인터넷을 이용한 계
약자∼대리점∼보험회사간 업무처리 방식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비지
니스 모델로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손해보험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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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계약갱신 신청

상담에 대한 회답

해외보험동향

о 만기가 된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e - BOX」서비스는 대리점으로

부터 만기안내를 전자메일 등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이버상에서

e - ma il 송신 서비스가 가능함.

о 또한, 계약자 본인만 확인되면 인터넷상에서 대리점이 설계한 갱신내용

의 개별 컨설팅을 받거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갱신신청을 사이버상에

서 완료할 수 있음.

о한편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

증권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점에 전화를 직접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었

으나 「@e- BOX」에서는 계약자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후 계약의 최

신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о 대리점도 보험계약자의 최신 계약내용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

와의 상담이나 보험료 은행이체 불능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등 소비자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함.

[그림 1〕安田火災가 개발한 인터넷 영업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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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지금까지는 적립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리점에 본인 확인서류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통 신청 수일

후에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인출이 가능함.

о 그러나 「@e - BOX」에서는 계약자가 대리점에서 대출 한도액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청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인출

이 가능함.

о 한편,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고객정보를 「@e- BOX」을 이용하여 계약

자와 대리점 쌍방에 제공함으로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생명보험이나 투자신탁의 공동판매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

о 「@e- BOX」에 등록하면 계약자 개별의 컨설팅판매가 사이버상에서

해결되는 등 판매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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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65차 OECD 보험회의 개요

□ 회의일시 및 참석자

o 제 65차 OECD 보험회의가 2000 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파리

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대표로는 OECD 한국 대표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각 1명씩 참가하였음.

□ 주요내용

o OECD 보험회의는 사적연금, 자본이동과 경상외거래(Ca pita l

Move me nts a nd Invis ible Tra ns a ctions ), 지급능력 및 보험 본회의로

구성되어 있음.

o 사적연금 회의에서는 멕시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대표가 각 국

의 사적연금 동향을 발표한데 이어 연기금과 지배구조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가 있었음. 연기금은 일반기업의 주주로서 지배구조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상장 주식의 1/ 3

이상을 연기금이 소유) 연기금에 대한 투자규제가 필요하며 향후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o 자본이동과 경상외거래 회의에서는 E/4 (연기금관리)의 적용을 받는 퇴

직상품을 D/ 3(생명보험)에 적용하자는 OECD사무국 의견에 대해 우리

나라 대표는 한국사적연금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유보의견

을 개진하였음.

4. O EC D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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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급능력 회의에서는 EU 기준으로 강화된 한국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Swis s Re 는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주식투자의 증가에

따라 지급여력 계산에서 투자리스크의 중대성이 커진다고 강조하였음.

o 보험본회의에서는 러시아 및 싱가폴이 옵저버 자격 획득을 위해 각 국

보험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였고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현황을 한국 대표가 발표하였음. 이외에도 사적건강보험, 보험시장자유

화, 금융겸업화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향후 작업 일정 및 논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정세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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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國家의 金融監督機關 統合趨勢

최근 유럽에서 각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되는 추

세가 현저한 바 이에 대한 통합 배경 및 호주, 영국, 네덜란드의 감독기관

통합 사례를 설명하고 있음 . 이 중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이 가장 강력한

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는 감독 목적별로 통합된 형태이고 , 네덜

란드는 각 금융권별 감독과 통합 감독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배경>

о 최근 유럽에서 은행, 보험, 증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이 통

합되는 추세가 현저한 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금융기관의 통합, 금

융상품의 통합, 정보기술의 발전, 겸업에 대한 규제완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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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네덜란드의 경우 겸업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그림 1> 에서와

같이 은행의 경우 90%, 증권은 82%, 보험은 70%를 보이고 있어 각

금융권별로 전문화된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보다 높음.

о 금융상품 측면에서도 각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이 최근

에는 <그림 2> 에서와 같이 통합되는 추세임.

<그림 2> 금융상품시장

전통적 상품시장 최근 상품시장

B

SI I IS

IB

S

SBISB

B

I : 보험, S : 증권, B : 은행

◆ IS : 단위신탁 생보상품

◆ SB : 투자모게지

◆ ISB : 단위신탁 투자모게지 생보상품

< 금융감독 목적>

□ 체계적 감독(Sys te mic Supe rvis io n)

о체계적 감독 측면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개별 금융기관보다는 전체 금

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전염위험 (ris k of co ntag ion)을 방지하는데 있

음.

о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통화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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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감독(Prude nt Supe rvis ion)

о 신중감독 측면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자본 적정성 확립과 지급 불능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각 금융권별로 가이드라인

과 규제초점이 다름

о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감독기관은 B/ S 자산 운영에서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보험의 경우 B/ S 부채에서 발생되는

계리 및 보험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경영행태 규제(Conduct of Bus ine s s )

о 경영행태 규제 측면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불이행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о 따라서 경영행태 규제에서는 공시, 경영자로서의 적절한(fit and proper)

자질 및 투자관련 감독을 다루고 있음.

□ 통합 금융감독기관

<표 1> 감독 구조

구 분
목적

체계적 안정성 신중감독 경영행태 규제

은행 ▶범위의 경제

보험 ▶범위의 경제

증권 ▶범위의 경제

▼ ▼ ▼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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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통합 금융감독기관의 설립으로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음. 즉, 감독업무에서 <표 1>에와 같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 호주의 감독기관 통합>

□ 배경

о 1998년까지 호주는 각 금융권별로 감독이 이루어졌음. 즉 은행은 호주

의 중앙은행인 RAB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청인 ISC에 의해, 증

권회사, 상호기금은 ASC에 의해, 그리고 비은행 예금기관은 AFIC에

의해 규제·감독되었음.

о 1997 년 초부터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소위 말하는 왈리스 조

사(Wa llis Inquiry)에 의해 이루어졌음. 그 당시 호주 금융산업은 안정

적이었고 시장실패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품혁신과 겸업화 진전에 부

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측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은행·보

험·증권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관인 Aus tra lia n Prude ntia l

Reg ulation Authority(APRA)가 만들어졌음.

□ 개혁 후 감독구조

о 개혁 후 호주의 감독구조는 금융감독 목적별로 단일 감독기관이 전체

금융산업을 규제·감독하는 형태임. 즉, 체계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중

앙은행인 RBA가, 신중감독에 대해서는 APRA가, 경영행태 규제는 호

주 증권·투자위원회인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AS IC)

가 담당하게 되었음.(<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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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98 년 개혁 후 금융감독 구조 (호주)

구 분
목 적

체계적 안정성 신중 감독 경영행태 규제

은행
R
B
A

A
P
R
A

A
S
I
C

보험

증권

< 영국의 감독기관 통합>

□ 배경

о 영국의 통합된 감독기관인 Fina nc ia l Se rvice s Authority(FSA)는 1997

년 자율규제기관인 SIB가 그 명칭을 바꾸면서 만들어졌으며, 1998 년

은행감독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FSA로 이전되었고, 1999 년 보험 및 기

타 금융감독 역시 FSA로 이전되었음.

о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기능별로 세분화된 여러 자율기관간 업무의 중

복을 피하고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률안(Fina nc ia l Se rvice s a nd Ma rkets Bill)이 올해

안으로 법령화되면서 FSA는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게 될 것임.

□ 개혁 후 감독구조

о 영국은 호주보다 더 강력한 통합된 감독구조를 가지고 있음, 즉 체계적

안정성에 대해서만 중앙은행인 BOE가 감독하고 나머지 신중감독 및

경영행태 규제에 대해서는 FSA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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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99년 개혁 후 금융감독 구조(영국)

구 분
목 적

체계적 안정성 신중 감독 경영행태 규제

은행

B O E F S A보험

증권

< 네덜란드의 감독기관 통합>

□ 배경

о 네덜란드 역시 호주와 영국에 이어 1999 년 7월 새로운 통합 금융감독

기관인 BFS가 만들어졌으며 그 배경은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

관 및 상품의 겸업화 진전에 감독 당국이 부응하기 위해서임.

□ 개혁 후 감독구조

о 네덜란드는 호주 및 영국과는 달리 감독기관의 통합이 점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о 체계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호주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DNB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중감독 및 경영행태 규제에

대해서는 각 금융권별 그리고 전체 금융권으로 나누어진 이원 감독체

제를 가지고 있음. 경영행태 규제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감독과 비증권

감독으로 나누어 감독하고 있으며 비증권 감독 역시 각 금융권별 그리

고 전체 금융권으로 나누어진 이원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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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신중감독에서는 각 금융권별로 DNB(은행), VK(보험회사), STE(증권회

사)가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전체 금융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합 감독기관인 BFS가 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о 경영행태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 비증권감독은 신중감독과 동일한 감독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감독부문에서는 전체 금융권에 대

해 STE가 담당하고 있음.(<표 4> 참조)

<표 4> 1999년 개혁 후 금융감독 구조(네덜란드)

구 분

목적

체계적

안정성

신중 감독 경영행태 규제

각 금융권별 전체금융권

비증권 증권

각 금융권별 전체금융권

은행

DN B

DN B

BFS

DN B

BFS STE보험 VK VK

증권 STE STE

(정세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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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경쟁 보험시장에서 정보공시와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음 .

보험산업에서 시장실패는 정보의 불균형 , 역선택, 체계적 위험에 의해 발

생되며 정보공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 보험산업에서

정보공시를 재무정보 공시와 상품 , 가격 ,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그리고

리스크 요소 공시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공시 제도의 확립은 정

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공

시 제도의 한계 및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 시장실패와 정보공시>

□ 보험에서 시장실패는 정보의 불균형, 역선택, 체계적 위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데 정보공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정보의 불균형은 판매자인 보험자가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나

가질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함.

о 보험상품 구매에 따른 계약자 효용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 처리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상품의 질을 계약 당시에 평가하기가 매

우 힘듬.

о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

о완전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 본 논문은 Th e Genev a Pap ers on Risk an d In su rance에서 발표된 「Inform ation
Disclosu re in a Com p etitive In su rance M arket-The Governm ent Role」, (1998년 4월, p p .
224-246)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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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다음의 <그림1>

은 완전공시와 선택적 공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1> 완전공시와 선택적 공시

완전공시 → 소비자는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

대효용(개인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른)이
보험상품 수요의 구조와 양을 결정

↓

판매자는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급(상품, 가격, 수량)을 결정

↓

선택적 공시 → 소비자는 선택적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

기대효용이 보험상품 수요의 구조와 양을 결정

↓

판매자는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급을 결정

↓

소비자는 의사결정을 재고(개별 비용과 수익을
바탕으로),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수요와 공급의 구조와 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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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선택

о보험자가 계약자별 위험의 정도를 분류하지 못할 때 역선택이 발생함.

о 역선택의 원인은 정보의 부족에 있으며 역선택은 계약자간 형평성을 저

해함.

о 정보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특정 보

험종목 특히, 책임보험과 건강보험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함.

о감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자의 정보를 보험자가 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체계적 위험과 계약자의 신뢰

о 보험자의 재무건전성은 보험시장의 안전성과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

뢰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감독은 재무건전성 규제에 중점을 두

고 이루어져 왔음.

о한 보험사의 지급불능은 전염효과에 의해 전체 보험산업의 안전성을 저

해할 수 있고, 특히 계약자의 신뢰가 부족한 경우 보험시장에서 체계

적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

о보험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공시 강화는 계약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체

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감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 보험산업에서 정보공시>

□ 보험산업의 특수성

о 정보의 공시는 정부의 직접적 감독과는 달리 부작용 없이 효율적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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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정보의 공시는 공급자간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리스크 관리

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줌.

о하지만 보험에서 정보공시는 보험상품 및 리스크의 복잡성으로 다른 산

업에서의 정보공시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의 지식수준, 보

험자와 판매채널의 시장지배력, 보험자 및 판매채널에서의 경쟁 정도

를 고려하여 정보공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

о 보험산업에서 정보공시는 ①재무정보 공시, ②상품, 가격,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③리스크 요소 공시로 나누어 설명되어 질 수 있음.

□ 재무정보 공시

о재무정보 공시는 보험자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며 시

장 참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킴.

о재무정보 공시는 일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공시와 신용평가기관

의 전문적 재무정보 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금융산업에서 의뢰 가

능한 신용평가기관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공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각 공시주체의 목적, 이용가능한 정보, 평가방법 측면에서 나누어 검

토할 수 있음.

о 신용평가기관의 목적은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기관의 시장점유율

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에 회원사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등급을, 비회원

사에 대해서는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쉬움.

о신용평가기관의 이용가능한 정보는 정부에 비해 제한적임.

о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정보 공시는 일반적으로 개별회사의 등급이 나타나

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나 정부의 재무정보 공시는 최소

지불능력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123 -



해외보험논문

о 따라서 재무정보 공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더욱

이 기업은 재무정보 공시가 자신의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하

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재무정보 공시에

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о 다만 정부는 일반 계약자를 위한 재무정보 공시와 전문적이고 보다 세

분화된 공시(이는 브로커, 재무상담사, 보험에 대한 지식이 높은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임)를 조화시켜야 할 것임.

□ 상품, 가격,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о 상품공시는 계약내용, 담보, 면책에 대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계약자에게 제공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

를 가지고 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예를 들어

배상청구, 소송비용)을 수반하게 됨.

о 가격공시는 보험료와 커미션에 대한 공시를 의미하며 보험계약자가 회

사간 가격을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됨.

о 보상관련 공시는 소송비용을 감소시키고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

요함.

□ 리스크 요소 공시

о 리스크 요소 공시는 앞의 두 공시와는 달리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자신

의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보험자보다 자신

의 위험 요소를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소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역선택이 발생함.

о 리스크 요소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하여야 할 공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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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시와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역할

о 정보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단하고 쉬운 용어로 정보를 계약자

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것임.

о 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 및 정부의 헌신과 전문적 작업이 상당히 필요

하기 때문에 정보공시 제도의 확립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임.

о 정보공시 제도의 확립과 계속적인 통제를 위해서 정부는 정보공시가 어

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

시된 정보를 계약자가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할 것임.

□ 정보공시의 한계

о 정보공시는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가장 유연성이 있고 간접적인 규제 수

단이 되나 다음과 같은 한계 및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있음.

о 정보공시만으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계약자 보호가 이루

어질 수 있는가?

о공시정보를 이해 못하는 비이성적인 계약자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о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험이 정보공시 규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특

별히 취급되어야 하는가?

(정세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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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着 圖書案內

보험연구소 보험자료실에서 2000년 1∼3월 중 입수한 보험관련 도서목록입니다.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21세기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보험개발원 1999

21세기 손해보험 대리점 발전방향 한국보험학회 2000

OECD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내용과과제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VAR(Value At Risk) : 시장위험관리 Philippe Jorion 경문사 1998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윤석명, 김원식, 박상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교통사고 요인분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999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권재동 한국금융연구원 1999

기업리스크관리실무 한국생산성본부 2000

기업연금보험론 서병남 보험연수원 1999

대체위험이전(ART)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1999
(제9회)보험경영인 조찬회 : 새로운 경쟁환경하의 보험회
사 생존전략,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 경영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보험계리인 제도 개선 공청회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2000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인·보험계리인·보험중개인
제1차 시험대비

보험연수원 형설출판사 2000

보험사의 선물시장 활용방안 삼성금융연구소 1999

보험이론 및 실무 : 보험계리인 제2차 시험대비 보험연수원 형설출판사 2000

보험중개론 최용일 범론사 2000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김성훈,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1999

생명보험 계약정보자료 보험개발원 1999

생보사 기업공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학술토론 (제2차) 한국보험학회 1999

세계보험시장과 한국의 보험회사 Ⅵ 성균관대학교무역연구소 2000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엄창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손해보험분쟁조정사례집 : '97.1∼'98.12 금융감독원 1999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이희춘, 조혜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손해보험통계연보 1999 보험개발원 1999

신규 보험감독 국제기준 : 제6차 IAIS 총회제정 금융감독원 1999

연금제도의 선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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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편람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 1999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APA 저, 이근후외역 하나의학사 1995

최신보험경영론 조해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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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통계청 2000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통계청 2000

현금흐름 경영 : 도산을 막는 49가지 방법 조영빈, 김준환 삼성경제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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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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契約のしおり·約款 協榮生命 1995

わかりやすい地震保險料率算出の仕組み 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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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保險 '98 郵政省簡易保險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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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保險事業槪況 1998 生命保險協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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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の財務力と危機對應制度 : 保險會社の安全度
を財務力によってチェツク

小藤康天 白桃書房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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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損保融資の實務 金融財政事情硏究會 きんざい 1999

新契約取扱のてびき'99 協榮生命 1999

日本生命の危機 : ある現織幹部の告發 日本四郞 とりい書房 1999

日本地震再保險の現狀 1999 日本地震再保險(株) 1999

自動車保險の槪況 : 平成10年度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 1999

地震保險關聯法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 1999

執行投員制道 : 導入のための理論と實務 浜邊陽一郞 東洋經濟新聞社 1999

火災保險統計 地震保險統計(平成9年度) 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98

火災保險標準保險約款集 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98

保險法及相關法規
中華民國人壽保險商
業同業公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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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價證券上市審査規則』旣其補充規定 臺灣證券交易所 1999

1998 LIfe Insurance Business in Taiwan : Fact Book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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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C of the WWW for financial advisors
: A guide to marketing on the internet

Richard Arundel Witherby 1998

Accoun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Manual NAIC 1999

Actex Stu dy Mannual Course 1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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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 A. Broverman ACTEX 2000

Actex Stu dy Mannual Course 2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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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A.Sorrentino ACTEX 2000

Actex Stu dy Mannual Course 2 Examination
of the SOA / Exam 2 of CAS (Finance)

Frank G. Bensics ACTEX 2000

Actex Stu dy Mannual Course 2 Examination
of the SOA / Exam 2 of CAS (Interest Theory)

Dick London ACTEX 2000

Actex Stu dy Mannual Course 3 Examination
of the SOA / Exam 3 of CAS (Volume 1 :
Survival Models, Contingent Payment Models)

Michael A. Gauger ACTEX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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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A. Gauger ACTEX 2000

Actex Stu dy Mannual Course 4 Examination
of the SOA / Exam 4 of CAS

Samuel A. Broverman ACTEX 2000

Actex Stu dy Mannual Course 6 Examination
of the SOA

Frank G. Bensics ACTEX 2000

An Empirical Study of Claim and Sickness
Inception Transition Intensities : Aspects of the
UK Permanent Health Insurance Experience

A. E. Renshaw,
S. H aberman

City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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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s

CAS 1998

CAS Forum Fall 1999 : Including the
Reserving Call Papers

CAS 1999

CAS Forum Spring 1999 : Inclu ding the
Reinsurance Call Papers

CAS 1999

CAS Forum Summer 1998 : Inclu ding the DFA
Call Papers

CAS 1998

CAS Forum Summer 1999 : Inclu ding the
Dynamic Financial Analysis Discu ssion Papers

CAS 1999

CAS Forum Winter 1998 : Inclu ding the
Ratemaking Call Papers

CAS 1998

CAS Forum Winter 1999 : Inclu ding the
Ratemaking Discu ssion Papers and Data
Management / Qu ality / Technology Cal
Papers

CAS 1999

CAS Forum Winter 2000 : Inclu ding the
Ratemaking Discu ssion Papers and Health and
Managed Care Cal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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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de Of Conduct for The Administration
Of Insurance Agents(保險代理管理規則)

HKFI 2000

Consolidated Insurance Companies Act of
Canada, and Regulations 2000

Colin H. McNairn Carswell 1999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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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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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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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 ore

1999

The Insurance Industry in China Asia Information Associat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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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surance Solvency Intermational Market Profiles :
European Edition 1999

Standard & Poor' s 1999

Interruption Insru ance : Practical Issues Gordon J.R. Hickmott Witherby 1999

Introduction to Credibility Theory Thomas N. Herzog ACTEX 1996
The LIfe Insurance Enterprise, 1885-1910 : A
Stu dy in the Limits of Corporate Power

Morton Keller H arbard Univ. 1999

Life Insurance Fact Book 1999 ACLI 1999

Life Underwriting Manual Korean Re 199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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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EX 1999

Proceedings of the Casualty Actuarial Society 1997 CAS 1998

Proceedings of the Casualty Actuarial Society 1998 CA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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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H. Aitken ACTEX 1996

Solutions Manual for Introductions to Credibility Theory Thomas N. Herzog ACTEX 1999
Solutions Manual for Mathematics of
Investment and Credit

Samual A. Broverman ACTEX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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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k London ACTEX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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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E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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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kio Marine Risk Consulting Tokio Marin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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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Interest and Life Contigencies, with
Pension Applications : A Problem-Solving Approach

Michael M. Parmenter ACTEX 1999

Treasury Risk David E. Bland Witherby 2000

VAR Understanding and Applying Value-at-Risk Joseph Erickson Risk Publications 1997

Variable Universal Life Dearborn 1999
World Insurance 1999/ 2000 : Meeting the
needs of the Insurance Indu stry Globally

F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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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ser Ottmar VVW 1986

Klassische und moderne Formen der
Rueckversicherung

Peter Liebwein VVW 1998

Neue Rahmenbedingungen fuer die Kredit-und
Kautions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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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ppel VVW 1999

Tumorlokalisationsschluessel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 ICD-O

Gu stav Wagn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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