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消費者 特性과 損保社의 인터넷戰略*
1)

Ⅰ . 머리말

□ 21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 변화는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과 함께 개인 및 기업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하

고 있음.

□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로와 손쉬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

의 가격결정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보험산업의 사이버 거래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타 금융산업에 비하여 부

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 수동적인 판매채널이라는 특

수성과 함께 보험산업과 상품의 특수성 그리고 소비자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 따라서 보험사는 인터넷 마케팅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보완책을 마

련하고 인터넷 마케팅의 목표 설정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본고에서는 손보사들이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전략 수립을 위해 고

객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보험종목별 차별적 마케팅 전략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양성문 팀장과 권순일 책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

며, 내용은 보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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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國內 사이버市場 現況

1. 인터넷 利用 實態

□ 2000년 7월 e-tre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53.1%

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의 인터넷 사용인구

연구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미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할 수 있음.

о 1999년 현재 北美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40∼45% 정도이며, 일본 및 서

유럽의 경우 15%∼2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

년 북미의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은 60%∼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음.

□ 인터넷이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국내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 수 및 매출액도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 수 및 매출액 추이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0년

3/ 4분기

2000년 4/ 4분기
증감

10월 11월 12월 계 %

사업체수 1,832 1,846 1,863 1,866 1,866 34 1.9

거래규모

- 사이버몰매출액 4,764 1,930 2,265 2,462 6,657 1,893 39.7

· BtoC (A) 3,561 1,424 1,671 1,948 5,043 1,482 41.6

※소매업판매액(B) 316,156 109,555 109,679 113,280 332,514 16,358 5.2

* A / B 100 1.1 1.3 1.5 1.7 1.5 0.4 -

資料 : 통계청(w w w .n so.go.kr),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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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2000년 4/ 4분기 사이버 쇼핑몰의 매출액은 6,65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9.7%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B2C 거래 규모는 현재 소매업 판매

액의 1.5%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e-trend의 전화조사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자중 13.8%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용카드 보급

확대와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정비에 따라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о 미국의 경우 1999년 현재 인구의 10% 정도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30%의 인구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

를 구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 銀行 및 證券産業의 사이버거래

□ 1999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된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

객수는 2000년말 현재 409만명으로 1년전에 비하여 34배가 증가하는 폭

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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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일부 은행의 경우 창구 업무량의 10%, 현금처리기(ATM)등 자동화기기

처리량의 15%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정도로 인터넷뱅킹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2 >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및 이용현황

구 분 등록고객 수
자금이체서비스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 이용건수건수 금액

2000년 9월 263만명 270만건 31조원 1,947만건

2000년 12월 409만명 473만건 84조원 3,186만건

資料 : 한국경제신문, 2001. 1.25.

□ 현재 정보통신부는 안정적인 인터넷뱅킹 지원을 위해 은행 및 공인인증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01년 상반기중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제

공할 예정으로 있어, 인터넷뱅킹의 급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о 인터넷뱅킹의 비용효율성 및 편리함으로 향후 창구업무는 물론 텔레뱅

킹과 카드업무도 인터넷뱅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투자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으로 현재 증권사의 사

이버 주식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70%에 달하고 있음.

□ 증권거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1%가 사이버 증권거래

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이버 거래를 도외시할 경우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증권시장에서의 사이버거래는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음1).

1) 2001년 2월 한국패널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증권거래 방식에 대한 질문에(복수응

답) 응답자의 98.1%가 사이버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71.1%는 영업지점 전

화로, 43 %는 ARS 방식을, 37.7%는 증권사 객장에 나가서 직접 매매한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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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지난해 3월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가동한 미래에셋 E트레이드 증권

의 경우 1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0.5% 미만에서 4.34%(업계 8위 수준)

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 保險産業의 사이버거래

□ 보험산업의 사이버거래는 은행 및 증권부문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대조적

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Best Practice 등의 모범적

사례 없이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о 보험산업의 부진한 사이버거래 실적은 복잡하고 장기인 보험상품 및

산업의 특성과 함께 전자서명 등과 같은 거래환경의 불완전 등에서 찾

을 수 있음.

□ 신 판매채널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TM 계약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지는 편이지만 DM 및 CM의 경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о CM 실적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까지 이루진

실적은 없으며 사이버를 통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한 실적에 불과함.

<표 3> 손해보험 신 판매채널 영업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4∼9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TM 519,068 1,243 923,091 2,276 1,054,041 2,427 462,429 1,970

DM 12,689 10 45,490 97 46,350 112 7,053 9

CM - - 17 - 795 2 2,515 2

합계 531,757 1,253 968,598 2,373 1,101,186 2,541 471,997 1,981

資料 : 정홍주,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2000.12,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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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손해보험산업의 신 판매채널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FY'97 FY'98 FY'99 2/ 4

원수보험료 163,183 142,536 70,513

신 판매
채널

보험료 2,373 2,541 1,981

비중 1.5% 1.8% 2.8%

註 : 신 판매채널은 TM, DM 및 CM을 합한 실적임.

Ⅲ . 인터넷과 保險産業

1. 保險産業의 變化

□ 인터넷이 도입 초기 폭발적인 인터넷 사용에 따라 전통적 판매채널이 와

해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정착단계에 들어선 지금 보험상품

의 사이버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과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던 IT투자와 판매채널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타 금융산업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은 보험산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크고 작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가. 效率性 增大 및 收益性 惡化

□ 인터넷 사용의 가장 큰 이점은 비용절감을 통한 보험산업의 효율성 증대

라 할 수 있음.

о 효율적인 IT 기술의 활용은 상품판매, 영업관리 및 손해사정 등 모든

사업부문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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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더욱이 위험선택 능력 강화에 따른 보험사기 및 계약자의 효율적인 관

리는 지급보험금 자체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음.

□ Sigma는 미국 보험산업에서 가계성보험의 10%∼20% 그리고 기업성보험

의 5∼10%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о 보험사들이 e-bu siness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비용절감 규모는

가계성보험의 경우 12% 정도인 약 150억달러, 기업성보험의 경우 9%

정도인 1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

□ Sigma의 비용구조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를 10% 할인하는 인터넷 보험사

의 합산비율은 105.1%인 반면, 인터넷 보험사와 경쟁을 위해 보험료를

5% 할인 적용하는 기존 보험사의 합산비율은 110.5%로 5.4%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5> 인터넷 및 기존 보험사의 비용구조 분석 (미국)

구 분
표준적
보험사

인터넷
보험사(보험료

10% 할인)

기존 보험사

보험료 5%할인
보험료 5%할인,
비용절감노력

보험료 USD 100.0 USD 90.0 USD 95.0 USD 95.0

손해액
(손해율)

USD 79.0
(79.0%)

USD 75.1
(83.4%)

USD 79.0
(83.2%)

USD 77.0
(81.1%)

사업비
(사업비율)

USD 26.0
(26.0%)

USD 19.5
(21.7%)

USD 26.0
(27.4%)

USD 22.8
(23.9%)

총비용
(합산비율)

USD 105.0
(105.0%)

USD 94.6
(105.1%)

USD 105.0
(110.5%)

USD 99.8
(105.0%)

보험영업수지 USD -5.0 USD -4.6 USD -10.0 USD -4.8

2) 가계성보험의 경우 손해사정비용에서 10%, 일반관리비용 30%, 판매비용 30% 그리고 지

급보험금의 5 % 정도가 절약될 수 있으며, 기업성보험의 경우 손해사정비용 15 %, 일반관

리비용 35 %, 판매비용 10% 그리고 지급보험금의 2.5 % 정도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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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에 따른 평균비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가격`경쟁의 결과

비용절감 혜택의 대부분은 계약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보험사들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수익시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о 가격자유화와 함께 보험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로 소비자들의 가격결정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거래의 역경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구조상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о 금융겸업화에 따른 은행, 증권사들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형

포털사이트 등과 같은 잠재적 진입자들의 존재는 보험산업의 잠재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나. 進入障壁 緩和 및 透明性 提高

□ 모집조직은 보험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과거 신규 진입 보험사들

은 모집조직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보험산업에 있어

간접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 왔음.

о 인터넷은 건물 등과 같은 고정비용의 투입없이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진·출입의 제한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용이한 상품 및 가격정보의 획득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о 진입장벽 완화와 투명성 강화는 보험시장의 경쟁심화를 야기하여 보험

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다. 브랜드 影響力 增大

□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제공의 기능이 아닌 판매채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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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о 빈번한 거래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높여 가는 타 금융업과는

달리 보험계약은 거래빈도가 아주 낮아 거래과정을 통한 인지도 상승

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о 보험계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음.

□ 고객의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는 사

이버 거래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음.

о 온라인 보험사 및 브로커들의 광고비용은 고객 및 수입규모에 비하여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온라인 브로커사들의 분기별 광고비용 증가율 (1998.7-1999.12)

구 분 지점(branch)이용 브로커 온라인 브로커

마케팅 비용 24% 53%
순수입 11% 22%
계좌(거래) 수 6% 19%

라. 保險需要 增大 및 顧客 槪念의 變化

□ 위와 같은 변화 외에도 인터넷의 활용은 추가적인 보험수요, 보험사의 고

객개념의 변화 등과 같은 많은 변화를 유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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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거래에 따른 보험료 인하 폭이 클 경우 예금, 적금 등과 같은 금융

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추가적

인 보험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할인에 따른 시장 위축은 일

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과거 전통적 판매채널 하에서 보험회사의 실적은 모집인 및 브로커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보험사들은 모집인 및 브로커를 주된

고객으로 간주하여 왔음.

о 하지만 인터넷의 활용으로 계약자와 보험사의 직접적인 접촉이 활발해

짐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의 정의를 모집인 또는 브로커가 아닌 계약자

로 재 정의할 필요가 있음.

2 . 인터넷 保險販賣의 限界

□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보험산업의 사이버 거래는 타 금융산업에 비하여

부진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보험사는 인터넷 마케팅의 한계를 정확

히 파악한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또한 인터넷 마케팅의 목표설정 및 마

케팅전략 수립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산업 및 보험상품 측면의 한계

о 보험인수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즉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에 있어 상당

한 정도의 조사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о 보험상품은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거래 빈도가 낮고 해약률이 높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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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거래에 어려움이 있음.

о 자필서명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함.

о 보험상품의 장기성과 복잡성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일반 계약자가

약관 등의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소비자 측면의 한계

о 보험계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보험사고

발생시를 대비해 사이버 거래보다는 모집인 및 대리점 등 물리적 실체

가 있는 판매채널을 선호함.

-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집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응답

자의 80%가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계약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3).

о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불안전한 매체로 간주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꺼리고 있음.

о 보험상품은 전통적으로 권유에 의해 판매된 상품인 바, 인터넷이라는

수동적 판매채널을 이용해 소비자의 수요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3 . 美國 및 유럽의 直販市場

가. 美國의 直販市場 展望

□ TM, DM 그리고 CM (Cyber Marketing)으로 대표되는 신 판매채널의 가

장 큰 이점은 비용측면에 찾을 수 있으며, 경쟁적 가격수준은 직판채널의

급격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직판시장의 위력은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3) A dam Klauber , "In surance on the Int ern et ", R isk M anag em ent and I ns urance R ev iew ,
Vol. 3, No. 1, pp . 4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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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6년 이후 3연 연속 미국 대형 손보 3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를 보인

반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가격민감도를 이용하여 직판체제를 강화한

Progressive(4위) 및 Geico(6위)의 실적은 크게 증대되었음.

o 개인용 자동차보험 부문의 최대 회사인 State Farm의 경우 시장점유율

이 1995년 21.6%에서 1999년 18.9%로 감소한 반면, Progressive의 경우

1995년 2.6%에서 1999년 4.8%로 크게 증가하였음.

□ 미국 보험정보협회가 발간한 보고서4)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이 온라인 판

매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o 1998년 1.1억달러에 불과한 판매액이 2003년에는 무려 28배 증가한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주택보험과 정기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판매가 미진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연도별 온라인 판매량 전망

Source: Forrester Research

□ 미국 2대 보험사인 Allstate 사는 1999년 11월 인터넷과 무료전화 그리고

4)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 uture S hock : E - Com m erce & the Ins urance Indus try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분석』, p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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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집조직을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구축계

획을 수립하였음.

o 2000년 5월 1일 Oregon 주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02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으로 있음.

o 정확한 투자규모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콜센터(call center) 설립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o 콜센터는 보험계약체결, 기존 계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화통화를 요청한 고객에 대한 응답전화의 3대 업무를 수행할 예

정으로 있음.

o Allsate 사의 경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규모의 경제

를 시현한 회사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사이버마켓에 대규모 투자를 계

획하고 있는 것은 Geico 등 직판채널의 위력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나. 유럽의 直販市場 展望

□ 국가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유럽의 직판시장 역시 뚜렷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o 1993년∼1998년 독일 및 영국의 직판 보험사들은 각각 연평균 5.9%,

1.2%의 성장을 보인 반면, 기존 보험사들의 경우 각각 0.7% 및 5%의

감소를 보였음.

□ LIMRA의 조사5)에 의하면 유럽 생명보험사 CEO들은 향후 인터넷을 포

함한 직판채널이 급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5) LIMRA, A View F rom the T op D is tribution S trateg ies A cross E urop e 2000, p27, 2000.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13 -



포커 스

<표 7> 유럽 주요국 DM 및 인터넷 판매비중 전망

(단위 : %)

국 가
2000 2005 2010

DM Internet DM Internet DM Internet
벨 기 에 3.0 1.6 2.8 6.2 2.6 10.6
프 랑 스 3.0 0.0 5.0 2.0 5.0 5.0
네덜란드 15.8 0.5 17.0 4.5 20.4 10.4
스 페 인 2.1 0.5 3.0 3.3 4.0 6.0
영 국 4.4 0.7 7.4 4.1 10.6 6.6

□ 보험산업의 효율적 인터넷 활용사례로 유럽의 소형 보험사인 Ineas 사를

들 수 있음.

о Ineas 사는 경쟁력 있는 가격수준, 투명성, 위험분석 및 개별 위험관리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을 갖고 유럽 전역을 목표로 영

업중에 있음.

о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Ineas 사는 유럽 최초의 인터넷 보험

사로 현재 유럽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지만 월등한 가격경쟁

력을 갖추고 있어 기존사들에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о Ineas 사는 상품개발 등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럽 전역에 대한 상품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о 1999년 10월 네덜란드를 시초로 상품판매를 개시하여 현재 독일, 벨기

에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개인배상, 자동차, 상해보험 등의 상품을 판

매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지역 및 판매상품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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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向後 金融·保險産業과 인터넷

□ 최근 들어 세계 손해보험 시장은 담보력 과잉에 따른 경쟁심화와 거수보

험료 및 이윤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 문제 해결방안으로 보험뿐만

아니라 타 업종과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 손해보험시장의 가격자

유화에 따라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보험산

업의 대형화를 재촉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금융·보험산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형사와 틈새시장

(niche market)을 영위하는 소형사들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о 보험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중형사들이 생존에 있어 가장 어려

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브랜드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

존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은 가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선

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음.

□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터넷 전략을 소홀히 할

경우 가망고객의 30% 정도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о Sigm a는 2005년 미국 보험계약의 8% 정도가 온라인으로 체결되고 또

한 보험계약의 20%는 상품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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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유럽 보험계약의 인터넷 이용수준 (보험료 기준)

(단위 : 10억달러)

□ 인터넷의 활용은 대형사에 대하여 저비용 서비스 및 판매채널의 확보를

가능케 하고, 중소형사에 대하여는 지점 설립을 위한 막대한 고정비용 투

자 없이 대형사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Ⅳ . 損害保險 産業의 인터넷 戰略

□ 장기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생존은 가격경쟁력 확보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따라서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인터넷의 활용은 비용절감 외에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

고, 개별 고객에게 세분화된 상품(tailor-made products) 설계가 용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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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경쟁력 확보 및 고객 충성도(loyalty)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음.

o 고객에 대한 신속한 응대, 24시간 서비스 제공, 디지털 사진 등을 이용

한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처리, 익명성 보장 등 고객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이 있음.

1. IT技術의 積極的 活用을 통한 價格競爭力 確保

□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계약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모집인 등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음.

o 동 집단은 타 판매채널 이용자들에 비하여 가격에 민감한 계층으로 인

터넷 보험판매에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중소형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대형사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또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바, 비용절감을 위한

인터넷 활용은 필수적이라 하겠음.

o 유럽 및 미국의 소형 보험사들인 Ineas (www .ineas.com)와 GeneraLife

(www .generalife.com)의 사례에서와 같이 상품개발 능력과 가격경쟁력

을 갖춘 경우 대형사에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

2 . 種目別 인터넷 戰略 樹立 및 商品開發

□ 보험상품은 종목에 따라 담보기간, 약관내용, 가격탄력성 등에서 큰 차이

가 있음. 따라서 종목별로 세분화된 인터넷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o 모든 손해보험 종목이 인터넷 판매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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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인터넷 적용 심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보험판매 가능성에 대한 가장 적합한 기준은 무엇보다 보험상품

의 난이도, 즉 상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복잡한 상

품일수록 보험료 규모가 크고 또한 계약자들은 자문/ 정보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려고 할 것임.

o 보험종목별 가격민감도 역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인터넷 거

래의 가장 큰 유인은 낮은 보험료 수준에 있는 바, 가격민감도가 높은

종목일수록 인터넷 거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개발원 설문조사6) 결과 인터넷을 판매채널로서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향

후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중점 보장보험(38.9%)과 자동

차보험(2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о 질병 및 재해중점 보장보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겠으며,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실제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8> 인터넷 선호이유와 구매대상 상품

구 분 내 용 비 중

인터넷선호이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상품 정보를 획득

35.2%

32.3%

구매 대상 상품

질병/ 재해 보장보험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장기상해(건강)보험

38.9%

21.5%

11.6%

11.4%

資料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p13., 2001.2.

□ 심도 있는 인터넷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6)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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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은 반면 가격민감도가 큰 의무보험 그리고 상품

및 보장내용이 간단한 여행자보험, 레져보험 등을 들 수 있음.

3. 良質의 情報·서비스 提供

□ 인터넷은 단순히 판매채널의 하나가 아니라 정보·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더욱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

o LIMRA가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2000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CEO들(응답자의 51%) 역시 인터넷 이용의 가장 큰 목

적을 저렴한 서비스 제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림 4> 미국 CEO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전략의 목적

□ 개발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보험가입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35.2%는 저렴한 가격을, 그리고 32.3%는 정보획득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음(앞의 <표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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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M .Best는 2000년∼200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 규모는 30억

달러에 불과하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 검색 규모는 230억 달

러에 달할 것이라 추정하였음7).

□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두 가

지 요인은 낮은 수수료와 양질의 서비스라 하겠으며, 보험산업에도 이러

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4 . 브랜드 이미지 强化

□ 보험상품의 사이버 거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

함에 따라 고객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브랜드 명성을

더욱 선호하게 됨.

o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브랜

드 파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거래에 있어 브랜드의 중요성은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음.

o Charles Schwab(증권), Dell(컴퓨터), Am azon (서적) 등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Compaq(컴퓨터), Barnes&Noble(서적) 등

새로운 경쟁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인상을 단행하였지만 급

격한 시장점유율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음.

5 . 顧客 細分化 및 差別的 마케팅 戰略

□ 효율적인 인터넷 전략을 위해서는 목표시장의 정확한 설정과 각 시장 및

계층에 적합한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7) A.M.Best , B es t 's R ev iew ,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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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성별,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

보급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편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o 2000년 7월 e-trend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남성

(59.8%)이 여성(40.2%)에 비하여 높음.

o 연령별로는 현재 10대와 20대의 구성비가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있

지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8) 30대(46.8%)가 40대(29.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9).

o 직업별로는 학생층과 화이트칼라 층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

으며, 주부의 인터넷 이용률도 2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직업별 인터넷 이용비율

8) (주)이트렌드가 2000년 6월 13일 ∼ 7월 22일 동안 전국 만7-49세 남녀 15,0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인 「한국 인터넷 이용자 행태 조사보고서」에서 인용.
9) 1998년 기준 남녀 구성비 84.3% : 11.9%와 비교하면 여성 사용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이용율도 40대이상이 15.7%에서 2000년에는 40.0%로 늘어

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가 전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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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 구입의향은 인터넷 이용비중과는 달리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보험종목별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집단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o 미국의 경우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에서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

면,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구입의향 비율은 남성 및 여성 각각

17% : 9%로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10).

o 향후 가입을 선호하는 판매채널에 대한 개발원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을

응답한 비율이 남성 및 여성 각각 11.3% 및 9.5%로 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따라서 인터넷 마케팅 전략 수립시 단순히 인터넷 이용비율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성, 연령, 지역 및 직업 등의 특성을 정확히 파

악할 필요가 있음.

o 보험개발원 설문조사를 통해 볼 때,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마케

팅 전략수립시 주 대상 집단은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 지역

별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9>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의향 소비자 특성

구 분 소비자 특성

성 별 남성(11.3%), 여성(9.5%)

연령별 40대(30.0%), 50대이상(20.3%), 30대(19.3%), 20대(18.0%)

지역별 인천·경기(34.0%), 부산·울산·경남(28.6%), 서울(22.1%)

직업별 화이트칼라(33.7%), 블루칼라(15.0%), 자영업(12.5%)
월평균

소득별

300∼400만원(30.2%), 200∼250만원(26.8%), 150∼200만원(22.2%),

250∼300만원(19.7%), 150만원미만(15.4%), 400만원이상(13.8%)

10) A.M.Best , B es t 's R ev iew ,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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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자동차보험료의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도 연령별

이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조사결과 자동차보험료 수준이 10%정도 차이가 날 경우 41.9%의 계약

자가 보험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동차보험이 가격에

아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료 할인 폭에 따라 계층별 보험사 전환의향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

고 있어 일률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10%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가정할 경우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세대주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자영업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보험가입 경력이 장기일수록 가격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5년∼10년 보험가입 경력자의 경우 보험료 10% 할인시

46.4%가 현재의 보험사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계약자 연령, 가입경력 및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계약자 이탈방지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표 10> 가입사 변경가능 보험료 할인폭 (누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입사 변경 가능 할인폭 변경의사

없음5%미만 10%미만 20%미만

세대주
연령별

20대 ( 96) 14.8 38.7 66.4 12.1

30대 (286) 9.1 39.6 67.4 17.5

40대 (218) 8.9 42.8 63.9 19.0

50대이상 (216) 11.8 45.5 73.1 12.7

자동차
보험

경력별

3년미만 (107) 7.6 36.2 66.9 14.3

3년 이상∼5년 미만 (142) 9.4 45.8 69.9 10.1

5년 이상∼10년 미만 (307) 11.9 46.4 71.1 15.1

10년 이상 (259) 10.4 36.9 63.5 21.1

資料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2001.2.,p43.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23 -



포커 스

o 또한 국내 자동차보험의 연령별/ 성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30대 남자층에

서 손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으로 인터넷 판매를 확대

하는 것이 보험사 경영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11> 자동차보험의 연령별/성별 사고율 및 손해율

(단위 : %)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손해율 사고율 손해율 사고율 손해율 사고율

21세미만 90.5 3.3 32.6 4.9 74.2 3.5

21∼25세 41.7 3.4 39.0 3.0 41.1 3.3

26∼30세 31.3 2.0 26.9 2.0 30.6 2.0

31∼40세 26.8 1.5 27.1 1.8 26.8 1.6

41∼45세 36.6 1.6 36.3 2.1 36.5 1.7

46∼55세 38.1 2.0 43.7 2.2 39.2 2.0

56세이상 30.9 1.9 41.5 2.1 32.0 2.0

합 계 32.2 1.8 33.3 2.0 3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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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2000.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보험의 인터넷 판매전략 수립시 주된 고객층

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계층이고 또한 손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우

량한 고객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보다는 가격측면에서의 접근이 효

과적일 것임.

6. 온라인/오프라인의 調和

□ 장기적으로 인터넷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집조직 축소는 불가피할 것임. 하지만 신 판매채널과 전통적 판매

채널의 관계가 반드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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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스

o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계약자들은 온라인만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부담감

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상품구매 리드(lead)의 수단으로 그리고

전통적 모집조직을 계약체결의 통로로 이용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화시키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동차보험과 함께 현재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상품판매 가능성이 크지 않음. 이러한 현

상은 향후 구매를 선호하는 상품인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LIMRA가 미국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 및 장기간병보험 판매의 경우 당분간 전통적 판매조직이

주력 판매채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

o 따라서 손해보험중 생명보험과 유사한 장기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인터넷

을 통한 상품판매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을 구매리드의 수단

으로 이용하고 실제거래는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표 12> 미국 보험사 CEO들이 예상하는 향후 판매채널별 비중

판매채널
생명보험 연금 장기간병

1999 2003 1999 2003 1999 2003
전속모집조직
독립모집조직

직접판매

금융기관
주식중개인
인터넷 등

기타

44
59
2
1
4
+
-

100%

36
49
4
4
4
3
-

100%

26
16
9

15
30
+
4

100%

23
17
9

19
27
4
1

100%

52
45

1
+
1
+
1

100%

48
44
2
2
1
2
1

100%

註: 1) 1999년 비중은 LIMRA가 각 회사의 CEO들에게 제공한 추정치임.
2) +는 0.5% 미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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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 生産

2000년중 실 질 국내 총생 산은 민간 소비 의 증가 세가 둔 화되 었으 나

수출 과 설 비투 자가 큰 폭 으로 증가 하여 전년 대비 8.8% 성 장하 였으

며 , 4/ 4분기 중 성 장률 은 전 분기 에 비 해 둔 화폭 이 크 게 나 타남

□ 2000년중 실질 GDP는 전년대비 8.8%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o 농림어업은 어획량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쌀과 과실류 생산증가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음.

o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생산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내외수요 호조

로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음.

o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계속 부진한데다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도 감소하여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은 통신업과 방송업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9.0% 증가를 시현하였음.

□ 분기별 성장률을 원계열로 보면 1/ 4∼3/ 4분기중에는 내수와 수출의 높은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10.5%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4/ 4분기중에는 소비

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신장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4.6% 성장에 그침

<표 1> 산업생산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연 간 2000p

1999 2000p 1/ 4 2/ 4 3/ 4 4/ 4
국 내 총 생 산 10.9 8.8 12.6 9.7 9.2 4.6

제 조 업 21.0 51.4 22.3 16.9 17.7 6.5
건 설 업 -9.1 -3.7 -7.9 -3.9 -2.8 -1.6
서비스업 11.9 9.0 12.0 10.3 8.7 5.5

資料: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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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자ㆍ소비 및 경기 관련 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999. 12 2000. 1 10 11 12 2001. 1

소 비 재 판 매 액 지 수 20.2 18.3 6.4 6.2 2.5 4.1
내 구 소 비 재 41.3 45.1 5.9 1.2 0.1 -9.5

설 비 투 자 추 계 69.9 58.8 22.2 -0.9 -2.7 -
기 계 류 내수출하 41.6 55.1 19.7 6.9 11.9 -7.7
내 수 용 기계류수입 79.4 60.4 2.5 13.9 -6.9 -
건 축 허 가 면 적 172.3 89.4 -7.5 -23.1 -56.7 5.4

資料: 통계청

국 내보 험동 향

나 . 消費 및 投資

2000년 중 가계 소비 지출 은 전년 대비 7.2% 증 가하 여 증가 폭이 크 게

둔화 되었 으며 , 설 비투 자와 건설 투자 도 계 속하 여 부 진한 모습 을 보 이

고 있 음

□ 1월중 소비는 설 특수로 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신발 등 준내구재

가 늘어났으나 경기에 민감한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가 큰 폭으

로 감소하여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임.

□ 설비투자는 동행지표인 기계류내수출하가 감소로 반전한 데다 국내기계

수주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о 기계류내수출하가 99년 2월(-7.1%)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기계

및 장비의 출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반전함.

о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통신기계, 특수산업용기계 등의 발주 부진

으로 큰 폭 감소함.

□ 건설투자는 기성액이 소폭의 감소를 지속하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침체를 지속함.

о 건물건설은 건축허가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주가 크게 감소하였

으며 토목건설도 수주가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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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보 험동 향

다 . 對外去來

1월중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 자본수지는 IMF
지원자금 조기상환 및 예금은행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14.4억 달러의

유입초를 나타내었음

□ 1월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월(12.4억 달러)보다 5.6억 달러 축소된 모

습임.

о 소득수지는 해외이자 지급 감소 및 대외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3억 달

러의 흑자를 기록함.

о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특허권 사용료 및 사업

서비스 지급 감소로 적자규모가 전월보다 축소되었음.

□ 1월 중 수출은 127.8억 달러로 경공업제품(-11.1%)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제품(8.0%) 수출이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음.

о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기계류 및 정밀기기, 선

박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1월 중 수입은 설비투자 둔화 및 컴퓨터·정보통신 산업의 수출부진으로 자

본재 수입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도 감

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여 9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를 기록하였음.

<표 3> 대외거래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0. 1 11 12 연간p 2001. 1p
경 상 수 지 2.9 10.6 12.4 110.4 6.8

상 품 수 지 6.4 11.0 17.0 166.0 4.9
서비스수지 -4.8 -3.0 -4.5 -39.7 -1.9
소 득 수 지 0.3 2.5 -0.3 -22.0 3.0

수 출 (통관) 121.6 149.9 149.8 1,722.7 127.8
수 입 (통관) 125.9 141.6 131.8 1,604.8 124.5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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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雇傭 및 賃金

2001년 1월 중 임금 상승 률은 특별 급여 의 상 승으 로 19.8%를 기록 , 제

조· 도소 매 및 음 식숙 박업 위 주로 상 승세 를 시 현하 였으 며 , 2월 중

고용 사정 은 전 월 대 비 실 업률 이 증 가하 며 다 소 악 화된 모습 을 보 임

□ 금년 2월 고용동향은 실업자 및 실업률이 각각 1,069천명, 5.0%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5만 2천명(-4.6%), 실업률 0.3%p 씩 감소한 것임.

о 취업자 수는 2,01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0.2%) 증가하

였으나 전월대비 9만명(-0.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부문에서의 계절적 취업감소에 주로 기인함.

о 계절조정 실업률은 4.2%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99.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2000. 4월부

터(-646천명, -3.0%p)부터 감소폭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월말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9.8% 상승하였음.

о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 및 초과급여는 7.3% 상승,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급여는 설보너스가 1월에 집중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9.1% 상승함.

о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28.6%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

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7%)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3.0% 상승에 그쳐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임.

<표 4> 10인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 (누계)

(단위: 천원, %)

구 분
1999 2000 2001

연평균 1 연평균 1
임 금 총 액 1,599 1,592 1,727

8.0

5.6

1,907
명목임금 상승률 12.1 16.3 19.8

실질임금 상승률 11.1 14.4 15.0
資料: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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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金利

금융시장은 일부 잠재부실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으나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의 회사채 및 CP 발행이 확대되는 등 기업자금 경색현상이 개선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고채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경향, 한은의 콜금리 목표 하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며 급락하다가 2월 중순 낙폭과대 인식 등

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о 회사채의 경우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수익률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신

용등급간 스프레드는 크게 확대되었음.

□ CD, CP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는 투신사, 은행신탁 등의 단기수신

호조에 따른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

며 은행 여수신 금리도 잇달아 인하되는 추세를 보임.

о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 금리는 풍부한 시장유동성, 경기둔화 등에

따른 기업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о 기업신용위험에의 민감도 완화,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수신 회복으로

회사채, CP 발행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조달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금통위는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 2월 초, 콜 금리 목

표를 0.25%p 하향조정하였으며 추가 인하없이 5%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5> 주요시장금리 추이
(단위: %)

구 분 2000. 7 8 9 10 11 12 2001. 1 2 3. 23
콜 (1일)

C 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5.1 5.1 5.1 5.3 5.3 5.3 5.3 5.1 5.0
7.2 7.0 7.1 7.0 7.0 6.9 6.4 5.7 5.7
8.0 7.9 8.0 7.8 7.3 6.8 6.0 5.4 5.8
9.1 9.0 9.0 8.7 8.4 8.1 7.8 6.8 7.1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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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株式市場 및 資金市場

주식 시장 은 미국 기술 주의 실 적 악화 와 이 에 따른 나 스닥 지수 급

락 등 해 외요 인으 로 인 해 불 안감 이 확산 되며 종합 주가 지수 가 급 등

락하 는 모습 을 보 이고 있 으며 , 자 금시 장은 은 행예 금의 증 가세 는 둔

화된 한편 제2금 융권 상품 이 호 조를 보이 고 있 음

□ 종합주가지수는 FRB의 금리인하, 미국경기회복 기대감, 회사채 신속인수

에 따른 국내 자금시장 안정과 저금리 지속 및 기업의 수익성 개선 전망

등이 외국인의 공격적 매수를 촉발시켜 작년말 대비 20% 가량 상승하였

으나 최근 하락세로 반전하였음.

о 3월 들어 아시아증시 불안에 美 증시가 폭락함에 따라 세계 경제 침체

우려론이 제기되며 동반 하락하여 주가지수는 530선에서 등락하고 있

음.

□ 2월중 은행계정 수신은 1.6조원 증가하여 거액의 부가세 납부요인이 있었던

전월에 비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신장세는 크게 둔화되었음.

о 특히 정기예금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로 반전하였음.

□ 이에 반해 투신사, 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 수신은 호조를 시현함.

о 투신사 수신은 은행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경쟁력 상승으로 MMF

외에도 채권형 투자신탁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하이일드 펀드 등 혼합

형 투자신탁의 감소폭이 축소됨으로써 전월에 이어 6.7조원 증가함.

о 은행신탁 수탁고도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률이 기대되는 추가형 단기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3조원의 큰 폭 증

가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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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구 분 2000. 10 11 12 2001. 1 2

은 행 계 정 65,457 80,907 61,811 1,996 15,928
실세요구불 20,224 -4,869 29,992 -26,590 3,233
저축성예금 25,244 72,636 15,437 17,653 303

금 전 신 탁 -31,461 -25,024 -49,026 -619 -30,163
단위금전

신종적립

개발신탁

-5,009
-8,941
-6,151

-3,600
-10,799
-6,137

-4,322
-14,831
-23,962

-2,337
-13,099
-3,724

-2,858
-4,788

-574
투 신 사 -22,934 -6,969 -73,355 74,336 66,638

단기채권

장기채권

-2,973

2,586

3,488

8,135

-3,446

22,911

5,047

3,503

20,267

16,506
M M F -14,953 3,137 -52,441 97,307 34,481
주 식 형 2,175 4,408 12,306 886 4,309
혼 합 형 -9,769 -26,137 -52,685 -32,407 -8,925

종 금 사 -4,280 -3,358 -28,552 15,577 -6,862

체 신 예 금 3,200 3,818 15,275 8,363 5,557

증권사고객예탁금 -5,080 504 -10,218 26,594 -5,564

주식형뮤추얼펀드 -1,558 -3,097 -8,553 -6,846 308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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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換率

원/ 달러 환 율은 일본 경 제의 불 안과 일본 정 책당 국의 엔 저 용 인정

책 , 나 스닥 급락 등 대 외적 변수 가 악 재로 작용 , 엔 화와 함께 동

반 상 승세 를 보 이고 있음

□ 급등세를 보인 원화 환율은 금년초 달러당 1,300원선에 육박하다가 2월

이후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о 연초 정부의 강력한 주가부양 의지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보

이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도 대규모 순유입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엔

화를 비롯한 동남아 통화들이 2월 중 안정세를 보인 데 힘입어 원화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о 3월 들어 일본경제의 불안, 달러당 120엔 선을 넘는 엔/ 달러 급등 파

장과 미국증시 급락에 반응한 역외매수세 급증으로 1,300원 선을 돌파

하고 있음.

□ 원/ 달러 환율은 당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하반기에는 국제유

가의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교역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

마무리로 인한 순자본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하향안정세로

돌아서 달러당 1,200원 전후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7> 원/달러 환율 추이(기준환율)
(단위: 원, %)

2000. 8 9 10 11 12 2001. 1 2 3. 23

연 월 말
1,108.8

(6.9)
1,115.0 1,136.7 1,195.3 1,259.7 1,265.5 1,245.7 1,307.1

(9.3) (5.6) (-3.2) (-9.1) (-11.3) (-9.1) -

연월평균
1,114.6

(7.6)
1.116.5 1,127.3 1,151.2 1,214.4 1,272.8 1,252.4 -

(7.2) (7.0) (2.3) (-6.3) (-11.1) (-9.9) -
註: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지재원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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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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2000 3/ 4분기 生命保險産業은 2001년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를 앞

두고 저축성보험 수요가 급증세를 보여 수입보험료가 전분기 실적에 비

해 3조 4천억 증가한 16조 3천억원 규모에 이르렀음.

o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금리, 비과세혜택의 축소 정책, 주식시장침

체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분야의 저축성보험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o 3/ 4분기 수입보험료 증가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퇴직보험 증가도 영

향을 미쳤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됨.

□ 支給保險金도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

어남에 따라 전분기 대비 55.7%의 큰 폭 증가세를 보였음.

o 支給保險金의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를 앞섬에 따라 보험수지는 전

분기 대비 상당히 악화되어 보험수지차는 전분기 대비 53.2%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FY2000 3/ 4분기 의 生命 保險 産業 은 貯 蓄性 保險 需要 急增 으로 수 입

보 험료 가 크 게 증가 하였 으나 , 보 험금 지급 율의 증 가로 보 험수 지는

다 소 악 화되 었고 , 낮은 투자 수익 율 추 세도 지속 되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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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총 자 산
960,858 1,101,692 1,102,953 1,102,953 1,117,441 1,145,055 1,205,091

2.1 14.7 0.1 19.5 1.3 2.5 5.2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95,615 162,691 112,279 467,554 118,072 129,286 162,902

-3.3 70.2 -31.0 0.1 5.2 9.5 26.0

투자수입
27,458 22,065 29,390 106,073 19,305 21,001 22,154

-0.1 -19.6 33.2 5.6 -34.3 8.8 5.5

지급보험금
84,037 122,346 89,479 383,049 104,940 81,671 127,134

-6.5 45.6 -26.9 -17.0 17.3 -22.2 55.7

사 업 비
15,099 15,988 18,170 62,369 13,777 16,981 21,421

11.4 5.9 13.6 -5.5 -24.2 23.3 26.1

보험수지차
-3,522 24,358 4,631 22,137 -645 30,634 14,347

23.0 791.6 -81.0 136.6 -113.9 4,849.5 -53.2

註: 1) 증감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
2) FY2000 1/ 4분기에는 동아실적을 제외하였고, 2/ 4분기에는 국민, 한덕, 태평양 실

적을 제외하였음.
3) 보험수지차는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이며, 사업비는 신계약비이연을 감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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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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환경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낮은 투자수익율이 지속되어 자산증

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입은 전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수준이

고, 낮은 투자수익율에 따른 이차역마진으로 생보산업 전체적으로 손익상

황은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總資産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에 힘입어 前分期에 비해 5.2% 증가한 120조

5,091억원을 기록함.

2) 保險營業 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個人保險과 團體保險 모두 전분기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

하였으나 해약증가에 따른 保險金支給率 惡化의 영향으로 보험수지

가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 특히 단체보험의 보험금지급율 증가

가 큰 것으로 나타남 .

(1) 種目全體

□ FY2000 3/ 4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분기 대비 26.0% 증가한 16조 2,902억원을 기

록하였는데, 종목별로는 個人保險이 전분기 대비 27.2% 증가한 11조 9,404억원

에 이르렀고, 團體保險도 계절적 요인으로 22.9% 증가한 4조 3,498억원으로 나

타남.

□ 支給保險金은 FY2000 3/ 4분기 동안 55.7%의 급증세를 보여 12조 7,134

억원을 시현함.

o 이에 따라 보험금지급률은 전분기대비 14.8%p 증가한 78.0%를 보여 보

험수지차 악화의 주원인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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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ㆍ수입보험료증가율ㆍ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생존
보험

보험료 24,227 24,772 26,305 97,808 32,346 27,494 27,717

증가율 6.4 2.2 6.2 -4.8 23.0 -15.0 0.8

비 중 25.3 15.2 23.4 20.9 27.4 21.3 17.0

사망
보험

보험료 24,436 25,965 27,610 100,461 28,809 29,936 33,271

증가율 7.5 6.3 6.3 26.1 4.3 3.9 11.0

비 중 25.6 16.0 24.6 21.5 24.4 23.2 20.4

생사혼합
보험

보험료 27,555 29,921 32,495 117,813 33,598 36,473 58,470

증가율 -5.3 8.6 8.6 -21.8 3.4 8.6 60.3

비 중 28.8 18.4 28.9 25.2 28.5 28.2 35.9

개인
보험계

보험료 76,219 80,658 86,410 316,082 94,752 93,904 119,404

증가율 2.2 5.8 7.1 -5.1 9.7 -0.9 27.2

비 중 79.7 49.6 77.0 67.6 80.2 72.6 78.3

단체
보험계

보험료 19,396 82,033 25,869 151,472 23,320 35,382 43,498

증가율 -20.0 322.9 -68.5 13.1 -9.9 51.7 22.9

비 중 20.3 50.4 23.0 32.4 19.8 27.4 26.7

전 체

보험료 95,615 162,691 112,279 467,554 118,072 129,286 162,902

증가율 -3.3 70.2 -31.0 0.1 5.2 9.5 26.0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비중은 전체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이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증가

율이고, 연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 2) FY1999년부터 단체보험계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 3) FY2000 1/ 4분기에는 동아실적을 제외하였고, 2/ 4분기에는 국민, 한덕, 태평양 실

적을 제외하였음.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o 개인보험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 대비 8.2%p, 단체보험은 전분기 대비

3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事業費率은 전분기 수준인 13.1%로 나타났는데 개인보험은 0.2%p 하락,

단체보험은 0.2%p 증가하는 등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이러한 사업비율은 예년의 실적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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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등 사업비절감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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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o 수입보험료 증대의 영향으로 사업비는 전분기 대비 26.1% 증가한 2조

1,421억원 수준임.

(2) 個人保險

□ FY2000 3/ 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힘입어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3%에 이르렀고 이는 전분기에

비해 5.7%p 상승한 수준임.

□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축소되는 2001년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특히 생사혼합보험 가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이 결과 생사혼합보험은 전분기 대비 60.3% 증가한 5조 8,470억원을 기

록하여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9%에 이르렀음.

- 이러한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분기실적을 기준으로 IMF에

따른 유동성위기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FY97 4/ 4분기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은 수입보험료 거수실적임.

o 또 다른 저축성보험인 생존보험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2조 7,717억원

을 기록하였으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0%로 전분기

대비 4.3% 하락하였음.

o 사망보험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는데 전분기 대비 11.0% 증가한 3

조 3,3271억원이고, 사망보험의 견조한 증가세는 2001년 4월부터 생명보

험 보험료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4/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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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ㆍ지급보험금증가율ㆍ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18,533 17,132 19,733 75,019 16,267 14,892 22,269

증가율 -7.3 -7.6 15.2 -49.6 -17.6 -8.5 49.5

지급률 76.5 69.2 75.0 76.9 50.3 54.2 80.3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7,376 7,513 8,209 30,026 8,441 8,329 9,754

증가율 4.8 1.9 9.3 -0.2 2.8 -1.3 17.1

지급률 30.2 28.9 29.7 29.9 29.3 27.8 29.4

생사혼
합보험

지급보험금 24,895 28,607 30,377 110,826 25,621 23,954 37,669

증가율 -12.2 14.9 6.2 24.6 -15.7 -6.5 57.3

지급률 90.3 95.6 93.5 94.1 76.3 65.7 64.4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50,803 53,252 58,319 215,870 50,329 47,174 69,692

증가율 -8.3 4.8 9.5 -19.4 -13.7 -6.3 47.7

지급률 66.7 66.0 67.5 68.3 53.1 50.2 58.4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33,234 69,094 31,160 167,179 54,611 34,497 57,442

증가율 -3.6 107.9 -54.9 -13.7 75.3 -36.8 66.5

지급률 171.3 84.2 120.5 110.4 234.2 97.5 132.1

전 체

지급보험금 84,037 122,346 89,479 383,049 104,940 81,671 127,134

증가율 -6.5 45.6 -26.9 -17.0 17.3 -22.2 55.7

지급률 87.9 75.2 79.7 81.9 88.9 63.2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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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생존보험의 해약이 증가한데 따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8.2%p 증가하여 58.4%를 기록하였음.

o 생존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대비 26.1%p 증가한 80.3%를 기록함.

o 생사혼합보험은 IMF 시기에 크게 늘어났던 슈퍼재테크보험의 만기도래,

보유계약규모 등의 영향으로 지급보험금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수입보

험료 급증의 효과로 보험금지급율은 다소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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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망보험은 보유계약의 규모증대를 반영하여 다소 증가추세를 보여 보험금

지급율은 29.4%를 시현함.

□ 개인보험의 사업비율은 17.1%로 전분기 보다 약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는 고액의 생사혼합보험계약의 증가로 이 분야의 사업비율이 다소 하락

한데 따른 영향임.

o 반면, 사망보험은 전분기 대비 2.9%p 상승한 33.4%, 생존보험은 전분기와

유사한 11.5% 수준을 나타내었음.

(3) 團體保險

□ FY2000 3/ 4분기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4조 3,498억원 규모로 퇴직금 관련

단체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연납보험료 납입이 집중하는 시기상의 특성으로

전분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나,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 급

증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하였음.

o 이는 매년 3/ 4분기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이 전체의 40%를 상회하던

예년 실적과 비교할 때는 낮은 수준으로 타금융권과의 경쟁 및 경기침체

에 따른 영향에 따라 퇴직보험 분야의 실적이 다소 저조함을 보여주는 지

표로 판단됨.

□ 또한 수입보험료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이

증가하여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 대비 34.6%p 증가한 132.1%를 시현함.

o 종퇴보험의 해약수준과 비교하여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거수실적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퇴직금 관련 보험 이외의 단체저축성보험분야에서

도 해약액이 수입보험료를 상회하는 등 단체보험의 실적이 양호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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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00 3/ 4분기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전분기 대비 0.2%p 증가한 2.3%를

기록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2.61% 증가한 993억원을 시현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ㆍ사업비증가율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생존
보험

사업비 2,882 2,918 3,135 11,734 2,358 3,131 3,179

증가율 0.5 1.2 7.4 -21.6 -24.8 32.8 1.5

사업비율 11.9 11.8 11.9 12.0 7.3 11.4 11.5

사망
보험

사업비 8,170 8,647 9,738 33,371 7,486 9,116 11,111

증가율 16.8 5.8 12.6 10.5 -23.1 21.8 21.9

사업비율 33.4 33.3 35.3 33.2 26.0 30.5 33.4

생사혼
합보험

사업비 3,029 3,338 4,132 13,140 3,141 3,981 6,138

증가율 7.1 10.2 23.8 -24.4 -24.0 26.7 54.2

사업비율 11.0 11.2 12.7 11.2 9.3 10.9 10.5

개인
보험계

사업비 14,080 14,903 17,005 58,245 12,986 16,228 20,428

증가율 10.9 5.8 14.1 -6.9 -23.6 25.0 25.9

사업비율 18.5 18.5 19.7 18.4 13.7 17.3 17.1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19 1,085 1,165 4,124 791 753 993

증가율 17.8 6.5 7.4 18.4 -32.1 -4.8 31.9

사업비율 5.3 1.3 4.5 2.7 3.4 2.1 2.3

전 체

사업비 15,099 15,988 18,170 62,369 13,777 16,981 21,421

증가율 11.4 5.9 13.6 -5.5 -24.2 23.3 26.1

사업비율 15.8 9.8 16.2 13.3 11.7 1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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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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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2000 3/ 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매형태가 61.7%로 나타났고,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는 전체의

34.6% 수준으로 조사되었음1)(<표 5> 참조).

o 모집인 판매비중이 전분기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개인보험분야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직급 판매비중이 높은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 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個人保險의 경우,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94.0%로 전분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

였으며,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5.8%로 전분기에 이어 상승추세를 이어간 것

으로 분석됨.

□ 團體保險의 경우, 회사직급이 86.3%, 모집인의 비중이 13.3%로 나타나 회

사직급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FY2000 3/ 4분기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을 초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설사에서 직급채널이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1) 지난 호까지는 일반계정을 중심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하였으나 직급 판매비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이 2000년 10월부터 판매중지됨에 따라 시계열 추세상의

왜곡이 발생하여 특별계정을 포함하였음. 다만, 자료조사의 문제로 FY'99 실적은 일반계

정통계로 표시함.

모 집인 중 심의 판매 채널 구성 이 유지 되는 가운 데 FY2000 3/ 4분기

에 는 저축 성보 험의 수 입보 험료 증가 의 영향 으로 모 집인 의 판 매

비 중이 전분 기에 비해 약간 상승 한 것 으로 나타 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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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1998 FY1999 FY2000

연간 연간 1/ 4 2/ 4 3/ 4

개인
보험

회사직급 3.1 0.4 0.3 0.5 0.2

모 집 인 92.9 96.1 95.8 94.5 94.0

대 리 점 4.0 3.4 3.9 5.0 5.8

기 타 0.1 0.0 0.1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99,427 65,024 26,119 26,036 45,122

단체
보험

회사직급 48.1 85.7 81.0 86.2 86.3

모 집 인 50.7 14.0 18.5 13.8 13.3

대 리 점 1.1 0.3 0.5 0.1 0.3

기 타 0.1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80,430 54,393 13,721 19,425 30,075

전체

회사직급 23.2 39.3 28.1 37.1 34.6

모 집 인 74.0 58.7 69.2 60.0 61.7

대 리 점 2.7 2.0 2.7 2.9 3.6

기 타 0.1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79,858 119,416 39,840 45,461 75,197

註: 1) FY1999 4/ 4분기 및 연간실적은 두원, 조선을, FY2000 1/ 4분기는 동아를 제외함.

2) FY1999 및 FY2000의 경우 월말보고서 자료를 일부 수정함.

資料: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FY'99의 경우 특별계정하고, FY2000은 특별계

정 포함함).

o 내국 신설사의 직급판매비중이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것은(66.2%에서

58.6%로 7.6%p 하락) 퇴직보험 분야에서 신규 보험가입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기존사의 경우의 모집인 판매비중은 63.5%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고, 대리점 판매비중이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o 外國社는 모집인 중심의 판매채널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리점 판

매비중도 5.2%로 증가세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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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2000 2/ 4 FY2000 3/ 4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33.4 66.2 3.0 32.8 58.6 4.4

모 집 인 63.5 32.7 90.5 63.5 38.6 89.1

대 리 점 3.1 1.1 4.1 3.7 2.8 5.2

기 타 0.0 0.0 2.4 0.0 0.0 1.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299 5,641 520 66,662 6,984 1,552

註: FY2000부터 기존사에 금호생명을, 외국사에 뉴욕생명을 포함함.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특별계정 포함).

다) 市場占有率 現況

□ 收入保險料 基準 상위 3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약간 상승

추세를 보여 독과점규제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75.0%를 약 5%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최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은 38.1%로 전분기에 비해 약간 하락하였으나 여

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6사(금호포함)의 시장점

유율은 87.6% 수준임.

o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 보험사를 포함할 경우 상위 8개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92.6%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재편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2.3%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FY2000 3/ 4분기 에도 상 위 3사 의 시 장점 유율 이 79.7%에 이 르는 높

은 시 장집 중화 경 향이 지속 되고 있 으며 외 국사 의 시 장점 유율 도

증 가세 를 유 지한 것으 로 분 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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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리안츠제일생명을 포함할 경우 외국사의 점

유율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0.2411로 전분기 대비 약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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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상위 3개사 76.8 71.3 78.1 75.0 80.3 79.0 79.7

기존 6개사 85.4 78.6 85.7 83.2 88.6 87.1 87.6

신 설 사 13.2 20.3 12.7 15.5 9.7 11.1 10.1

외 국 사 1.4 1.1 1.6 1.3 1.7 1.8 2.3

허핀달지수 0.2295 0.1914 0.2348 0.2134 0.2604 0.2399 0.2411

註: 1) FY1999부터 메트라이프를 FY2000부터 뉴욕을 외국사로 분류하고 FY2000부터 금호를

기존사로 분류함.
2) FY2000 1/ 4분기에는 동아실적을 제외하였고, 2/ 4분기에는 국민, 한덕, 태평양 실적을

제외하였음.
3) 허핀달지수는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3)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2000 3/ 4분기말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수입보험료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5.2% 증가함.

FY2000 3/ 4분기 말 현재 생명 보험 회사 의 총 자산 규 모는 120조 5,091
억 원이 며 , 자 산구 성비 는 유가 증권 이 37.9%, 대 출채 권이 31.4%인 것

으 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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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旣存社의 경우에는 6.1% 증가, 외국사(제일 제외)의 경우 20.4% 증가한

반면, 내국 신설사의 총자산은 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о 회사그룹별 총자산 변동추세의 차이는 대형사 중심의 시장집중도 심화

와 외국사의 실적 증가 및 투자증대 등 시장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판단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37.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31.4%, 부동산이 7.9%, 현예금

및 예치금 5.7%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유가증권의 구성내역을 보면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채권보유는 증

가세를 보이고, 주식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о 대출채권의 비중은 우량 개인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됨.

о 부동산의 보유비중도 다소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그룹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о 내국 신설사는 유가증권투자 중 상품유가증권 투자가 26.2%로 다른 회

사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о 기존사의 경우 자산운용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84.4%이고, 현예

금의 구성비도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

투자의 비중이 전체의 32.4%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о 외국사는 유가증권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51.4%)를 차지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상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을 채권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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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FY2000 3/4분기말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기존사 내국사 외국사 전체

현·예금 및 예치금 5.7 4.7 13.7 5.7

유 가 증 권 37.8 37.4 51.4 37.9

상품유가증권 9.2 26.2 2.9 10.9

- 주 식 1.0 1.6 0.6 1.1

- 채권 등 2.5 14.8 2.3 3.7

- 수익증권 5.7 9.8 0.0 6.1

투자유가증권 28.6 11.2 48.5 27.0

- 주 식 3.5 1.6 0.2 3.2

- 채권 등 22.1 8.9 48.3 21.0

- 수익증권 3.0 0.7 0.0 2.8

대 출 채 권 32.4 26.6 5.9 31.4

부 동 산 8.4 4.6 0.2 7.9

운 용 자 산 계 84.4 73.3 71.2 83.0

비 운 용 자 산 9.7 13.5 28.3 11.1

일반계정 자산 계 94.0 86.8 99.6 93.4

특 별 계 정 자산 6.0 13.2 0.4 6.6

총 자 산 100 100 100 100

註: 1)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회사구분은 <표7>과 동일한 기준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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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로 전분기 대비 1.3%p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기존사의 경우 전체자산의 6.0%, 신설사의 경우 13.2%를 특별계정자

산이 차지하고 있음.

□ FY2000 3/ 4분기말 생보사들의 자산운용률(운용자산/ 총자산)은 83.0%로

서 비운용자산의 증가와 특별계정의 증대에 따라 전분기 대비 약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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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추세를 보였고, 기존사의 자산운용률이 내국 신설사나 외국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나)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2000 3/ 4분기말 생보사들의 總資産收益率(일반계정기준)은 8.0%로 전

분기말에 비해 0.2%p 증가하였으며, 運用資産收益率은 전분기말보다

0.2%p 증가한 8.9%를 시현였음.

о 전분기에 비해 투자수익율이 미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부담금

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익률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등 실물 및 금융분야 전반의 불안정성이 지속된데 따른 것임.

о 주식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의 투자수익율(투자유가증권 기

준)도 하락세를 시현해 전분기 대비 1.7%p 하락한 5.7%로 나타남.

о 대출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해 11.6%의 실적을 보였

고, 개인대출이 11.9%로 10.0%를 시현한 기업대출보다 고수익을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남.

о 유가증권 전체의 수익율은 8.5%로 나타났고, 채권의 수익률이 안정된

추세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수준을 시현하였음.

□ 보험사 그룹별 총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 신설사가 9.4%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기존사 7.9%, 외국사 6.4%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내국사들은 유가증권 투자수익율이 타 그룹보다 높아 12.0%(전체 유가

FY2000 3/ 4분 기말 생 명보 험회 사의 총자 산수 익률 은 8.0%로 아 직

낮 은 수 준에 머물 러 있 고 , 운용 자산 수익 률은 8.9% 수 준이 며 , 대 출

채 권이 11.6%로 상대 적으 로 높 은 수 익률 을 보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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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기준)를 기록하였음.

о 기존사는 대출투자비중이 타그룹에 비해 높으면서 투자수익율도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을 시현하였음.

<표 9> FY2000 3/4분기말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전체

현·예금 및 예치금 4.8 6.1 6.3 5.0

유 가 증 권 8.1 12.0 9.3 8.5

상품유가증권 7.2 10.6 1.3 7.8

- 주 식 15.8 17.9 1.9 15.9

- 채권 등 9.4 11.6 0.1 10.0

- 수익증권 4.4 8.1 - 4.9

투자유가증권 8.5 14.3 9.7 8.9

- 주 식 5.8 3.0 1.5 5.7

- 채권 등 10.3 17.7 9.8 10.7

- 수익증권 2.3 6.2 16.9 2.4

대 출 채 권 11.6 11.2 11.0 11.6

- 개인대출 11.9 12.5 11.4 11.9

- 기업대출 10.9 12.0 7.6 11.0

부 동 산 4.1 6.0 1.3 4.2

운 용 자 산 계 8.8 10.8 8.8 8.9

총 자 산 7.9 9.4 6.4 8.0

註: 1)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일반계정자산임.

2) 운용자산수익률 및 총자산수익률의 투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수익

을 기준으로 함

3) 회사구분은 <표7>과 동일한 기준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김혜성 책임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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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2000 3/ 4분기 손 해보 험 原 受保 險料 는 장기 보험 판 매호 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8.5% 그 리고 전 분기 대비 8.4% 증 가한 4조 4,313억원

을 기 록하 였음

□ FY2000 3/ 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總資産은 29조 30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총자산은 원수보험료 성장과 함께 큰 폭의 증가를 시현하였음.

□ 原受保險料 규모는 장기손해보험이 큰 폭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 전분기

대비 8.4% 증가한 4조 4,313억원을 기록함.

о 보증보험(17.1%), 장기보험(16.6%)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과 대조

적으로 특종보험(-4.0%), 해외원보험(-70.6%)의 경우 保險料收入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0 3/ 4분기 중 5,840억원의 保險營業損失이 발생하여 3/ 4분기 현재

8,497억원의 累積손실이 발생하였음.

о 손해율이 악화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원수보험사들의 보험영업손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FY2000 3/ 4분기 중 손해보험산업의 總營業利益은 보험영업이익 부문의 적자

폭 확대에 따라 3,9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3/ 4분기말 현재 4,21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11개 원수사들은 FY2000 3/ 4분기말 현

재 1조 4,164억원의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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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총 자 산
255,645 266,541 264,708 264,708 272,004 274,967 290,309

0.5 4.3 -0.7 18.0 2.8 1.1 5.6

원 수 보 험 료
35,942 37,386 36,625 144,524 38,779 40,866 44,313

4.0 4.0 -2.0 1.4 5.9 5.4 8.4

순 보 험 금
15,629 16,131 23,250 72,196 13,659 27,600 24,327

-9.1 3.2 44.1 52.5 -41.3 102.1 -11.9

순 사 업 비
8,920 9,295 8,981 35,720 8,942 9,739 9,735

4.6 4.2 -3.4 5.3 -0.4 8.9 -

장 기 환 급 금
9,259 12,857 12,624 44,263 12,058 12,004 15,720

-2.8 38.9 -1.8 -8.8 -4.5 -0.4 31.0

보험영업이익
-21,588 -16,691 -4,000 -48,681 701 -3,358 -5,840

-237.2 22.7 -76.0 -130.1 117.5 -579.0 73.9

자산운용이익
1,755 4,444 147 16,409 1,726 635 1,925

-82.6 153.2 -96.7 84.1 1,074.1 -63.2 203.1

총 영 업 이 익
-19,833 -12,247 -3,853 -32,272 2,427 -2,723 -3,916

-641.7 38.2 -68.5 -163.6 163.0 -212.2 43.8

註 : 1)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이익의 합임.

2)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 純事業費는 전분기대비 0.04% 감소한 9,735억원을 기록하였음.

о 원수보험료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순사업비 규모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3/ 4분기까지의 사업비율은 전분기대비

0.6% 감소한 24.6%를 시현하였음.

□ 長期還給金은 전분기 대비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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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 FY2000 3/ 4분기 손해보험 사업의 原受保險料 규모는 전분기대비 8.4% 증

가한 4조 4,313억원을 시현하여 2/ 4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11>참조).

о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보증보험 및 장기보험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長期損害保險의 실적증대에 따라 손해보험에서 長期損害保險이 차지하는

비중이 43.9%로 전분기대비 3.1%p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1.9%p 감

소한 38.8%를 기록하였음.

о 특종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라 손해보험에서 장

기 및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대비 1.2%p 증가하였음.

□ 합산비율은 전분기대비 4.8%p 증가한 106.9%를 기록하여 1/ 4분기 이후

악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о 전종목에 걸친 손해율 악화로 3/ 4분기 경과손해율이 82.3%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FY2000 3/ 4분 기 손보 사의 保 險料 收入 은 장기 보험 의 증가 에 힘입 어

1/ 4분 기 이 후 큰 폭의 성장 을 지속 하고 있 으며 , 합산 비율 은 손 해율

급 증에 따라 전분 기대 비 4.8%p 증 가한 106.9%로 나 타났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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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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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自動車保險

□ FY2000 3/ 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 7,171억원으로 전분기대

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FY1999 FY2000

3/ 4 4/ 4 연간 1/ 4 2/ 4 3/ 4

화 재

보험료 758 581 2,646 662 662 795
성장률 17.9 -23.4 -3.3 13.9 - 20.1
비 중 2.0 1.6 1.8 1.7 1.6 1.8

해 상

보험료 1,104 1,087 4,571 1,081 1,065 1,065
성장률 -15.8 -1.5 22.3 -0.6 -1.5 -
비 중 3.0 3.0 3.2 2.8 2.6 2.4

자동차

보험료 14,862 14,065 55,368 14,889 16,647 17,171
성장률 7.5 -5.4 4.9 5.9 11.8 3.1
비 중 39.8 38.4 38.3 38.4 40.7 38.8

보 증

보험료 1,515 1,535 5,738 1,611 1,324 1,551
성장률 9.5 1.3 -6.1 5.0 -17.8 17.1
비 중 4.1 4.2 4.0 4.2 3.2 3.5

특 종

보험료 2,357 2,145 9,179 2,864 2,801 2,688
성장률 1.5 -9.0 1.4 33.5 -2.2 -4.0
비 중 6.3 5.9 6.4 7.4 6.9 6.1

해외원

보 험

보험료 150 163 673 152 177 52
성장률 -25.0 8.7 -21.7 -6.7 16.4 -70.6
비 중 0.4 0.4 0.5 0.4 0.4 0.1

장 기

보험료 15,143 15,559 60,307 16,027 16,676 19,447
성장률 2.7 2.7 -0.2 3.0 4.0 16.6
비 중 40.5 42.5 41.7 41.3 40.8 43.9

개 인

연 금

보험료 1,498 1,488 6,041 1,492 1,515 1,544
성장률 -0.6 -0.7 -11.1 0.3 1.5 1.9
비 중 4.0 4.1 4.2 3.8 3.7 3.5

전 체
보험료 37,386 36,623 144,524 38,779 40,866 44,312
성장률 4.0 -2.0 1.4 5.9 5.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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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지난 8월 1일의 보험료 인상에 불구하고 보험료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신 판매채널의 활성화에 따른 가격경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106.0%로 전분기에 비해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합산비율의 증가는 사업비율이 전분기대비 0.4%p 감소한 31.7%를 기

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전분기대비 3.2%p 증가한데 따른 결

과임.

(3)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 FY2000 3/ 4분기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1조 9,447억

원 및 1,54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6.6%, 1.9%의 증가를 보였음.

о 장기손해보험이 큰 폭의 증가를 보임에 따라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43.9%로 전분기대비 3.1%p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보험의

비중은 0.2%p 감소한 3.5%로 나타났음.

о 장기손해보험 실적의 큰 폭 증가는 2001년부터 비과세 혜택기간이 연

장됨에 따른 신규가입 증대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정체를 지속하

여온 개인연금의 소폭 증가 역시 2001년 연금상품 제도의 변경에 따

른 결과로 분석됨.

□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10.6% 및 130.9%로

나타남 .

о 장기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전분기대비 0.8%p 감소한 반면, 개인연금보

험의 경우 악화추세가 지속되어 전분기대비 0.7%p 증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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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註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4) 保證保險

□ FY2000 3/ 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분기대비 17.1% 증가한

1,551억원을 시현하였음.

구 분
FY1999 F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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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48.4
57.1

61.9
56.7

60.0
57.1

70.5
58.5

74.1
54.8

합산비율 105.5 118.6 117.1 129.0 128.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40.9
42.2

43.8
40.6

52.0
35.1

44.4
38.1

47.8
37.5

합산비율 83.1 84.4 87.1 82.5 85.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71.5
33.8

73.0
34.0

69.5
31.9

71.1
32.1

74.3
31.7

합산비율 105.3 107.0 101.4 103.2 106.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535.1
12.0

456.0
13.3

-78.3
14.5

-9.1
15.3

65.0
13.0

합산비율 547.1 469.3 -63.8 6.2 78.0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55.3
22.7

56.9
24.2

51.4
18.2

52.4
21.0

55.3
21.5

합산비율 78.0 81.1 69.6 73.4 76.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52.0
39.2

63.6
43.3

55.1
49.4

57.3
41.4

80.4
43.5

합산비율 91.2 106.9 104.5 98.7 123.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92.3
21.2

92.6
20.6

91.2
20.1

91.2
20.2

91.3
19.3

합산비율 113.5 113.2 111.3 111.4 110.6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112.8
15.1

113.6
14.7

116.1
11.7

118.4
11.8

119.0
11.9

합산비율 127.9 128.3 127.8 130.2 130.9

전 체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116.7
26.5

109.1
26.4

71.9
24.8

76.9
25.2

82.3
24.6

합산비율 143.2 135.5 96.7 102.1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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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보증보험의 3/ 4분기 市場占有率은 원수보험료의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3.5%로 나타났음.

о 사채보증을 포함한 금융성 종목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행,

납세보증 및 기타 보증보험 종목의 경우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5) 其他保險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분기와 동일한 1,065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대비 0.2%p 감소한 2.4 %로

낮아짐 .

□ 화재 및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795억원 및 2,688억원으로 화재보

험은 전분기대비 20.1%의 성장을 보인 반면, 특종보험은 전분기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о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건설회사 부도 등의 영향으로 기술보험의

실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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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募集形態別 現況

FY2000 1/ 4분기에 역전된 모집인과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동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모집인 및 대리점의 비중 격차가 2.2%p로 확대되었음 .

□ FY2000 3/ 4분기 모집형태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4조 4,313억원

중 회사직급의 비중이 8.0%, 모집인 44.4%, 대리점 46.6%, 공동인수 0.9%로

각각 나타났음.

о 지난 1/ 4분기에 역전된 모집인과 대리점의 판매비중 격차가 확대되어

대리점에 의한 판매비중이 2.2%p 높게 나타났음.

о 향후 신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

비중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분기대비 0.8%p 감소한 8.0%를 기록하였음.

<표 13>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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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44.5

45.5

0.8

8.8

44.7

45.6

0.9

8.0

44.4

46.6

0.9

원수보험료 35,942 37,386 36,625 144,524 38,779 40,866 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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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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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損害 保險 市場 의 시장 집중 도가 지속 적으 로 증 가하 여 최상 위사 의 시 장

점유 율이 30%에 근 접하 고 있 음 .

□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중·소형사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FY2000 3/ 4분기 상위5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대비 0.9%p 증가한

76.6%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0.4%로 나타났음.

о 상위5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분기대비 0.9%p 증가를 보인 반면, 최상위

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

그룹내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전분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0.1550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資料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구 분
FY1999 FY2000

2/ 4 3/ 4 4/ 4 연간 1/ 4 2/ 4 3/ 4

점유비

상위1개사 26.4 25.7 26.2 26.0 26.2 28.3 29.8

상위3개사 53.0 53.3 53.7 53.2 53.8 55.5 56.9

상위5개사 73.5 73.5 73.9 73.4 74.4 75.7 76.6

일반사 계 95.8 95.5 95.4 95.6 95.5 96.5 96.1

전 업 사 3.9 4.1 4.2 4.0 4.2 3.2 3.5

외 국 사 0.3 0.4 0.4 0.4 0.4 0.3 0.4

허 핀 달 지 수 0.1373 0.1362 0.1383 0.1367 0.1391 0.1475 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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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 FY2000 3/ 4분기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29조 309억원으로 전분

기대비 5.6%,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FY2000 3/ 4분기 중 보증사의 자산증가율이 17.6%로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이를 제외하면 외국사가 7.1%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음.

о 大型社 및 中·小型社의 경우 각각 3.9% 및 2.1%의 증가를 보였음2).

□ FY2000 3/ 4분기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46.0%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

12.7%, 현·예금 10.1%, 부동산 9.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지난

분기와 유사하게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о 중소형사, 보증사의 경우도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예금 및

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사의 경우 2/ 4분기에

비해 현·예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출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FY2000 3/ 4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률(運用資産/ 總資産)은 78.5%

로 전분기대비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대형사는 원수보험료기준 상위4사(삼성, 현대, 동부, LG),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

내 원수7사, 외국사는 AIG, ACE, FEDERAL, ROYAL임.

FY2000 3/ 4분기 국내 손 보사 의 總 資産 규모 는 29조 309억 원으 로 전

분기 대비 5.6% 증 가하 였으 며 , 이 중 유가 증권 비중 은 전 분기 대비

0.6%p 증가 한 46.0%로 나 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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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FY2000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註 :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2000.12.

4) 生·損保社 資産運用 比較 分析

□ FY2000 3/ 4분기 국내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142조 5,400억원으로 전

분기대비 5.3%, FY1999 4/ 4분기 대비 9.3%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구 분 대형사 중소형사 재보사 보증사 외국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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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49.7
30.7

1.9
25.7
3.1

19.0
4.1

13.8
1.1

16.2
10.8

17.4
35.0
27.0

2.9
17.3
6.8
8.0
2.1
4.8
1.1

16.0
12.8

11.5
32.6
27.2

0.3
23.6
3.3
5.4
0.2
4.2
1.0
0.4
6.4

2.3
52.0
39.4
0.2
7.7

31.5
12.7
12.6
0.1

-
0.8
3.3

15.3
44.3
43.2

2.2
41.0

-
1.1

-
1.1

-
3.9

-

10.1
46.0
31.2

1.7
20.8

8.7
14.8
4.9
9.0
0.9

12.7
9.7

운 용 자 산 계

비 운 용 자 산

86.2
10.8

81.2
17.0

50.9
49.1

58.4
41.6

63.6
36.4

78.5
19.5

일반계정 자산계

특 별 계 정 자 산

97.0
3.0

98.2
1.8

100.0
-

100.0
-

100.0
-

97.9
2.1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Y2000 3/ 4분기 국 내 보 험산 업의 총 자산 은 전분 기대 비 5.3% 증 가한

149조 5,400억 원을 기 록함 . 산업 별로 는 生保 및 損保 각 각 5.2% 및

5.6%의 성장 을 시 현하 여 보 험산 업 총 자산 중 생 명보 험의 비중 은 전 년

동기 대비 0.7%p 증가 한 80.6%로 나 타났 음 .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60 -



국 내보 험동 향

о 전체 보험산업 총자산중 생보산업의 비중이 80.6%, 손보산업의 비중이

19.4%로서 전분기와 각각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0 국내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有價證券이며, 다음은 貸出債權으로 나타났음.

о 생보사들은 2/ 4분기에 비하여 주식 및 不動産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손보사들은 유가증권의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남.

<표 16> FY2000 3/4분기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비교

(단위: 억원, %)

註 : 손해보험사의 합계는 재보사 및 보증사를 포함한 수치임.

資料 : 각 생명/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지재원 연 구원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계

총 자 산* 1,060,824 120,285 17,981 1,205,091 163,326 61,621 886 290,309

포

트

폴

리

오

현예금 및 예치금 5.7 4.7 13.7 5.7 9.5 17.4 15.3 10.1

상품유가증권 9.2 26.2 2.9 10.9 30.7 27.0 43.2 31.2

투자유가증권 28.6 11.2 48.5 27.0 19.0 8.0 1.1 14.8

대출채권 32.4 26.6 5.9 31.4 16.2 16.0 3.9 12.7

부 동 산 8.4 4.6 0.2 7.9 10.8 12.8 - 9.7

운용자산계 84.4 73.3 71.2 83.0 86.2 81.2 63.6 78.5

비운용자산 9.7 13.5 28.3 11.1 10.8 17.0 36.4 19.5

특별계정자산 6.0 13.2 0.4 6.6 3.0 1.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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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政策 및 制度動向

가 . 保險會社 危險管理 模範規準(Best-Practice) 制定

□ 금감원은 2000년 9월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및 생·손보사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난 1월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를 토대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지도하고 향후 동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

<Best-Practice 주요 내용 >

□ 위험의 범위를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의를 부여함.

о 보험위험은 사망률·보험가격·예정이율·지급준비금·보험신용 위험 등

이 해당되며 시장위험은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으로 순이자소득·순자산의

시장가치가 변동하는 금리위험이며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임.

о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과 사무, 영업,

법률 등 경영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운영위험이 있음.

□ 위험관리원칙

о 효율적 위험관리·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결정,

조직, 기능 및 보고체제 등 일반적 원칙을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о 실행원칙에는 위험관리 전략, 위험관리 조직, 위험관리 절차 및 전산시스

금감 원은 위 험의 증 가 및 다양 화로 위 험관 리의 중 요성 이 부각 되고 있

는 추세 에 맞추 어 , 보 험회 사 위험 관리 체제 의 선진 화 유도 를 통한 건

전경 영을 제고 하기 위하 여 위 험관 리 모 범규 준을 제정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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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등에 관한 원칙을 설정함.

о 세부업무의 원칙에 위험관리업무의 독립성 부여, 위험의 분산, 유지 및 관

리방법 등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적 원칙을 명시함.

□ 위험관리 조직

о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업부문내에

부서장을 두어 사업부문내 위험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위험에

관한 넝보를 위험관리 전담부서에 제공함.

□ 부문별 위험관리

о 보험회사의 일반적 위험인 보험·시장·신용·유동성·운영위험에 대한

관리 목적 및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별위험에 대한 측

정·통제 및 관리를 실행함.

□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о 위험관리를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개별위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특성에 맞는 ALM시스템, VAR시스템

등을 구축함.

<향후 추진 계획 >

□ 이행준수여부 확인 및 실적우수 보험회사 선정(2001.6)

□ 모범사례 Workshop 개최(2001.10)

□ 위험관리체제 구축 추진 완료(2001.12)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63 -



국 내보 험동 향

나 . 권원보험사업 예비허가

<권원 보험 의의 >

□ 부동산 거래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고안된 제도적 장치의 일

종으로서,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

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임.

о 담보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외형적 하자라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해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lien)의 실행

으로 인한 손해임.

<권원 보험 의 종 류 >

□ 소유자용 권원보험

о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권원보험

□ 저당권자용 권원보험

о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하는 권원보험

<권원 조사 >

□ 보험자는 보험을 인수하기 전 권원조사를 통해 부동산의 진실한 권리관

계를 조사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о 이 경우 피보험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권원상의 하자를 치유하거나 해당

동산의 거래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금 감원 은 2001.2.9 제 2차 정례 회의 에서 퍼 스트 어메 리칸 권원 보험 (주 )
국 내지 점의 권원 보험 사업 영위 를 예 비허 가 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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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 조기실시 및 약관개선

□ 금감원은 2001년 1월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순보험료 자유화

실시 결과 가격자유화가 순조롭게 진전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개인

용 자동차보험 등에 대하여도 순보험료 자유화를 조기 실시하기로 함.

о 아울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기회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통계가 부족한 경우, 업계 전체통계를 사용토록 하며 보험가

입경력별 적용률, 사고경력에 따른 우량할인·불량할증률, 운전자 한정

특약요율 등 위험의 선택요소를 보험사 자율에 일임하도록 함.

<보험 종목 별 순 보험 료 자 유화 일정 >

시행시기 보 험 종 목

2001. 1. 1(1단계) 10인승 이하 승합차(기 실시)

2001. 4. 1(2단계)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농기계보험,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2001. 8. 1(3단계)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상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여 교통사고피

해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여 2001. 4.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약관 개선 내용 >

□ 사위와 장인·장모의 가족인정 동거조건 폐지

금감 원은 개인 용자 동차 보험 등에 대하 여도 순보 험료 자유 화를 조기

에 실 시하 기로 하였 으며 약관 상 내 용이 불합 리· 불명 확하 여 소 비자

의 권 익을 침해 하고 분쟁 의 소 지가 많은 부분 을 합 리적 으로 개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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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동거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회통념상 장인, 장모나 사위를 가족으로 보

는 인식 증가를 감안,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오너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

□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승낙피보험자 포함

о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중인 자는

물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

피보험자)도 포함시킴.

□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무보험자동차 범위 명확화

о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차

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 이외에 군용차량, 건설기계, 농기

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함.

□ 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 사고의 범위 명확화

о 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 사고의 범위를 다른 자동차보험종목과 동일하게

운행중 사고 에서 소유·사용·관리중 사고 로 명확화 함.

□ 중고차로 최초보험가입시 책임개시시기 변경

о 보험의 책임 개시시기는 신차 이외에 모두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로 정하

고 있어 중고차를 구입, 최초로 보험가입한 경우 가입당일 사고발생시 보

험금을 못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책임개시시기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변경함.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명문화

о 피해자가 입원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겠

다는 의사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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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음주운전부담금 미납시 보험회사 우선지급 명문화

о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사고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대인배상Ⅱ는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을 제외하여 보상하고, 동 제외금액은 가해자 본인

이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험

회사가 우선 지급후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명문화 함.

□ 자기신체사고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 폐지

о 피보험자가 차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한도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폐지함.

(지재원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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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M&A의 代案으로서 戰略的 提携 事例

□ 기업 합병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

고 있음.

о 2000년까지 합병의 숫자와 그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00

년 3/ 4분기까지의 합병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음(SNL Securities).

□ 많은 전문가들은 합병에 따른 소수의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о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보험산업의 M&A에서 여러 보험회사들은 합

병을 통해 기대했던 결과, 예를 들면 운영효율성의 제고 등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t . Paul/ USF&G, Chubb, Executive Risk).

- St . Paul은 합병과정에서 2600명의 인원정리를 했으나 신계약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분한 효율성 제고에도 성공하지 못했음.

□ 합병이나 인수 대신에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1. 산 업 일 반

기 업의 M&A 활동 이 다 소 둔화 되고 있는 반면 , M &A가 추 구하 는 기

업 목표 를 달성 하면 서 문 제점 발 생이 적 은 전 략적 제 휴에 대 한 관 심이

높 아지 고 있음 . 보험 산업 의 최 근 전략 적 제휴 사례 및 성공 적인 보 험기

업 의 전 략적 제휴 사례 를 소 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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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보험산업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있음.

o 최근의 사례로는 Safeco가 보험사 인수가 아닌 Hartford Steam Boiler

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기업고객에게 기계보험(machinery coverage)

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새로운 기업역량의 확보를 상이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확보하

는 기업간의 새로운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직접 조직 설립이나 인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o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규모 및 거래규모를 증대시킴과 더불

어 고객의 다양한 니드의 충족,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고객구

분별 상품제공 등과 같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o Wall Street는 소형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인수가 아닌 대형 합병에는 호

의적이지 않은 대신, 대형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Safeco와 Hartford Steam Boilers의 사례 : 최근사례

o Safeco는 기계보험(machinery-breakdown)을 자신의 기업고객에게 제공

하는 보험서비스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이

분야의 보험사를 인수하는 대신 전략적 제휴를 형성하였음.

o 상품개발자로서의 제휴상대자를 물색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

으로 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주법에서 요구하고 이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역량인 능력있는 조사자(inspector)를 갖

추고 있으면서 이를 Safeco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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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ford를 이런 직원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음.

o 2001년에는 종합기계보험 담보 제공을 40개주에서 47개주로 확대하고,

더욱 확장된 담보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전략적 제휴는 제휴상대자의 인력 등 자원 풀(pool)을 활용하는 것으

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계획과 상대회사와의 개

방적 커뮤니케이션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특히 인적자원의 위탁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커뮤니

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풀타임 직원을 지정하고 장기간 유

지해야 함.

□ Travelers/ Winterthur의 사례

o Travelers Insrance는 Citigroup 소속이고, Winterthur는 Credit Suiss

Group의 구성원으로 두 회사는 국제적 범위에서 전략적 관계를 창출

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제적으로 손해보험담보, 리스크관리, 클레임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Travelers/ Winterthur Internationl을 1999

년 출범시킴.

- 전략적 제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Travelers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있어, Winterthur는 특종보험과 근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내의 확대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너무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임.

o 이 회사는 현재 27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그 외 28개국에서 배타

적인 파트너쉽(partnership)을 가짐.

o 이 회사의 실적은 1999년에 26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총수보가 3천8

백만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50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제공과 총수보가

5천만달러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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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는 해당 제휴사업분야 이외에서도 부수적인 이익을 발생

시키는데, 예를 들면 기계보험분야에서 유익한 제휴를 실현함.

o 이러한 관계는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예정인데, 이는 장기적인

관계의 유지가 상호 이득을 충분히 발생시키기 때문임.

o Travelers는 미국 내의 Winterthur의 고객에게 다른 서비스를 판매할

역량을 확보하고, 담보력과 서비스역량을 서로 공유하며, 제휴관계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감으로써 더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

으로 판단하고 있음.

- 두 회사는 각각 대금융그룹의 소속으로 각자 미국내 또는 국제적인

규모에서 각각 거대한 금융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휴관계를

통해 서로의 상호이익을 높이는데 훌륭한 기반이 됨.

□ State Farm의 전략적 제휴사례

o State Farm은 미국 내 제1위의 개인보험 사업자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하우를 획득하여 은행업에 진출한 성공적 사례로 꼽힘.

o State Farm은 고객에게 자동차대출(auto loans)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

과 제휴하였고 거의 반세기에 걸친 제휴 후에 독자적 State Farm

Bank를 1999년 설립하였음.

- 현재 11개 주에서 모집인(agent)들이 저축, 자동차대출, 홈모기지,

home-equity 대출 고객을 지원함.

o State Farm은 2000년 여름에 고객 니드를 분석한 결과 고객에게 개인

의료보험상품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의료보험상품을

자사 모집인(agent)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함.

o 이를 위해 독자적인 상품개발 대신 외부 제공자를 통해 상품을 제공하

기로 하고 Fortis와 제휴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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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is는 미국내 37번째 대형 생명보험/ 건강보험 그룹임.

- 제휴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규제, 전문가

의 보유, 상품공급의 적시성 등을 검토함.

o 또한 기업특종보험(commercial-specialty) 판매를 위해 Aon Corp .와 전

략적 제휴를 추진중임.

- Aon은 Prairie State Administrative Services Inc.를 설립해 State

Farm에게 언더라이팅,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State farm은

자사 모집인 조직(agent network)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것임.

□ Hartford의 전략적 제휴사례

o 대표적인 전략적 제휴의 강자인 Hartford는 AARP의 구성원들에게 자

동차 및 가정종합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 Hartford는 합병이나 인수 대신 제휴를 통해 매년 20% 이상 성장을

이룸.

o 최근 제휴 사례로는 USAA와 제휴를 통해 USAA의 고객 중 소기업을

운영하는 40만명의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기업보험을 판매할 예정임.

- USAA는 1922년 설립된 회사로 군인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

사로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금융서비스회사의 하나임.

- Hartford는 미국 3위의 기업복합위험 인수자로 소기업보험에서 뛰어

난 명성을 지니고 있음.

o USAA의 고객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며, 이 제휴는 모집인

(agent)이 온라인으로 판매 및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함

- 개인보험사업자를 통해 기업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훌륭한 판매방식

의 하나로 평가되며, USAA는 기업보험을 그들의 구성원에게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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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artford는 제휴대상자를 위해 증권인수, 클레임처리 등 서비스

제공 등을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함.

□ Farmers Insurance Group의 전략적 제휴사례

o Farm ers의 기업 철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

유하고 있는 상품포트폴리오와 고객에 관한 분석 결과 장기개호보험의

판매를 결정함.

- 장기개호보험은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보험분야의 하나로

Farmers는 그들의 고객기반에서 장기개호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사업분야가 된다고 판단함.

o 그러나 신시장의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합병에 상당하는 효과를 내는 장기개호보험상품 제공자를 물색

하였음.

o CNA를 제휴대상으로 선정했고, CNA는 미국 내 제31위의 개인 장기

개호보험제공자인 Continental Assurance을 가지고 있음.

- Farmers는 제휴대상자 선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상품, 명성, 경험 등

을 검토했고, 두 번째는 기업문화상의 조화가능성, 그 상품에

Farmers의 명칭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는지 문제, 시스템 호환의 문

제 등을 검토한 후 CNA를 선정함.

o 1999년 상품판매를 개시했고, 2000년에는 400%의 신장률을 보였음.

(김혜성 책임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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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日本 金融廳 , 保險業法 施行規則 등 개정안 발표

□ 일본 금융청은 보험사의 연속적인 도산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지급여

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제3분야 관련은 7월).

о 주요 개정내용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지급여력기준의

개선, 경영공시의 충실, 경영감시제도의 강화가 있으며,

о 생·손보사에 의한 제3분야의 상호진출과 관련하여 표준책임준비금 제

도의 확대, 손해보험 계약자 보호기구의 대상계약의 확대, 기타 손해보

험회사의 보험계리인 관련사항 및 보험계리인 자격요건 관련 재검토 등

임.

<주 요 개 정내 용 >

1. 보험 회사 에 대 한 감 독상 의 조 치 등 의 재 검토 에 대 해서

□ 지급여력(solvency margin)기준의 개정

가.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의 반영(分子)

о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비상장주식 및

국내채권, 외국증권의 평가손익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

나. 시가평가액에 근거하는 리스크액의 산정(分母)

일 본 금융 청은 보 험회 사에 대 한 감독 업무 의 효율 성 제고 와 제3분

야 보 험에 의한 생 ·손 보사 의 본체 에 의 한 상호 진입 이 금년 7월

시 행됨 에 따 라 관 련 규 정을 개정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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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가격변동 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의 대상가액을 취득가격으로부터 시

가 평가액으로 변경

다. 채권의 가격 변동 리스크의 산입(分母)

о 국내 채권에 대해서도 가격변동 리스크 대상에 포함

라. 「장래이익」의 산출의 엄격화(分子)

о 유배당계약의 배당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대응재원인 「장래

이익」의 산출비율을 제한(현행 100% → 50%)

마. 그룹내 은행 등과의 자기자본 이중산정(Double Gearing) 금지(分子)

о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은행 등과의 후순위채의 고의적 보유 제한

□ 경영공시의 충실

가. 신지표의 창설

о 생보사 경영의 기초적인 수익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정

지표(案) 기초이익 = 경상이익 - 임시손익

※ 임시손익 = (금전신탁 운용이익-운용손실)＋(유가증권 매각이익-유가

증권 매각손실)＋(유가증권 평가이익-유가증권 평가손실)＋(환차익-환

차손)－(개별 대손준비금 이월액＋특정 해외채권 준비금 이월액＋대

부금 상각)＋재무재보험 수수료-위험준비금 이월액

나. 경영공시 보조자료 작성시 유의점

о 보험회사가 경영공시에 관한 보충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일부

지표로 전체내용이 우량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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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규정

□ 경영감시제도의 강화

가. 내부관리지표의 모니터링

о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장 리스크, 유

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관련 내부관리지표를 분기별로 청구

나. 솔벤시마진 비율 등의 반기별 청구

о 솔벤시마진 비율 및 실질 자산부채 차액에 대해 현행 사업년도말에

서 추가적으로 9월말에도 청구하여 조기시정조치제도의 조치기준 등

으로서 활용

다. 결산 예측자료의 모니터링

о 하반기에 당해연도 결산 예측치에 대한 자료를 청구

2. 생· 손보 사의 제3분야 상호 진출 관련 규정 정비

가. 표준책임준비금 제도의 확대

о 생·손보사가 취급하는 제3분야 상품을 표준책임준비금 제도의 대상

계약으로 확대(단, 적립보험 중 보험기간이 10년 이하로 적립계정으

로 계산되는 계약의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 실시 예정임)

나. 손해보험 계약자 보호기구에 의한 대상계약으로 확대

о 손해보험회사가 추가로 판매하는 제3분야 상품을 손해보험 계약자

보호기구의 대상계약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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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①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의 적립계정의 설정

② 손보사의 제3분야 상품과 관련되는 지급준비금 적립

③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수준 공시

④ 손보사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의 산출 방법서의 기재사항의 재검토

⑤ 손보사의 보험계리인 관련사항의 재검토

⑥ 손보사의 보험계리인 자격요건과 관련되는 경과조치 재검토

(이상우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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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日本 生保社 , 예정이율 인하 추진과 향후 전망

□ 일본 금융청의 작년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개정이 금

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음.

о 보험가격자유화 이후 일본은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과 표준책임준비

금 적립시 표준이율을 이원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분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음.

о 표준이율 인하가 현행 2.0%에서 1.50%로 4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일본

의 대형 생보사인 니혼(日本)생명과 스미토모(住友)생명, 야스다(安田)생

명, 다이이치(第一)생명 등을 시작으로 예정이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일본 생보사 전체로 확대가 예상됨.

□ 예정이율 인하의 주요내용

о 니혼생명은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에 대한 예정이율은 현행 2.15%에서

4월 2일 이후의 신규계약분부터 1.6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저축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평균 10%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

정임.

о 따라서 현재 니혼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1.85%), 일시불 양로

보험 및 일시불 연금보험(1.50%)에 대해서는 예정이율의 변경이 없으

나 일시불 종신보험 및 일시불 종합보장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정이율(1.75%)을 0.25%p 인하한 1.50%로 변경될 예정임.

о 스미토모생명, 야스다생명과 다이이치생명 또한 니혼생명의 예정이율

금년 4월 일 본의 표 준이 율 인 하에 따라 생 보사 의 예 정이 율 인 하가 대

형사 를 중심 으로 추진 되고 있 으며 , 향후 외 국계 생보 사와 손 보계 생 보

자회 사의 예정 이율 변화 추이 가 주 목을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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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스미토모생명 경우 저

축성 보험에서 보험료가 최대 9.8%까지 인상되고, 야스다생명과 다이

이치생명에서는 최대 11.8%가 인상될 예정임.

<표 1> 일본 생보사 금리/예정이율/자산수익율 추이

□ 일본 생보사의 가격자유화 주요내용(예정이율)

о 일본의 가격자유화는 1996년 4월 신보험업법의 재정을 통하여 보험료 산

출시 기초율과 책임준비금산출시의 표준율로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о 예정이율은 93년 이후 보험기간별 차등이율이 폐지되고 범위예정이율

을 허용함으로써 회사별 차등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의 회사가 동일한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음.

- 보험료산출 예정이율 : 범위요율과 신고요율을 사용

- 준비금적립 예정이율 : 보험의 장기계약적 특성을 감안,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일정한 안전율을 반영하여 결정

□ 일본 대형사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향후전망

о 일본의 초 저금리 정책은 버블경제 이후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기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79 -



해 외보 험동 향

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으로써 부실기업에 대한 파산억제와 은행

의 부실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о 그러나 이러한 초 저금리 정책은 1980년대 후반 외형성장 전략의 일환

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대량 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역마진을 초래하여

결국 전후 7개 보험사가 파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о 이러한 초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는 한 일본의 생보사의 수지구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본 보험업계는 예상하고 있음.

о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본의 금융청이 기존 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

하의 소급적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금융청 자문기관의 부정적인

결과로 일단락 되었으며, 현재 보험업법의 개정을 위한 정치적인 해결

을 검토중이어서 여전히 검토 대상으로 잔존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가격자유화 이후 자율적인 예정이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형사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라 중견 및 소형사들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가 확대될 전망임.

о 한편,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건전한 손보계 생

명보험 자회사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형사와 가격경쟁을 확

보하기 위하여 예정이율의 인하폭을 줄일 것으로 판단됨.

о 또한, 소니생명 등과 같은 일부 신설생보사의 경우 파격적인 예정이율

의 제시를 통하여 기존 생보사들과의 가격경쟁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о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저금리시대의 도래와 보험가격자유화 환경과 유

사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예정이율 인하가 추

진되고 있어 기존사와 외국사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상우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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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日本 東京生命 , 破産

□ 東京生命3)의 회사현황(2000년 3월말)

о 자산규모 : 1조 953억엔(2000년 9월말기준으로 시가 순자산액 9억엔)

о 수입보험료 : 1,689억엔

о 직원수 : 내근직원 940명, 영업직원 2,418명

о 보유계약금액 : 12조 7,499억엔(개인보험: 6조 123억엔)

о 채무초과액 : 341억엔(2001년 3월말)

о 솔벤시마진 비율 : 83%(2001년 3월말)

<破産 經緯 >

□ 東京生命은 42개 생보사중 수입보험료 규모가 18위의 중위권 생보사이나

솔벤시마진 비율이 최 하위권인 38위이며, 그 동안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

하여 노무라 계열의 다이와은행과 미국의 GE 케피탈사의 자본 증강에

대한 협상을 모색 중이었음.

о 파산의 결정적 원인은 작년 5개 보험사의 연쇄적 파산으로 언론에 의

한 보험소비자의 불신 확대에 따른 해약율 급증임.

о 同社는 해약율 안정을 위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GE 케피탈사과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о 연간 100억엔에 달하는 역마진에 대한 해결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3) 東京生命(Tokyo Life)은 1895년 상호회사로 출발하여, 1934년 노무라계열 산하에 들어간

후 다이와은행, 노무라증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임.

일본 의 중위 견 생보 사인 동 경생 명은 3월 23일 투자 손실 의 확대 와 해약

율 급증 , 자본 유치 의 결렬 등 의 원인 으로 동 경지 방법 원에 갱 생특 별법

을 신 청하 여 사 실상 파산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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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특례법을 신청하여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다이와은행과 GE측의 최종 판단이 있었음.

о 이에 同社는 자구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갱생특례법

(法定管理法)을 동경지방법원에 3월 23일 신청하여 사실상 파산하였음.

о 갱생특례법은 법정관리법을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법률로서 재판소가

선정하는 갱생 관재인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인하나 일반채권의 삭

감 등을 포함시킨 갱생계획을 작성해야함.

<표 > 東京生命의 경영 주요지표 추이

구분 FY'94 FY'95 FY'96 FY'97 FY'98 FY'99

GDP성장율 0.6% 1.5% 5.1% 1.6% -2.5% -0.7%

국채금리(10년) 3.68% 3.21% 2.45% 1.88% 1.70% 1.50%

평균부담이율 5.0% 5.0% 4.4% 4.4% 4.3% 4.3%

해약율
東京 9.1% 10.3% 10.3% 14.9% 13.2% 12.7%

업계 8.3% 8.6% 8.9% 10.8% 10.6% 10.5%

사업비율
東京 15.5% 15.3% 16.3% 14.7% 15.4% 13.8%

업계 14.2% 13.8% 14.3% 13.2% 13.4% 13.4%

투자수익율
東京 3.95% 4.04% 3.61% 3.23% 2.85% 3.06%

업계 3.91% 3.72% 3.45% 3.34% 3.06% 2.84%

당기순이익

(억엔)

東京 5 117 85 66 56 41

업계 287 294 336 259 133 271
註 1) 해약율은 개인보험의 해약율

<破産 의 主 要原 因 分 析 >

□ 저축성상품의 대량판매와 보험사 연쇄파산에 의한 해약율 급증

о 東京生命의 경우에도 기존의 파산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거품경제시기

에 대량 판매된 고이율의 저축형 보험상품에 대한 역마진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였고,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82 -



해 외보 험동 향

о 개인보험에 대한 해약율이 작년초부터 증가해오다가 千代田生命과 協

榮生命 등 5개 보험사의 연쇄적인 파산과 부실회사에 대한 언론의 보

도로 불신이 확대되어 특히, 단체계약의 해약율이 작년 10월부터 급격

히 증가하였음.

о 동경생명의 해약율은 최근 6년간 생보업계 평균수준 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 유지됨으로써 회사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음(FY99 東京生

命의 해약율은 12.7%로 생보업계 평균수준인 10.5% 보다 2.2%p 높음).

о 사업비율은 최근 6년간 생보업계 평균수준 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기

록하여, 2000년 3월말 13.8%로 경영효율성의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

고 있음.

□ 과도한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의 확대

о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2000년 4월을 정점으로 증권시장이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손실과 부동산 투자손실이 확대되었음.

о 특히, 동경생명의 자산운용의 특징은 유가증권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

는 비중이 생보업계 평균 27.0%보다 훨씬 높은 45.5%를 차지하고 있

고, 부동산투자 또한 전체투자에서 8.7%(업계평균 4.8%)의 비중을 보이

고 있음.

□ 실질 채무초과액 341억엔(2001년 3월결산)

о 東京生命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유가증권 등의 미실현 손실이 총 1,150

억엔으로 이중 유가증권 손실이 740억엔, 부동산 300억엔, 대부금 100

억엔이 발생하였으며,

о 이로 인해 솔벤시마진 비율이 446.7(FY'98) → 402.3%(FY'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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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000년 9월말), →83%(FY2000)로 현재, 솔벤시마진 기준인 200%

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평균부담이율과 투자수익률과 1.2%대의 역마진 발생

о 보험기간이 장기(10년이상)인 저축성 상품의 부담금리는 높은 수준

(4.2%이상)을 유지하는데 비해 초 저금리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운

용수익률은 계속 하락하여 연간 100억엔의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向後 處理 節次 >

□ 同社는 향후 갱생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임.

о 관재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동 보험사의 자산악화를 방지하는 업무

와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인수회사에 계약

이 이전될 때까지 보험계약자는 보험해약이 불가능함.

о 보험사고발생시 사망보험·입원보험금은 2001. 3월까지 전액 지불되나,

개인연금·양로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삭감될 가능성이 큼.

(이상우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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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日本 大同生命 , 2002년 4월 株式會社로 전환 예정

□ 일본의 중견 생보사인 대동생명은 1999년 기준으로 총자산 5조 7,336억

엔(9위), 수입보험료 1조 1,358억엔(9위), 당기순이익 227억엔, 지급여력비

율 1,004%에 이르는 중견 생명보험회사임.

о 同社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상호회사 경영형태를

2002년 4월 1일부로 주식회사로 전환할 것을 결정함.

о 상호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전후 최초의 사례로 동사는

주식회사의 전환과 동시에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대동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입연수나 납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주식의 할당액을 산출하여 발행주식을 배분할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임.

о 주식의 분배는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에서 의결권을 가진 배당부보험의

가입자가 대상이며, 대동생명의 경우 95만 계약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됨.

о 그러나 동사의 95만 계약자가 모두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기간

이 짧은 계약자 등은 주식대신에 현금을 받게 되며, 계약시의 보증이

율이 높아 자산운용의 역마진에 의한 손실이 큰 보험계약의 가입자는

주식도 현금도 분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개개의 계약자에의 주식

일본 의 중 견생 명보 험회 사인 대 동생 명은 지난 1월 말 임 시 이 사회 를 개

최하 여 2002년 4월 1일 에 회사 의 경 영형 태를 현 행의 상 호회 사에 서 주

식회 사로 전 환할 것 을 결정 하고 구 체적 인 준비 에 돌입 함 . 주 식회 사의

전환 과 더불 어 증 권시 장에 서 상장 을 추진 하여 자금 조달 을 용이 하게

하고 재무 건전 성을 강화 하는 것이 주 목 적으 로 알 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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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액은 8월에 확정될 방침임.

□ 현재까지 대동생명에서 밝힌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о 계약자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은 대동생명의 내부유보액

(純資産)에 대한 계약자의 공헌도(寄與分)에 따라 결정됨.

о 寄與分은 개별계약에 납입한 보험료와 이것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등

에서 계약자에 지급한 배당이나 보험금, 사업비나 장래의 지급에 필요

한 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о 寄與分이 큰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받는 주식수가 많아 경영 참가권을

유지할 수 있고 주식회사화 후에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о 이에 비해 소액계약자들이나 최근 가입한 계약자 등은 기여분이 작아

할당액이 주식의 최저액면인 5만엔에 못미치는 端株가 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계약자는 대동생명이 端株부문을 시장에서 매각한 대금을

주식 대신으로 받게 되며, 경영에 의견을 내는 권리는 상실됨.

о 한편 가입시에 높은 수준의 보증이율이 설정된 저축형 보험상품 등은

초저금리 상황으로 자산운용의 역마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

이 제로(0)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주식이나 현금은

분배되지 않음.

□ 대동생명은 금년 3월 31일 시점에서 가입계약자를 대상으로 기여분을 계

산하기 위해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계약자는 주식분배의 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임.

о 동사는 계약자에게 광범위하게 주식이나 현금을 분배한다고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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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계약자가 주식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는 현 단계에서

는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음.

о 2000년 7월의 總代會까지 구체적으로 기여분의 계산법을 정하고 8월이

후 개별 계약자에게 할당액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림 1]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의 할당

계약자의 기여분을 계산

계약자에 할당할 주식수를 산출

① 할당할 주식수가 1주

이상의 경우

→ 주식할당분과 1주미

만의 단주는 매각하

여 현금으로 지급

② 할당할 주식수가 1주

미만의 경우

→ 단주부분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③기여분이 제로(0)이거

나 마이너스인 경우

→ 주식할당도 현금지급

도 없음

<기여 분 계 산 >

о 상호회사의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각 보험계약

자가 보험회사의 순자산 형성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기여분의 계산이 매우 중요함.

о 기여분의 계산결과에 의해 주식회사화에 따른 계약자의 주식 할당액이

기준일(2000년 3월 31일)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의 기여분을 계

산. 기여 분은 보험회사의 내부유보(순자산)에 대한 공헌도로

서 보험종류, 보험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마다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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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 때문에 주주가 되지 못한 계약자가 주식회사화에 반대하여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о 상호회사에서는 계약자를 주식회사의 주주와 동일시하여 사원(출자자)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등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득

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о 상호회사 보험계약자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은 주식회사화에 따라 주주

로 이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자에 대하여 주식을 분배하여 경영의

참가권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함.

о 주식의 구체적인 할당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계약자의 기여분임. 상호

회사의 보험회사가 축적한 내부유보에 대해 출자자도 되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나 계약조건이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 가를 산출하여 주

식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임.

о 기여분의 계산방법의 개요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보험회사의 경영판

단이나 계약자의 가입시기, 보증이율 등의 계약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계약자간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계산방법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이 주식회사화의 작업에 필수불가결함.

(양성 문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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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미국 MetLife社 , 신종 유니버셜 보험 소개

□ 새로운 유니버셜 보험 상품인 UL2001은 기존 Universal Life의 유연성에

추가로 수익에 대한 세금 연기 혜택을 함께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현재 Texas, Vermont와 Minnesota를 제외한 미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판

매되고 있음.

□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cash value fund로 적립되는 형태

인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에 추가적으로 계약자가 정기예금이나 증권 등 22개

의 펀드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펀드에 순보험료를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음.

о 보험의 현금가치가 선택된 특정 옵션의 성과에 따라 변화하므로 현금

가치에 대한 보증은 없으나 투자수익에의 잠재성은 더욱 크며 원금보

존이 가능한 정기예금 또한 유용함.

о 유니버셜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우며 특별한 추가비

용 부담 없이 투자옵션간의 자금이동이 수시로 가능함.

<주요 특징 >

□ 최저 3%의 이자율 보증

2. 상 품

MetLife사는 영업 망과 고 객들 에게 가 장 인 기있 는 동사 의 대표 적

생명 보험 상품 인 Universal Life의 경 쟁력 을 향 상시 키기 위 해 이 를

개선 , UL2001이라 는 이 름으 로 판 매를 발표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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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발생시 보험료 납입 유예 (Disability Waved Premium)

о 특약에 의한 조항으로 60세 이전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해를 입었

을 때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지만 65세 이전 회복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재개됨.

□ 보험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연기

о 투자 종류가 바뀌는 등 투자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순보험료에 할당

된 펀드옵션에 관계없이 UL2001의 급부는 납세 연기됨.

□ 다음의 3가지 기본 사망보험 급부금 옵션을 제공

<표 1> 선택가능한 사망보험 급부금 옵션

옵션 각 항목의 특징

A

- 사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며 그 액수는 보험의

cash valu e가 증가하더라도 불변

- 사망보험금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cash value가 증가할 경우에 사

망보험금이 증가하는 B나 C보다 납입보험료가 저렴

B

- 사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에 cash valu e를 더하여 지급 지급

가능한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납입과 투자성과에 달려있으므로 A

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음

C

- 사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과 보험의 cash valu e를 모두 지급

- 65세 이전까지만 cash valu e를 계산 : 65세가 되면 사망보험금과

cash valu e는 합쳐져 새로운 보험금액이 계산되며 그 이후의 보험

기간은 A와 같이 확정된 새로운 금액을 지급. 노년에 cash valu e

의 증가를 고려한 증액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평준보험료

를 이용함.

- 최소한 60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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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사는 UL2001과 관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고객

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구좌를 운영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

며 투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자동화된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지재원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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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미국 Unum社 , 중병담보를 위한 근재보험 상품 소개

□ 「중병보험」상품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중견보험사들의 지속적인 관

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가운데 Unum사는 「PS Critical Care Specified

Critical Illness Insurance」라는 신상품을 개발하였음.

о 동 상품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과 관련하여 직·간접

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담보하며 다양한 중병에 대하여 유연성있는 담

보범위를 제공함.

о 또한 동 보험은 나이의 변화에 대한 보험료의 증가가 없다는 것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가 급료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특징적임.

□ 동 보험으로 담보되는 중병의 진단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 에서 $50,000

한도 내에서 일시불 지급됨.

<표 1> 담보내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

담보 범위 보험금 지급률

심장마비 100%

뇌일혈 100%

주요기관 이식 100%

신장 이상 100%

사고에 의한 영구적인 불구 100%

관상 동맥 수술 25%

근 재보 험 상품 을 취급 하는 Unum사는 최 근 다양 한 중병 을 담보 하

며 담 보범 위가 탄력 적인 개 인 중병 관리 보험 (PS Critical Care
Specified Critical Illness Insurance)을 선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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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험에 가입할 자격요건은 전일 근무의 100인 이상 사업체 중 계약 개시

시점에 성인 25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

업체의 20%이상으로, 50명 이상 충족되어야 함.

□ 선택가능한 부가옵션

о 암·종양 진단 특약

- 암 진단에 대한 비용은 100% 지불되며 종양진단에 대해서는 25%(자녀에

게는 100%) 지불됨.

о 배우자 중병조약

- 최대 지급한도는 근로자의 보험금의 50% 이하이거나 $25,000 이하로

적용되며 최소 한도는 $5,000임.

о 자녀 중병조약

- 신생아에서 24살까지 적용되고 보험금액의 한도는 $2,500이나 $5,000이

며 모든 급부에 대하여 100% 지급됨

о 건강촬영비용 특약조약

- 특정 질병의 확인을 위한 건강촬영 비용이 해마다 50$씩 자동적으로

지급됨.

(지재원 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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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유럽 , 生保産業 懸案問題 및 판매채널 展望

□ 유럽 전역의 생명보험사 CEO 및 CM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76개

사, 총 90명) 결과에 따르면 판매채널(48%)과 수익성(29%)을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4).

о 지난해와 동일하게 판매채널 및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지만

전년도(각각 52%, 38%)에 비하여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점유율, IT투자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함에 따른 영향으

로 보여짐.

о 동결과는 미국 CEO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조사(대형화 45%, 상품판매

2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미대륙의 경우 이미 인터넷

등 IT투자가 상당수준 완료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판매실적에 대한 관심은 전년대비 7%p 증가한 25%로 가장 큰 폭의 증가

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및 디지털 TV를 이용한 고객관계경영

(CRM) 등의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о 판매실적에 대한 관심증대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4) LIMRA, "A view from the top - Distribution strategies across Europe 2000", January 2001.

3. 마 케 팅

유럽의 연금 및 생명보험사 CEO들은 판매채널 및 수익성을 가장 시급

한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 향후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판매채널로는 인터넷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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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럽 연금/생명 보험사들의 주요 현안문제

□ 현재 유럽의 판매채널별 비중은 회사직판(40.0%)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은행(30.9%) 및 브로커(2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전통적 판

매채널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특히 회사직판의 경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о 유럽 보험사 CEO들은 2010년에도 전통적 판매채널의 중요성이 지속되

겠지만 DM, 디지털 TV, 인터넷 등 신 판매채널이 부상함에 따라 전통

적 판매채널의 비중은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о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 비중은 가장 큰 성장을 보여 2000년 0.6%에서

2010년에는 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DM 역시 꾸준한 성

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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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방카슈랑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

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방카슈랑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

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6> 판매채널별 예상 시장점유율 (2000-2010)

□ 국내 보험시장 역시 전통적 채널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만, 향후 신 판매채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о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모집인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은행 및 증권

등 타 금융산업의 판매채널 효율성 및 활용가능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о 또한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여 고객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관계경영(CRM)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권순일 책임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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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AIG 등 3社가 合作 投資한 새로운 개념의 닷컴기업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Kemper Insurance Cos., Prudendial

Insu rance Company of America는 2001년 2월 합작투자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개인보험분야 닷컴기업을 설립한 계획을 발표했음.

о 새로운 조인트벤처의 이름은 Fusura.com 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초 웹사이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웹사이트는 소비자들이 개인보험분야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상품에 관

한 정보에 접근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웹 상에서 자신의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о 또한 웹 상에서 선도적인 개인금융분야의 역량을 갖춘 브로커, 소매은행,

기타 금융기관, 미디어회사, 기타 관련 조직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

획을 가지고 있음.

- 해당 기업들이 그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보험브랜드가 만든 양질의

신뢰할 만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Fusura.com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개인보험

과 개인금융분야의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AIG, Kemper, Prudential 3사 는 Fusura.com이라 는 명 칭의 조 인트 벤처

를 설립 하여 개인 보험 분야 에서 가 격비 교사 이트 (insurance aggregator)

사업 에 진출 하였 으며 , 이는 높 은 브랜 드인 지도 를 가진 선 별된 기 업들

의 상 품 및 가격 비교 사이 트라 는 점 에서 새로 운 모 델로 평가 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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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닷컴 기업이 다른 가격비교사이트(in surance aggregator)와 차이를 보

이는 결정적인 특징은 다수의 보험회사가 아닌 브랜드인지도가 높은 보

험회사들의 상품만을 취급한다는데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웹사

이트모델로 평가됨.

o 콘소시움(consortium)에 참가한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 이외

에 기업의 브랜드, 안정성, 서비스의 질에 관심이 높으며, 피곤하게 수

많은 보험회사들 중에서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음.

o 따라서 Fu sura.com은 고객들이 보험상품쇼핑에서 빠르고, 지속적이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명성있는 보험회사들 중에서

제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를 구상하였음.

□ Fusura의 대변인은 합작기업이 웹을 통해 제공하는 혁신적 기술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o 웹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리스크플래닝(risk planning) 니드를 정

의하고, 다양한 상품에 대해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툴(tool)을 이용할 수 있음.

o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보험증권을 다운

로드(down load)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가격비교사이트보다 진일

보한 형태임.

o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청약시 자동적으로 청약자의 자동차관련 경력이

체크되며, 자동차관련 기록에 문제점에 없고, 보험사고 기록이 없다면 청

약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설계됨.

□ Fusura.com은 브랜드이미지가 높은 보험회사들의 추가적인 합작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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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른 웹사이트들과의 B2B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o 콘소시움을 구성한 각 회사는 조인트벤처의 설립과 별도로 자신의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o 또한 Fu sura.com은 다른 가격비교사이트와의 사업에 대한 완전한 대

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사업영역인 것으로 설명됨.

□ 합작에 참여한 보험회사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o AIG :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보험 및 금융서비스 그룹이며, 미국 최

대의 기업보험 인수자이며, 산하의 여러회사들을 합치면 130개국에서

기업 및 개인 보험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제적 사업분야는

보험뿐만아니라 금융서비스, 자산관리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

며, 뉴욕, 런던, 파리, 스위스, 동경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o Kemper : 손해보험(property/ casu alty)과 리스크관리서비스의 대표적

제공자중의 하나로 2000년 수입은 약 40억달러임. 개인 및 가정의 개

인보험니드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외

국시장에서도 활동함.

o Prudential : 1999년 말 기준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가 3,63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초대형 생보사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금융서비스제공기

관의 하나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개인 및 기관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제공분야는 생·손보를 비롯, 뮤추얼펀드, 연금, 자산관리, 증권

중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음.

(김혜성 책임연 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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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와 保險에서 政府의 役割

본고는 제 66차 보험회의시 (2000년 11월 27일- 12월 1일 ) 미국 대표가 원

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를 요약한 것

으로 보험전자상거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정책 당국 및 감독자가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상거래 규모

o BTC

-미국: $366억(1999), $610억(2000)

-유럽: ￡35억(1999), ￡90억(2000)

o BTB

-전세계: $920억(1998), $1450억(1999), $2조(2003), $7.3조(2004)

o 보험분야에서 전자상거래 규모

-미국: $21억(2001)

-2005년에는 개인보험의 10%(미국)와 5%(유럽)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될 전망

□ 전자상거래에서 정부의 역할 (미국)

o 시스템 통합

o 시장개방화와 경쟁 촉진

o 시스템 및 규제 효율성 제고

4. OECD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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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스 템 통합

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문서와 전

자문서의 통합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을 설명하고 있음.

<일반 문서 와 전 자문 서의 통합 과 관 련된 원칙 >

□ 전자서명은 일반문서 서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 및 효력을 가져야 함 (원칙 1)

o 미국의회는 Global and National Comm erce 법에서 전자서명을 인준하

였음.

□ 전자문서 저장은 일반문서 저장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어야 함 (원칙 2)

o 문서의 저장은 감사 또는 과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로써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보상과 관련된 일반문서의 보존기간은

2년임.

o 전자문서 저장은 일반문서 형태의 저장보다 비용면에서 이점이 큼.

o 전자문서 저장을 의무화하고 일반문서 저장에 대한 의무를 철폐할 경우

연간 수천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전자 상거 래 시 스템 의 안 전성 제고 와 관 련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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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최대한의 신축

성을 부여하여야 함 (원칙 3)

o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보험자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전자상거래에서 사기는 일반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함 (원칙 4)

o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기임.

o 정책당국자는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사기는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엄

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고객 및 사업자의 보안 유지를 위해 강력한 형태의 암호 사

용이 권장되어야 함 (원칙 5)

o 현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암호

임.

o 정책당국자는 이러한 암호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하나 문제는 불법적 행

위에 사용되는 암호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자가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o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안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강력한 암호의 사용은 권장되어야 함.

나 . 시장 개 방화 와 경쟁 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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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화와 경쟁 촉진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

부는 전통시장에 비해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내에서 경쟁자간

또한 일반 세제와 전자상거래 세제간 차별적 규제를 두어서는 안되고, 전

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보험에 대해 추가적 규제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

고, 각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규제 환경

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경쟁 자간 비차 별적 규제 와 관 련된 원칙 >

□ 전통적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규제를 두어서는 안됨 (원칙 6)

o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발전할 경우 전통적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운 시장에 규제장벽을 두는 경우가 있어 왔음.

o 전자상거래는 보험분야의 마케팅과 판매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마케팅 및 판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전자상거래에 규제를 두어서는 안됨.

□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산업 및 사업자에 균등한 사업 기회 및 규

제(level playing field)를 부여하여야 함 (원칙 7)

o 균등한 사업 기회 및 규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경쟁

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o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는 정보를 매우 신속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규제를 받는 경쟁자는 시장에서 그 만

큼 빨리 추출될 것임.

o 특히, 금융겸업화 환경에서 금융기관간 균등한 사업 기회 및 규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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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세제가 있어서는 안되며(technology neutral)

세제당국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세금 징수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

여 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원칙 8)

o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세금이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발전할수록 세제당국 입장에서 보

면 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듬.

o 하지만 인터넷 거래로 발생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

템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세제

당국은 징수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임.

o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세제와 차별되는 전자상거래 세제가 있어

서는 안 될 것임.

<보험 전자 상거 래에 대해 추가 적 규 제가 부과 되지 않아 야 하 는 원 칙 >

□ 기업보험과 개인보험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추가적인 규제

를 부여하여서는 안됨 (원칙 9)

o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 당사자 서로가 정부보다 감시인(w atchdog)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개인보험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양상은 전

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기업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o 개인보험의 경우도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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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됨.

<국가 간 전 자상 거래 와 관 련된 원칙 >

□ 국제경영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는 각 국가와 WTO에 의해 권장되어야 함

(원칙 10)

o 2004년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국가가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로 이

익을 볼 수 있을 것임.

o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규제 장벽을 두

지 않고 개방화된 세계보험시장을 조성한다면 보험사업자 및 계약자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임.

다 . 시스 템 및 규제 효 율성 제 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정보 교환과 관련된 표준화는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관할 권과 관련 된 원 칙 >

□ 고객의 니드와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할권의 혼재가

해결되어야 함 (원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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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관할권은 여러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스템

및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단일화되어야 함.

o 경제적 효율성과 실무적 요인에 의해서 단일 관할 정부 기관을 결정하

여야 하는데 만약 단일 관할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권간 중

복 규제가 없어야 할 것임.

<정보 교환 및 표 준화 와 관 련된 원칙 >

□ 전자상거래에서 정보 교환과 관련된 표준화는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 되

어야하고 데이터 및 기술상의 표준화는 자발적으로 도입되고 정기적으로

검토 개정되어야 할 것임 (원칙 12)

o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및 기술상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야 하고 이러한 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되어야 하는데 보

험의 경우도 산업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세창 부연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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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低金利와 生命保險業 1)

*

본 논 문은 전세 계적 인 저 금리 추 세가 생명 보험 업계 에 미치 는 영 향에

대 해서 개관 한 후 저금 리에 대한 대 응책 으로 서 예정 이율 인하 를 제외 한

회 계상 의 문 제 , 리 스크 헷지 , ALM, 상품 전략 에 대 해서 언급 하고 있음 .

<머리 말 >

□ 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저금리에 의한 역마진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

고 있으며, 일부 생보사는 경영파탄에 이르렀음.

□ 장기금리의 하락추세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유럽의 생명보험업

에 있어서도 저금리에의 대응이 문제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저금리의 생명보험업에 대한 영향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저금리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함.

<세계 적인 저금 리와 생명 보험 시장 에의 영향 >

□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최근과 같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1960년대 초

반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 이후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자유

화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о 198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장기금리가 하락국면을 맞이하였지만 1990

* 본 논문은 日本 九州大學經濟學部 茶野 努 客員助敎授의 超低金利と生命保險業 (생명보

험경영 2001년 1월 pp17∼28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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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일본의 장기금리 수준처럼 매우 낮거나 하락폭이 큰 경우는 없었음.

□ 1970년대까지는 많은 국가에서 장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되어 적어도 생명

보험의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о 이 결과 생명보험회사는 buy and hold 투자전략을 채택하였음. 주식이

나 채권의 이율이 충분히 높아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이율

을 보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자본시장에서의 장기금리가 예정이율에 근접함으로서 많은 국가

에서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음.

о 생보사가 높은 이율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수익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장래의 보험료나 운용수익을

계약당초에 예정한 것 보다도 낮은 이율로 투자하여야만 하는 리스크

에 봉착하고 있음.

о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로화 도입에 따른 금리의 급속한 하락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표 1> 유럽 주요국의 최저예정이율과 주주배당률 및 10년국채 수익률

국가 최저예정이율 주주배당률 10년국채 수익률

프랑스

- 계약기간 8년이하

: TME의 75%

- 계약기간 8년초과

: 3.5%와 TME의 60%

중 낮은 것

15% 4.0%

독일 3.5%(1988년까지는 4%) 10% 3.9%

이태리 3%(1987년까지는 4%) 15% 4.2%

註 : TME는 프랑스의 채권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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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생명보험상품의 최저예정이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5%이었는데 반해 10년 국채이율은 4%

대 이었음.

о 따라서 일본이 80년대 후반 이후에 처한 상황이 현재 유럽이 처하고

있는 상황 보다도 한층 심각함.

□ 예정이율의 문제는 경쟁적 요인과 규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о 유럽국가중에는 가격책정에 있어 사용하는 이율 즉 예정이율을 감독당

국이 책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음.

о 일본도 과거에는 예정이율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기초서류의 한 항목

으로서 실제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동일한 이율을 사용하였음.

о 그러나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가격책정에 관한 규제상

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 법정상 최저예정이율이 결정되는 국가에서도 경쟁압력으로 회사들이 실

제로 사용하는 이율은 최저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о 이와 같은 배경에는 당국의 대응이 늦은 요인도 있지만 생명보험업계

의 과당경쟁의 결과임.

о 일본의 1980년대 예정이율의 인상을 둘러싼 간이보험과 민간 생보사와

의 치열한 경쟁이 배경에 있었음.

□ 장기금리와 예정이율의 격차가 축소됨으로서 듀레이션의 미스매치 문제

도 발생하고 있음.

о 생보사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시켜 금리가 반전할 때에는

면역화(immunization)를 행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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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생보사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에 있어서 변

화에 직면하게 됨.

о 즉 고금리하에서는 채권의 발행자는 장래의 금리하락을 예견하여 보다

단기로 발행을 희망함으로서 생보사 자산의 듀레이션은 단기화된 반

면, 소비자의 연금에 대한 수요의 증대 등으로 부채의 듀레이션은 장

기화되었음.

о 이러한 Mismatch의 증대는 생보사가 보다 큰 금리변동 리스크를 인수

할 것을 의미함.

о 더구나 스왑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이용은 보험업계 내부의 보수

적 성격과 당국의 대응 지연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음.

о 반면, EC국가에서는 1995년에 제3차 지침이 도입되어 처음으로 파생상

품이 리스크 헷지의 적절한 수단으로 당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

었음.

□ 예정이율을 감독당국이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해야 하는 최고평가이율은 모든 국가에서 감독당국이 정하고 있음.

о 이것은 당국에 의한 지급능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예정이율을 당국이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이율은 책임준비금 계

산시의 최고평가이율과 동일한 경우가 많음.

о 일본에서도 1995년 보험업법 개정시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규제

완화, 자유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함.

о 표준책임준비금은 각사가 설정하는 보험료 수준에 관계없이 당국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책임준비금 수준이며, 적립방법이나 평가이율 등의

계수에 대해서 당국이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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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비금의 최고평가이율을 낮게 하여도 회계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됨.

о 최고평가이율을 당국이 인하하면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고 따라서 생보

사의 자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쳐 보험계약자나 주주에 대한 장래

이익의 분배를 지연시키게 됨.

о 평가이율의 인하에 따른 마이너스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의 계산기초인 소위 예정이율을 인하하여 보험료 수입의 증가를 도모

할 필요가 발생함.

о 이와 같이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로서의 예정이율과 책임준비금을 계산

할 때의 예정이율(평가이율)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음.

<저금 리에 의 대 응 >

□ 2000년 이후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2가지의 구조변화에 의해 1980년대 이

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일 수도 있음.

о 첫 번째 변화는 국제무역이나 직접투자가 증대하여 그 결과 국제적인

경쟁이 촉진되어 각국의 물가에 하락압력이 가해졌다는 점임.

о 두 번째 변화는 장기적인 투자자금에 대한 수급의 변화, 즉 자금의 공

급과잉이 지속된 점임.

о 수요면에서는 정부가 보다 신중한 재정정책을 채택하여 정부차입은 많

지 않은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공급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저하

에 따라 고령자가 퇴직후의 준비를 위해 저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о 이러한 전망하에서 각국의 규제당국자는 최고평가이율의 인하를 행하

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리스크 익스포져(exposure)를 재검사시키고 있음.

о 그러나 보험회사 가운데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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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조건에서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을 행하는 것은 아님.

о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예정이율은 인하되었지만 그 때에도 보

장성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노력이 지속됨.

о 여기에서는 저금리 문제에 대한 유효한 방책인 보증(평가)이율의 인하

이외에 채택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하여 회계상의 문제, 리스크 헷지,

ALM, 상품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함.

□ 회계상의 문제

о 현행의 회계기준에서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한편,

책임준비금은 장부가로 평가되어 항상 모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금

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김.

о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생명보험업에 관한 회계기준의 작성에 몰두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되기 까지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상의 모순은

존재하게 됨.

о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저금리에 대한 헷지수단으로서 자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면 미실현 자본이득을 재무적 기반으로

서 금리변동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해결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됨.

о 유럽에서는 199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견조하여 생보사에는 많은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금리에 대응한 준비금을 설정하

고 있음.

□ 리스크 헷지

о 많은 보험상품은 보험금 청구권이나 해약권 등을 가진 옵션의 하나로

보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생보사는 옵션의 인수자로 보는 것이 가능.

о 보험계약자는 생보사로부터 권리를 구입하고 그 권리에 대하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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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불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о 시장환경이 변화하면 이러한 옵션가격도 변화하므로 현재와 같은 저금

리에서는 보증한 옵션의 가치는 증가하는 것이 됨.

о 생보사가 인수하고 있는 옵션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려 한다면 투자은행

이나 재보험회사와 같은 타 거래상대방과 반대의 포지션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о 재보험이 아직도 중요한 리스크 헷지수단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시장에

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이 시장성이 있는 증권으로 전

환될 수 있다면 옵션과 동일하게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등급이 이루어

질 것임.

□ ALM

о 유럽의 생보사들도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이율보증인 정기보험이나

양로보험 등이며, 이러한 부채의 만기는 금융시장에서 이용가능한 운용

수단의 만기보다도 장기임.

о 따라서 자산운용수익률이 보증이율 보다도 낮게 되는 등의 리스크에

대해서 ALM의 프로세스로 이 재투자리스크가 계량화된 허용한도와

비교하여 리스크가 크면 적절히 헷지하는 것이 좋음.

о 일본에서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계약이 유럽에 비하여 많고 그만큼

ALM의 중요성은 매우 높음.

о 생보사는 보험수리적인 리스크와 재무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о ALM은 수익의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저금리에의 대응 나아가서는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결과적인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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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보 험논 문

□ 상품전략

о 유럽에서는 저금리하에서 생보회사가 높은 예정이율을 가진 전통적인

생보상품의 판매가 곤란하며, 판매상품의 상당부분이 변액보험상품으로

된다는 예측이 강함.

о 변액상품에서는 보험료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지시한 자산으로 운용되

며, 생보사는 계약체결이나 사무관리, 사망보장에 관한 수수료를 얻음.

о 변액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메리트는 투자리스크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전되고 이익의 변동이 적은 것을 들 수 있음.

о 그러나 변액상품은 전통적 상품에 비하여 마진이 적어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판매가 필요한 결점이 있음.

о 1997년의 통계에 의하면 유럽전체 변액상품은 10.6%에 불과하지만 각

국별로 보면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변액상품

이 중요한 역할을 보이고 있음.

о 금리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변액상품이 타 유럽국가에서도 매력

적인 것이 될것임.

о 그러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보회사가 사업 전부를 변액상품으로 해서

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음.

о 그 이유는 보장의 제공이 생명보험업의 특징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 저

축상품을 제공하는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화가 도모되며, 그래서 정액보

험 또는 변액보험이라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경제환경(특히

금리)이 반전될 경우 상품전략상의 헷지가 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양성 문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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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着圖書案內
보험연구소 보험자료실에서 2000년 8월∼2001년 3월 중 입수한 보험관련 도서목록입니다.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1999)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통계청 2000

(2000년 춘계심포지움) 전자금융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2000

(2000년도)하반기 경제전망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2000

(마이크로소프트)한글파워포인트 7.0 하주석 혜지원 2000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안정을 위한)노동

부업무처리총서
백운걸 한국산업훈련협회 2000

(핵심)정보기술총서 : 데이터베이스·정보실무 삼성 SDS 기술사회 한울아카데미 1999

(핵심)정보기술총서 : C/ S , CALS/ EC, 인트라

넷 소프트웨어 공학
삼성 SDS 기술사회 한울아카데미 1999

2000 세계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0

2000 한국인터넷 백서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2000

2000 한국자동차 산업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0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 : 성공적인 인터넷 비

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제안
하겔, 존3세 세종서적 1999

건설교통통계연보 1999 : 건설부문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

화와 정책방향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9

경제통계연보(2000)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0

고용보험통계연보
노동부 중앙고용정보

관리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

리소
2000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

共濟事業の槪況 日本損害保險協會 日本損害保險協會 1999

교수명색인 : 200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交通安全白書(平成11年版) 總務府 總務府 1999

구분계리SYST EM 개발과 활용 1999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00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 제11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규제완화의 신조류와 생보사의 경영혁신 유건식 삼성금융연구소 1997
금융자산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김진영 삼성금융연구소 2000
금융재보험 : 독일논문모음집 Kalusche, Andreas 1999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류건식 삼성금융연구소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

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조애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농림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차등

보조제 도입방안 연구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농작물 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연구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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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증 1996 대한보증 대한보증 1999

도시가계연보 1999 통계청 통계청 2000

동북아 경제협력 : 금융협력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동북아 경제협력 : 투자협력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 총괄편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동아시아 화인경제와 우리의 화인자본 활용방

안
최수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디지털의 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2000

마켓타이밍戰略의 實用性 分析 이재돈 삼성경제연구소 2000
미국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2000

방카슈랑스 : 유럽의 경험과 국내 도입전략 2000
병원비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윤경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험사의 Health Care Business 류성경 삼성금융연구소 2000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안철경 보험개발원 2000

보험상품 세제연구 홍원구 삼성금융연구소 2000

보험상품관리규정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보험수리학 류건식 보험개발원 2000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구축과 효율적 활용방

안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保險の情報開示 : 先進各國の實態と我が國へ

の敎訓
上田和勇 同文館 2000

부가보험료 자유화의 영향 및 손보사 대응방

안 : 일반보험을 중심으로
류성경 삼성금융연구소 2000

북한 금융시장의 현황과 생보사 진출방안 김상의 삼성금융연구소 2000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2000
사회보장발달사 : 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

러다임
원용찬 신아 1998

생명보험 세무편람 2000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2000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1998

生保産業의 構造 및 成果分析 류건식 삼성금융연구소 2000

선진국의 직무급 운영에 관한 연구 조명기 삼성금융연구소 2000

손해보험 요율산출 및 검증 방법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시·군 단위 묘지실태조사 모형개발 이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시스코라우터 홍진호 사이버출판사 1998

시스템통합의 핵심기술 복병학 대청 1999

신뢰성공제 용역관련 해외출장보 차일권 보험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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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연구 전기석 삼성금융연구소 2000

실업가정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양·한방 협진실태와 정책방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엑셀2000 매크로와 VBA 제대로 활용하기 유호철 영진.COM 2000

연봉제 ·목표관리 업적평가제도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인사관리협회 1999

연차보고서 : 1999년도〈제1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

연차보고서 제14기 회계년도 신용관리기금 신용관리기금 1997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WT O사무국 2000

의료기관 신임제도 도입방안 윤경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인력관리 거피, 로브 21세기북스 1999

인터넷 비즈니스.COM 김진우 영진.COM 2000

자동차사고 손해에 관한 분석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00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

정책의 평가와 과제
유승민 비봉출판사 2000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 주식

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 2000

저출생체중아 발생현황 및 정책 한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전국 대학교수명부 : 200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2000

정성적 소비자연구와 생보사의 활용방안 이병희 삼성금융연구소 2000

제4회 한국 지식경영학회 학술심포지움 한국지식경영학회 2000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주요국의 사적연금제도와 감독정책방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장원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지적자본 에드빈슨, 레이프 세종서적 1998

最近 あなたの生命保險 : 保險會社も敎えない 小野瑛子 日本實業出版社 2000

파란마을 푸른금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표준인삼경작방법 2000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이영훈 한국개발연구원 2000

한국금융연감 (1999/ 2000년판) 은행계 은행계 1999

한국기업의 지식경영 추진 현황 한국지식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 2000

한국의 공제조합 현황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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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손해보험 1997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한국의 손해보험 1999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

Accounging information system Bonder, George H Prentice Hall 1996

Annual Report
T he Kyoei Life
Insurance Co

T 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7

Annual Report
T he Kyoei Life
Insurance Co

T 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8

Annual Report
T he Kyoei Life
Insurance Co

T he Kyoei Life

Insurance Co
1999

Annual Report 1996 1997

Annual Report 1996/ 97
Association of
British Ins

Association of
British Ins

1997

Annual Report 1997
Korean F ederation

of Communit

Korean F ederation

of Communit
1998

Annual Report 1997
Daehan Fire &

Marine Ins

Daehan Fire &

Marin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Fujitsu Limited Fujitsu Limited 1998

Annual Report 1997
Hyundai Marine

& Fire Ins

Hyundai Marine &

Fir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T he Nippon

Fire & Marine

Ins

T he Nippon Fire

& Marin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Sumitomo Life

Insurance Co

Sumitomo Life

Insurance Co
1998

Annual Report 1997 Sekisui House Sekisui House 1998

Annual Report 1997
T he Dowa Fire

and Marine Ins

T he Dowa Fire

and Marine Ins
1998

Annual Report 1997/ 98

Central

Reassurance

Corporation

Central

Reassurance

Corporation

1998

Annual Report 1998

K o r e a n

R e i n s u r a n c e

Company

K o r e a n

R e i n s u r a n c e

Company

1999

보험동향 2001년 봄호

- 118 -



신 착도 서안 내

도 서 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Annual Report 1998/ 1999 ICCB ICCB 2000

Annual Report 1998- 1999
Association of

British Ins

Association of

British Ins
2000

Annual Report 1999
Mit sui Marine

and Fire Ins

Mit sui Marine

and Fire Ins
2000

Annual Report 1999
Hyundai Marine

& Fire Ins

Hyundai Marine

& Fire Ins
2000

Annual Report 98 KDIC KDIC 1999
Cfm review : for part 2cfm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Gleim , Irvin N Gleim Publications 1999

Chang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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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主要國의 保險브로커制度 및 關聯法規 現況 / 金基洪, 金平元, 丁奉恩, 柳志昊, 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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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國際保險세미나 (IIS) 發表 論文集 (第 33次), 1997. 7

97-2 太平洋保險會議 (PIC) 發表 論文集 (第 18次), 1997. 9

98-1 專門職 危險과 賠償責任保險 ( I ) / 金英昱, 車一權, 1998. 2

98-2 損害保險 價格評價方法에 관한 硏究 / 徐永吉, 朴重泳, 張東植, 1998. 3

98-3 自動車保險 醫療費統計를 이용한 自動車事故 傷害에 관한 分析 / 自動車保險本部,
1998. 3

98-4 保險會社의 敵對的 M&A와 對應手段에 관한 연구 / 金浩敬, 朴祥浩, 張宰馹,
1998. 8

98-5 MAI協商의 進展과 國內保險産業에의 示唆點 / 鄭榮喆, 韓星眞, 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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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自動車保險 醫療費統計를 이용한 自動車事故 傷害에 관한 分析 / 自動車保險本部,
2000.2.

2000-1 世界 再保險市場의 發展과 規制環境 / 嚴倉會, 2000. 3

2000-2 保險會社의 知識經營 導入方案 / 金海植, 2000. 3



■ 政策硏究資料

97-1 金利變動에 따른 保險會社의 金利리스크 分析 / 李元敦, 盧秉 , 張康鳳, 1997.10.

97-2 '98年度 保險産業 展望과 課題, 1997. 11

98-1 '99年度 保險産業 展望과 課題, 1998. 11

99-1 2000年 保險産業 展望과 課題 1999. 11

99-2 預金保險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保險産業 中心으로- / 李昇哲, 1999.12

■ 硏究論文集

1호 保險産業의 規制와 監督制度의 未來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 6

2호 世界保險市場의 變化와 對應方案 / D. Farny, 前川寬, J. E. Johnson, 趙海均, 1998. 3.

3호 第1回 全國大學生 保險懸賞論文集, 1998. 11

4호 第2回 全國大學生 保險懸賞論文集, 1999. 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日産生命 破産과 示唆點, 1997. 5

2호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制度 / 鄭宰旭, 鄭榮喆, 1997. 10

3호 損害保險의 金融再保險 動向 / 李基亨, 金平元, 1997. 11

4호 金融危機에 대한 對策과 保險産業 / 金浩敬, 1997. 12.

5호 멕시코 保險産業의 IMF 對應事例와 示唆點 / 鄭宰旭, 1998. 3

6호 主要國 企業年金保險 槪要 및 稅制 / 梁誠文, 1998. 3

7호 日本의 保險改革과 保險會社의 對應 / 李基亨, 張起仲, 1998. 5

8호 構造調整에 따른 保險産業의 對應戰略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
로 / 盧秉 , 安哲京, 李昇哲, 1999. 2

9호 保險産業에서의 情報技術(IT)의 活用 : 損害保險 中心으로 / 崔容碩, 1999. 3

10호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影響과 對策 / 朴重泳, 1999. 3

11호 IMF體制 以後 保險産業의 環境變化와 展望 / 梁誠文, 金海植, 1999. 3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 10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定 期刊行物

■ 月刊

○ 保險統計月報

■ 隔月刊

○ 보험동향

■ 季刊

○ 保險開發硏究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 원 및 제 공 자 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 보고서
·보험정책자료
·연구총서 등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

-연구조사 보고서
·보험정책자료
·연구총서 등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

-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격월간 ￦ 20,000)

·Insurance Bu siness
Report
(년 4회이상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Insurance Bussiness

Report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 입 문 의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자료서비스 담당

전화 : 368-4230, 팩스 : 368-4099

회 비 납 입 방 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 입 절 차

구독신청서와 회비납입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회비입금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료 구 입 처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한국경제서적,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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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行人 박 성 욱

編輯人 이 순 재

發 行 處 保 險 開 發 院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35-4
登 錄 1997. 7. 15. (바-2873)
代表電話 (02) 368-4000

印 刷 所 대 화 인 쇄
電 話 (02) 2265-1330

定價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5, 368-4188)으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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