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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保險産業에서 戰略的 提携의 意義와 活用方案 1)

*

<目 次>

Ⅰ. 序論

Ⅱ. 글로벌時代에서 戰略的 提携의 메커니즘과 意義

Ⅲ. 保險會社의 戰略的 提携 活用方案

Ⅳ. 結論

Ⅰ . 序論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8월 11일에 4개 생명보험회사가 退出되고 양대 보증보험

회사가 合倂計劃을 발표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 보험회사가 구조조

정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증자,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전략적 제휴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서보다는 自社의

약점을 他社의 강점으로 보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전략적 제휴는 단순히 일회적 이벤트라기보다는 기업

의 생존 및 比較優位 확보 전략이다 . 따라서 전략적 제휴는 경쟁기업과 체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전략적 제휴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한 방

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본고는 일반적인 전략적 제휴의 방법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현 상황에서 전략적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인 오영수 박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
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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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략적 제휴의 의의와 메

커니즘에 대해 살핀다 .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전략적 지위를

확인하고 향후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Ⅱ . 글로벌 時代에서 戰略的 提携의 메커니즘과 意義

1. 戰略的 提携의 槪念 및 意義

가 . 戰略的 提携의 槪念과 擴散背景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란 경쟁 또는 비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우호

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간에 합의된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경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전략적 제휴란 協助를 통한 競爭 이다 . 따라서 전략적 제휴의 최종목표는

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확산되게 된 것은 경쟁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

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한 기업의 자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재무적 및 시간적 제

약이 커졌기 때문이다1). 즉,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무대에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의 기술이 世界標準(global standard)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2),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경영자원, 시간, 기술리스크 등이 따르기 때

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전

략으로 전략적 제휴가 활용되게 된 것이다 .

1) 인수 합병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은 비용이 많
이 들 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전략적 제
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제휴관계가 지속되지 않
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항시 안고 있다.

2) 특히 자사의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기업과도 전략적 제
휴를 하고 있는 산업으로는 정보통신, 반도체, 전자제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2 -



포커스

資料: H arbison an d Pek ar Jr .(1998)

전략적 제휴는 기술발전이 빠르고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引受를 통해

기업을 확장하는 것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

조)3). 즉, 인수라는 방법을 통해 경영규모를 확장하려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야 하고 기업조직 및 문화의 통합 등과 같은 과제를 안

게 되나, 전략적 제휴를 통할 경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자사의 弱點을 타사의

强點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성공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시장지배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중소규모의 기업들에게 특히 적합한 經營

戰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수준의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틈새에서 중소규모의 기

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는 개별 회사만으로는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할 수 없으나, 특정업무 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效果를 올림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물론 인수와 전략적 제휴는 이용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전략적 제휴와 인수간의 성공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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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戰略的 提携의 效果

1) 시너지 效果

전략적 제휴는 자신의 약점을 상대의 강점을 통해 보완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이

끌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부각된다 .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원천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規模의 經

濟와 範圍의 經濟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상대방의 핵

심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危險의 共有 分散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 사업 고유의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러

한 사업을 공동으로 시작하게 될 경우 그만큼 개별 기업이 안게 되는 위험부담은

적어지게 된다 .

최근 기업발전은 빠른 技術發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도 다른 금융

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급속한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되면 그만큼 설비투자의 償却期間을 짧게 잡아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

게 되며, 이는 곧바로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높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여 高投資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가 이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케팅 등 새로운 환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따르게 될

경우에도 전략적 제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海外市場接近

글로벌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多國籍企業들은 다른 나라의 市場進入을 위해

그 국가의 현지기업들과 손을 잡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 이는 다른 나라의 시

장에 직접 접근하는 데는 市場規制, 商慣習의 차이, 文化的 차이 등과 같은 요소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進入障壁을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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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의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가 융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제논

리만으로는 시장접근이 곤란하므로 영향력이 있는 현지기업과 제휴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4) 市場占有와 관련한 優位 確保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市場占有率을 꼽을 수

있다 .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해당기업

모두가 다른 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조업의 경우 시장점유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는 것은 기술적 표준을 확

립하여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미 경쟁이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제적 표준을 먼저 확보하는 회사가 세계시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이와는 다르지만 세계보험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綜合金融化 趨勢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戰略的 提携의 類型

전략적 제휴는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낮은 수준인 연구개발 컨소시엄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의 核心事業合作投資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본 고에서는 전략

적 제휴를 크게 업무제휴, 지분참여, 합작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 業務提携

업무제휴는 전략적 제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제휴하는 업무의

내용도 연구개발(R&D), 기술, 생산, 판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치게 된다 .

업무제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사되기도 용이한 반면에 결렬되기도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 또한 업무제휴는 일정기간을 지난 후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合作投資 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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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Bleeke an d Ern st (1993), p . 60.

나 . 持分參與

상호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를 통해 提携基盤을 확대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것을 전제로 한다 . 이것은 단순한 업무제휴에 비해 제휴회사간

긴밀함이 커지는 것으로, 다양한 업무제휴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렇게 지분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기업의 내부사정에 더욱 정통하게 되어

협력의 밀도가 높아지고 업무협력의 범위도 넓힐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지분참여가 곧바로 전략적 제휴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지분참여가 예상치 못했던 경영간섭이나 경영의존으로 이어질 경우 상호간에 신

뢰가 어긋날 것이기 때문이다 .

다 . 合資企業의 共同設立

합자기업(joint venture)의 공동설립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하는 방법은 가장 복잡

하고 성숙된 제휴형태로, 일반적으로 제휴사업의 내용이 내부적 관리를 위한 별도

의 조직체를 필요로 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할 경우, 또는 제휴목표의 달성

[그림 2] 전략적 제휴의 유형

- 6 -



포커스

이 장기간을 요할 경우에 채택된다4).

합작투자의 내용도 역시 업무제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R&D), 생산,

판매, 핵심사업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치게 된다 .

3. 戰略的 提携 파트너의 選定 節次

전략적 제휴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 하에 최상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파트너 선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그림 3 참조).

資料: h ttp :// w w w .team th ree .com / p rod 01.h tm l

4) 권영철(1994), p . 164 참조.

[그림 3]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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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에 착수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적 제휴를 착수하려

는 기업의 입장에서 각 기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 이는 다소 抽象的일 수 있으나 향후 다양하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環境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휴에 착수하려는 기업간에 비전과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된 이후

에는 향후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서로가 견해를 합치시키는 것이 요구된

다 . 이 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이었던 각 기업의 비전과 가치가 구체적인 목표를 향

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전망, 고객들의 嗜好 및 態度, 생산기술의 발전, 경쟁기업의 동향 등을 점검하

게 된다 .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조직의 문제, 강점 그리고 관심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제

휴 상대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다 . 상대방의 강점을 통해 자사의 약점을 보

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전 단계에서 검토된 것들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전략적 제휴의

성공을 위해서는 戰略的 補完性과 함께 文化的 兩立性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휴 상대기업의 조직과 문화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제휴 상대의 강점 및 약점, 그리고 제휴시점에서의 지위를 확인한 후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통의 기반을 확인하고 제휴를 구체화하게 된다 . 이를 위해서는 제휴

의 내외적 가치를 量과 質 양면에서 정의하고 측정해야 한다 . 양적 측면에서 본 제

휴의 가치란 제휴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측

정한 것을 말하며, 질적 측면에서 본 제휴의 가치란 제휴가 가져올 회사의 이미지

개선 효과 등 計量化하기 힘든 효과를 말한다.

제휴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기회에 대해

상호간에 동의가 필요하다 .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목표가 달성됨과 아울러 양

자간에 동시에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상대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며 또한 무엇을 제

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戰略的 目標에 이르기 위한 전술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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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파트너 선정절차는 시에라(de la Sierra)가 제시한 양립성(compatibi-

lity), 능력(capability), 몰입도(commitment)라는 세 가지 기준5)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4. 戰略的 提携의 運營 및 管理

가 . 戰略的 提携의 週期

전략적 제휴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 . 전략적 제휴의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착

수 발전 성숙이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그림 4 참조).

着手段階에서는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선정하여,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査定하

고 평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 제휴파트너를 얼마나 잘 선정할 수 있느냐

에 전략적 제휴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보다도 치밀하고 세세한 상호

간의 평가가 필요하다 .

資料: h ttp :// w w w .am iltd .com / N ew Creatin g.htm l

5) de la Sierra(1995) 참조. 양립성이란 제휴를 맺으려는 기업들간에 경영전략, 기업문화, 경
영관리 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음을 말한다. 능
력이란 파트너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경영자원과 핵심역량을 말한다. 그리고 몰입도란
제휴파트너가 제휴를 성공시키기 위해 경영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림 4] 전략적 제휴의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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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展段階에서는 선정된 파트너와 제휴하여 수행할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

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진다 . 이를 위해 일련의 워크샵 등을 통해 상호간에 존재하

는 견해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착수단계에서 행해졌던 리스크 査定 및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하게 된다. 또한 제휴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같이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나아가서 친밀도를 쌓아 기존에 존재하던 상호간의 갭을 메워가게 된다 .

成熟段階에서는 상호간의 조정과 전략적 제휴의 실행을 통해 확보된 공통의 기

반을 바탕으로 각 회사의 비전을 추구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영을 하여,

궁극적으로 이윤 증대로 이끌어 가는 단계이다 . 이 단계에서는 이미 상호간에 확인

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략적 위치조정에 대해 상호간에 발

전적인 협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나 . 戰略的 提携 維持上의 留意點

1) 最高經營者의 確固한 意志

전략적 제휴는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가 얼

마나 관심을 갖고 임하는가가 중요하다 . 물론 최고경영자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

는 구체적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締結過程에서 관련 담당자를 성원하

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전략적 제휴는 최고경영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전략적 제휴가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설 때까

지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최고경영자가 바뀌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부각된다 .

2) 提携內容의 明確化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제휴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는

전략적 제휴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6)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責任所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특정 사업부문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6) 실제로 서로간에 전략적 제휴로부터 기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간에 이해가
잘못되었을 때는 제휴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다.

- 10 -



포커스

될 경우 제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에는 협약서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그 경우 일반적

인 企業慣行에 따라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상호간에 책임 여

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발단이 되

어 심지어는 제휴관계가 파기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 따라서 성공적인 전략

적 제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신뢰의 원칙 하에 책임을 공유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때 명확히 해야 할 항목으로는 제휴 분야, 소유지분 점유

율, 제휴 기간, 제휴의 종료 조건, 제휴의 중간파기시 배상, 이익 배분, 조세 문제,

운영상의 책임 등이 있다 .

3) 流動的 狀況에 對應할 수 있는 對備策 마련

전략적 제휴는 대개의 경우 구체적인 협약에 입각하여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다

른 어느 경영전략에 비해서 경영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 즉, 그만큼 제휴

관계가 쉽게 종식될 수 있는 조건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전략적

제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한 후 제휴관계가

파기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

책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異質的 企業文化의 融合에 따른 問題點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에도 기업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립할 수 없는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결

국 불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즉, 문화적 유사성과 전략적 보완

성을 갖지 못한 제휴관계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그림 5 참조)7).

7) Murray and Siehl(1989)은 Texas Instruments의 제휴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휴 당사자간
의 공유된 문화적 가치가 제휴의 성공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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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Mu rray, Allan I. an d Caren Siehl(1989).

이러한 문제는 국내외적 제휴 모두에 해당된다 . 국내기업끼리의 제휴에서는 상대

적으로 해외의 기업과 제휴8)할 경우보다는 문화적 충격이 덜할 것이나, 여전히 기

업문화의 차이는 존재한다 . 기업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각 기업의 경영방침,

인사, 급여, 기존의 관행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국내외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에는 기업문화의 차이가 어떻게 표출될 것이며, 나아가서 그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

하다 .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상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 기업의

組織文化와 民族文化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적 양립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 특

히 이러한 과정은 다른 나라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는 더욱 중요해진다.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구성원들은 두 조직의 문화적 상태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 아울러 변화의 조건이 명확하게 협상되어 전달되고 받

아들여져야 한다9) . 대개의 경우 이것은 非法律的 문서인 諒解覺書(memorandum of

8) 해외기업과 제휴할 경우에는 언어, 상거래 관행,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서 차이
가 생겨날 것이다.

[그림 5] 전략적 및 문화적 적합성과 제휴 성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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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형태로 작성되어 지침으로 사용된다 .

Ⅲ . 國內 保險會社의 戰略的 提携 活用方案

1. 우리나라 保險會社들의 戰略的 地位

가 . 向後 保險環境變化 展望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1990년대 들어 개방화와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급격한 변

화를 겪던 와중에 외환위기로 인한 景氣沈滯의 長期化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다 .

이러한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과 단

기적인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여 경영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표 1> 보험회사를 둘러싼 환경변화 전망

변화요인

기회요인

규제완화에 따른 보험사업영역 확대

국민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가의 복지기능 위축에 따른 민영보험영역 확장

위협요인

금융환경 불안정에 따른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증대

금융기술혁신에 기초한 금융업의 통합화에 따른 타업종과의 경쟁 심화

요율자유화에 따른 보험회사간 요율경쟁의 심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소득저하로 인한 잠재적 보험수요 위축

보험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보험자의 국내시장 진출 적극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

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향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해갈 요인

은 기존의 변화추세에서 더 나아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보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規制緩和와 再規制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정부

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

9) Rao an d Sw am in ath 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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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전망이다 . 구체적으로는 價格自由化 日程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간 적정한 料率競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資産運用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

이다 .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재무건전

성규제를 중심으로 規制가 강화될 전망이다 .

資料: 富 直記(1998), p . 16.

둘째, 금융산업 업무영역 자유화에 따른 업종간 相互進出이다 . 금융산업 업무영

역의 자유화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

다 . 은행과 증권간의 업무영역은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으며, 은행과 보험간의 業務

統合이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의 반영으로 머지 않아

이들 세 업종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10) . 업무영역의 통

합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듯이 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도매금융과 가계를 주된

상대로 하는 소매금융으로 구분되고, 동시에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10) 예를 들어 보험시장과 증권시장의 일부는 통합될 수 있다. 즉, 보험시장의 리스크를 증
권화 하여 자본시장의 투자가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상품으로서 성립할 수 없었던 유형
의 리스크도 상품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 빅뱅 이후 금융업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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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향후의 경쟁이

소비자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얼마나 빠르게 제공하는가에 있

음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

셋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이다 . 지금까지 보험시장은 공급

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消費者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향후

에는 수요자인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향후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과 서비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거나 공시된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에 비추어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보험회

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되지 않고 외면당할 것이다 . 따라서 보험회사는 고객중심

의 경영전략을 세워서 대응함과 아울러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확대이다 .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소위 老齡化社會

로 이행될 전망이다 . 갑작스러운 노령화사회 로의 이행은 사회보장이 미비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민영보험에 대한 수요증대를 불러일으켜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

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보장형 상품보다는 개인연금

과 같은 저축성 상품의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여기에는 민영보

험이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와 관련법이 어떻게 개선되는가가 중

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

다섯째, 個人主義化에 따른 소비자 니드의 다양화이다. 경제성장이 일정궤도에

오르고 소득수준이 높아짐과 아울러 정치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가 획일적

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의 니드를 중시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 이에 따라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商品開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나 . 國內保險會社의 戰略的 地位

국내보험회사는 외국의 선진보험회사에 비교할 때 보험기법이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는 요율 산정, 언더라이팅, 상품개발 등 많은 측면에서 지적되고

- 15 -



포커스

있다 .

또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수익성보다는 규모확장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취

해왔다 . 그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과 교보 등이 규모 면에서는 세계적인 보험

회사로 성장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0.3%와 0.4%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림 7 참조) . 손해보험의 경우도 삼성화재가 0.4%, 현대해상이 0.1%, LG화재가

0.4%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8 참조).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의 규모위주의 성장전략에서 內實을 기하

는 경영전략으로 전환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 내실을 기하는 경영전략이란 선진

적 보험기법을 바탕으로 수익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 이것은 보험회사가

규모의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先進的 保險技法을 기

반으로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경영전략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다 . 실제로 보험회사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동향을 좇아 글로벌 무대에서의 대

경쟁을 위해 몸집 불리기에 착수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국제적 순위도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예로 1997년 1월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험

그룹인 AXA와 UAP가 합병하여 자산규모로 세계최대의 민간보험그룹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 이어서 1997년 10월부터 1998년 초에 걸쳐 프랑스 제2위의 보험회사인

AGF를 둘러싸고 이태리 최대의 보험회사인 Generali와 독일 최대의 보험회사인

Allianz가 국제적인 매수합병전을 벌여, AGF 본체는 Allianz에 매수되고 독일자회사

는 Generali에 매수된 사례도 있다 .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선진적인 보험기법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개발, 판매채널,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등의 전반적 분야에

서 선진적인 보험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오래 전부터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 영업을 해온 선진 보험회사들은 각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구축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規制緩和를 경험한 기간이 짧아 아직 본

격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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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국제적 위치(1997년 기준)

[그림 8]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국제적 위치(1997년 기준)

포커스

AEGON
Cathay

CIGNA ING
Norwich Atena Metropolitan
Skandia Fortis

New York
Meij i Dai-Ichi Nippon

Smitomo

AGF Prudential AXA

Kyobo Samsung

註: 수익률 = (수익/ 수입)×100
수입은 수입보험료, 투자소득, 그리고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포함함.

資料: h ttp :// w w w .p athfin der .com / fortu ne/ global500/ in du stries/ in d 1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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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수익률 = (수익/ 수입)×100
수입은 수입보험료, 투자소득, 그리고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포함함.

資料: h ttp :// w w w .p athfin der .com / fortu ne/ global500/ in du stries/ in d 1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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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선진적인 보험기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노하우의 도입 및 축적과

더불어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대대적인 구축이 요망된다 . 이는 향후 보험시장의 성

장을 주도할 보험종목이 年金, 健康保險 및 長期看病保險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

하다 . 즉, 우리나라는 생손보를 막론하고 연금상품과 장기저축상품의 비중이 높아지

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진적 자산운용기법의 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최신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의료분야

의 서비스네트워크의 구성도 역시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과제는 보험회사의 대형

화를 요청하는 이유가 되며, 대형화를 위해 引受 合倂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다 . 그러나 중소형사들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자금력 등의 측면에서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 環境變化에 對應한 保險會社의 課題

우리나라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지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보

험회사들은 [그림 9]에서 아직은 규모 성장을 중시하나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 있는

Ⅰ의 위치에 있다고 본다 . 그런데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은 이미 Ⅴ(第一生命, 住友生

命, Prudential, Royal & Sun, Commercial Union 등)와 Ⅵ(AXA, 日本生命, Allianz 등)

이 아니면 Ⅷ(ING, CIGNA, Metropolitan, Allstate, Hartford 등)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

략적으로 Ⅸ의 위치로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전략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Ⅴ를 거쳐서 Ⅸ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

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構造調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현재 생명보험회

사 중에서 7개 생명보험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 그리고 내년부터 時

價主義 會計制度(有價證券評價充當金 積立)가 보험산업에도 적용되면 추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보험회사들도 생겨날 것이다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단기적으

로는 증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시

스템의 구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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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經營效率化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앞서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수익성보다는 외형위주의 성장전

략을 택해왔다 . 그 결과 같은 규모의 외국보험회사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뒤지는 것

은 물론이고 지급여력 부족과 같은 보험경영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보험회사간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영을 효율화하여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셋째,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顧客滿足經營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일

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과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 이는

고객이 緣故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가격 및 품

질, 서비스 등을 중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보험상품에도 브랜드를 중시하

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넷째,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합금

융서비스 제공은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

[그림 9] 보험회사 발전의 전략적 단계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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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 이미 선진국들에서 종합금융화를 채택하고

있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國境과 業種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선진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이 인수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회

사들도 종합금융화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 戰略的 提携의 目的

가 . 構造調整에의 對應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제휴가 아닌 지

분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의 구조조정의 내용은 대

부분의 경우 부족한 支給餘力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따

라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하려는 보험회사는 자사가 일시적으로 資

金調達 및 運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분을 참여하려는 상대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렇지 못하다면 증자를

통한 지분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조조정 대응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제휴는 의미

가 없을 것이다 . 왜냐하면 퇴출 직전에 있는 보험회사들과 제휴에 나설 상대를 과

연 쉽게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11).

나 . 先進保險技法의 習得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보험기법을 습득하는 것은 전략적 제휴의 고전적 목적

중의 하나이다 . 이는 대개의 경우 선진보험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특히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보험회

사들은 그 동안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保險技法의 발전이 뒷받침

11) 일반적으로 제휴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상대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을 경우 부적절한
제휴상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제휴의 대상보다는 인수의 대상으
로 상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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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競爭時代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상당한 의

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때 선진보험회사로부터 선진기법의 전수가 필요한 분야로는 상품개발, 마케

팅,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 이들 분야에 대한 노하우는 단순히

막연하게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교환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선진기법의

도입을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휴 체결시 이러한 내용

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1) 商品開發

상품개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규제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으나, 새로이 성장하는 개인연금 및 退職年金, 健康保

險, 長期看病保險, 傷害保險, 賠償責任保險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보험회사로부

터 많은 노하우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금융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금융의 證券化와 綜合金融化 현상이다 .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품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는 투자신탁 또는 은행 더 나가

서는 증권회사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이들 타금융기관과의 제휴는 상

품개발단계에서 수요자의 니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옵션을 유형화

하여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보험기능에 덧붙여 저축기능이 강

화되는 방향에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국의 선진보험회

사들이 종합금융화에 대응하여 타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상품을 개발하는

노하우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

2) 販賣채널 補完과 언더라이팅

판매채널의 경우도 생명보험은 주로 모집인에 의존하고 손해보험은 주로 대리점

에 의존해왔으나, DM이나 중개인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활용한 마케팅기법을 습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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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매채널의 효율화와 顧客中心의 판매채널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판매채널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두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 이를 위

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非保險 金融機關 및 流通業體와의 제휴이다.

비보험 금융기관과의 제휴는 지금까지 보험업계의 현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방

카슈랑스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의 문제이다 . 물론 이것은 현재 일부 카드회사 또

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본격적인 販賣提携의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고려할 수 있다 . 유통업체가 금융기관의 판매채널

로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다양한 수요자 층을 직접 접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12) .

한편 언더라이팅의 경우도 리스크를 분류하고 그 크기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

3) 資産運用

자산운용분야의 선진기법의 습득은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나 향

후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타금융기관과의 수익률 경쟁 등을 염두에

둘 때 선진화가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

자산운용은 은행, 증권,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

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이다 .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측면에서 보험회사

가 다른 금융기관과의 競合度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산운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

진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노령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연금 등 老後所得 확보를 위

한 보험상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축성상품의 역할이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

저축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국내 보험회사들은 타금융기관이나 해

12) 실제 영국의 경우 1997년에 두 개의 수퍼마켓이 은행업 면허를 획득하여 소매금융 분야
에 진출하였다. 현재 이들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저축예금(점포와 현금의 물리적
반송을 요하는 결제성예금과 송금업무는 취급하지 않음) 외에 신용카드 론, 소비자 론,
주택 론, 그리고 家財保險과 애완동물(p et)보험 등 본업의 물건판매에 관련한 것으로 한
정하고 있다.
이와 경우는 다르지만 일본에서도 세존그룹과 다이에그룹은 저당증권, 증권, 보험에 일
찍부터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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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선진보험회사에 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수익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적 자산운용기법의 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타금융기관과의 제휴가 요망된다 .

다 . 新規事業分野 進出

전략적 제휴는 보험회사의 신규사업 분야의 진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

는 타사업 진출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진출대상 분야가 협소하나, 향후

규제완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진출대상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13). 그렇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제휴상대와 합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신규사업분야에 진출함으

로써 本業인 보험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保險會社의 戰略的 提携 對象

가 . 外國保險會社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보험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험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ENT제도의 폐지로 인해

일정한 適格要件을 갖춘 외국보험사는 언제라도 국내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 . 國內保險會社

국내보험회사간의 전략적 제휴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이들이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같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 그리고 보험산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현대, 대우, LG 등이 생

명보험산업에 진출하고 綜合金融化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그룹내 보험회사간뿐만

아니라 그룹내 타금융기관과의 제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13)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자산운
용회사, 투자자문, 병원을 비롯한 건강관련 사업, 노인유료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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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그룹내에 속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간 또는 손해보험회사간의 전략

적 제휴는 상호간에 競爭關係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

다 . 다만 보험회사들이 專門化 戰略을 택한 결과 각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종목이

상호간에 겹치지 않는다면 전략적 제휴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 非保險 金融機關

비보험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첫째로,

마케팅 측면이다. 둘째로, 상품개발 측면이다 . 셋째로, 자산운용 측면이다 . 보험회사

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마케팅 측면에만 業務提携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또한 景品提供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보험회사들은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을 판매할 경우 은행영업망을 활용

한 대량고객 모집, 비용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은행을 통한 보험료 납부 등과 같

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銀行商品으로는 수익

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으며, 타업종으로 진출하기 전에 새로운 업종에 대한 適應期間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자원을 새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얻는 것보다 제휴파트너와 공

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規模와 範圍의 經濟 시현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전략적 제휴를 고려할 것이다 . 또한 부족한 기술 및 경영기능의 보완

과 더불어 신상품개발에 있어서도 훨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14) .

보험회사가 아직은 타금융권과 保險引受 販賣라는 점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

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은행을 비롯한 타금융기관

들이 방카슈랑스의 형태로 계속해서 보험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도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14) 은행-보험사 제휴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 신용경제 , 1997년 12월호, p .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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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流通業體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小賣金融을 취급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消費行態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보험수요의 니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는 장점이 있다 . 특히 대형소매유통업체들의 경우 고객카드 등을 통해 수집된 막대

한 양의 소비자정보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니드

에 부응하는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4. 保險會社가 活用 可能한 戰略的 提携 시나리오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전략적 제휴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표

2>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2> 목적별 제휴대상의 적합도 매트릭스

구조조정

대 응
상품개발 판매채널 자산운용

외국보험회사 ◎ ○ △ ○
국내보험회사 △ ○ △ △
타금융기관 △ ◎ ◎ ◎
유통업체 △ × ◎ ×

註: 시너지 효과의 발휘와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리함.
◎: 최적, ○: 적합, △: 고려할 수 있으나 실현가능성 희박, ×: 부적합.

먼저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보험회사의 지분참여15), 선진보험기법의

습득을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보험회사, 상품개발 목적을 위한 제휴대상으로는 타금

융기관, 새로운 판매채널의 구축을 위해서는 타금융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제휴하는

것이 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이하에서는 이들 시나리오별로 제휴 가능성과 효과

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15) 국내보험회사, 타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의 지분참여도 가능할 것이나, 구조조정의 와중
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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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外國保險會社와의 提携를 통한 構造調整 對應

외국 보험회사의 지분참여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것은 현재 경영개선 명

령을 받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에게 거의 유일한 代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6) . 제휴를 하게 되는 내용은 증자시 외국보험회사가 지분참여를 하고 그

에 상응하는 경영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 보험회사

들은 국내 보험회사들에 대한 持分參與가 적절한 것이 될 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

을 내리게 될 것인데, 특히 현재의 재무적 건전성과 향후 성장전망을 중시할 것으

로 예상된다 . 이들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어 외국 보험회사가 지분참여를 하

게 될 경우에는 업무상의 제휴가 활발해져 선진적인 보험기법 및 경영기법의 도입

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經營改善命令을 받은 국내 보험회사들 중에서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지분

참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보험

회사의 자본 참여를 통해 構造調整에 대응할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려는

보험회사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외국 보험회사들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 특히 외국 보험회사들은

한국의 보험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험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찾고 있는 외국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제휴를 타진할 때 성

사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 外國保險會社와 先進技法 導入을 위한 戰略的 提携

선진보험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의 선진보험회사와 전략적 제휴17)를 맺는 것

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生存戰略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선진기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로 외국보험회사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

16) 외국의 연기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본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으나, 모두 외국보험회사가
지분참여를 하는 범주에 넣어 판단하기로 한다.

17)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동일한 환경 하에서 성장하여 왔고 서로간에 차별화된 측면이 크
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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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 그런데 보험기법은 각 보험회사의 경쟁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가 일정 정도 쌓이거나 그에 대응하여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제시한다면 제휴 보험회사간 직원 相互派遣과 같은 방법

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되면 국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는 선진 보험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선진보험기법을 직접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보험시장 동향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상호간에 업무상의 제휴를 통해 상호간 신뢰가 쌓인다면 필요에 따라서

는 합작벤쳐의 설립이나 지분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제휴관계를 더 확대해갈 수 있

을 것이다 .

특히 商品開發의 경우 새로이 부각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외국 보험회사가 국

내보험회사에 비해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분

야로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들 수 있다 . 이렇게 개발

된 상품은 국내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국내

보험회사는 외국 보험회사에 상품개발비로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된다 하

더라도 국내 보험회사들이 곧바로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제휴관계를 오래 지속시

키기 어려울 것이다 .

다 . 他金融機關과 商品開發 機能의 提携

상품개발을 위한 타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는 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

회사 등과 이루어질 것이다 . 그러나 業務領域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종합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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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품개발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가장 높은 전략적 제휴가 될 것이다 . 즉,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貯蓄機能과 보험회사의 保障機能을 결합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이러한 제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은행 등 타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항시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산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렇기 때문

에 전략적 제휴가 맺어지더라도 상품개발의 主導權을 보험회사가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라 . 他金融機關과 마케팅 機能의 提携

판매채널의 效率化와 多樣化 차원에서 타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고려될 수

있다18) . 이 경우 대부분의 타금융기관을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나, 특히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는 엄청난 潛在力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9) .

이는 은행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顧客密着型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아직 소비자들에게 認知度와 信賴性 측면에서 지지기

반이 확고하지 못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타금융기관의 브랜드가 주는 좋은 이미지

를 활용함으로써 고객 확보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마 . 流通業體 등 非金融機關과 販賣 機能의 提携

유통업체를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에 관한 많은 정

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용이하게 고객과 접근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情報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다음으로는 유통업체가 보험회사의 대리점이 되어 판매채널로 이용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등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소비자들과의

18) 이는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와 결부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오영수(1997), p p . 52∼
64)를 참조할 것.

19) 이는 현행 보험업법상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나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의 시행에는 기존 판매채널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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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빈번히 요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날 것이

다20).

또한 비금융기관의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知名度가 있을 경우 동일브랜드

를 사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공동마케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바 . 他金融機關과의 資産運用 提携

자산운용을 위해 타금융기관과 제휴하는 것은 전문적인 資産運用會社를 갖는 것

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득이 되지 않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21) .

향후 金融不安定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수익률 경쟁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수익률이 낮은 보험회사는 시장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 이러

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여 수집된 막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22) . 그러나 일부 대

형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규모의 자산운용조직을 두는 것은 비용측면에

서 規模의 經濟效果를 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

자신탁회사 또는 무츄얼펀드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Ⅳ . 結論

이상으로 글로벌 경쟁이 진행되는 보험산업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생존하

20) 일본의 유통업체인 크레디세존이 1997년 11월에 미국보험회사인 Allstate와 합자관계를
재구축한 후 1998년 가을부터 콜센터를 확충하여 Allstate의 자동차임의보험 텔레마케팅
을 시작하기로 한 사례도 유통업체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사례로 꼽을 수 있다.

21)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는 日本生命保險이 Pu tn am Investm ent와 1997년 6월에 자산
운용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은 사례를 꼽을 수 있다.

22) 東京海上의 경우 1998년 4월 23일 자회사인 東京海上엠시投資顧問(株)을 통해 미국의 자
산운용회사인 UAM (United A sset M an agem ent)과 投信商品開發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투신사업에 진출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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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략적 제휴를 살펴보았다 . 전략적 제휴의 최종 목적은 協

助에 있는 것이 아니라 競爭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경쟁시대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데 얼마나 신속히 최소

의 비용을 들여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이러한 점

에서 전략적 제휴는 자신의 약점을 상대의 강점으로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費用과 時間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세계적 수준

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선진보험회사

들과 다양한 전략적 제휴와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고객의 니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 또는 유통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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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國의 醫療保險制度 現況과 改革 事例 1 ) *

<目 次>
Ⅰ. 序論

Ⅱ. 社會保險方式의 경우: 獨逸과 네덜란드

Ⅲ. 國民保健서비스方式의 경우: 英國

Ⅳ. 民營保險方式의 경우: 美國

Ⅴ. 結論

Ⅰ . 序論

198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던 社會保險 시스

템을 존속시키기 어렵게 되자 市場과 民營保險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代案策으로 민영보험의 역할에 주목하여 왔는데

양자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되어 왔다. 이와 다른 한편으

로 의료보장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사회보

험적 성격을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改革이 논의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人口의 老齡化 및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의 문제

에 대처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형평과 효율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국이 처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져 왔으며 그 중 몇 가지는 실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 도입의 역사가 짧고, 급부내용이 불충분하여 선진국가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이경희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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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수평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本考에서는 社會保險方式을 취하고 있는 독일과 네

덜란드, 국가서비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完全民營方式에 의존하는 미

국의 의료보장제도 현황과 제도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 社會保險方式(Nationa l Hea lth Insura nce : NHI)의 경우

1. 獨逸

가. 醫療保險制度 現況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ity)

을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의료보험 분야 역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理念에 기초하고 있다. 1883년

에 시작된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는 주요한 운영상의 변경이나 의료지출의 억제 등이

수 십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틀에는 변함이 없다.

1) 被保險者 및 保險者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國民皆保險主義를 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고소

득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公的醫療保險制度의 강제

가입 대상은 일정소득 이하의 직장근로자 및 일반근로자, 연금수급자, 특정자영업

자, 농림업경영자 및 그 가족 종사자, 실업자,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자

복지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자, 일반학생 등이다.

독일의 의료보험 공급은 職種別ㆍ地域別 질병금고(sickness fund)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996년 현재 760여개의 질병금고가 존재한다. 질병금고는 가입대상에 따라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연방광산근로자조합, 생

산직ㆍ사무직 근로자보충금고, 농업질병금고 등으로 구분된다.

전 인구의 88% 정도가 질병금고에 가입해 있으며 이 중 75%는 義務加入者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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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養家族이며 나머지 13%는 임의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이다. 임의가입자는 가입의

무면제자, 사업경영자, 가족종사자 중 연소득이 강제가입상한액 이상인 경우와 일정

소득 이상의 직장근로자나 일반근로자, 피보험자의 유족 또는 이혼한 배우자, 피보

험자의 자녀로서 家族給與를 받고 있지 않은 자, 기타 연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자 등이다. 이들 任意加入 대상자들은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중 본인이 선

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독일 인구의 약 16%가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소득계층에 속해 있다.

<표 1> 독일 공적의료보험 제도상 강제가입자의 소득상한 및 하한

(단위: DM, 월)

資料: 독일의료보험의 현주소와 개혁논의 , 의료보장 , 1996. 8.

<표 2> 독일의 질병금고 수와 피보험자 수

(단위: 개, 천명)

註: 서독과 동독지역의 합계임.
資料: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분야별 비교조사 , 1997.

연도

상한 하한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1990.1.1
1991.1.1
1992.1.1
1993.1.1
1994.1.1
1995.1.1
1996.1.1

4,725
4,875
5,100
5,400
5,700
5,850
6,000

2,025
2,250
2,925
3,975
4,425
4,800
5,100

470
480
500
530
560
580
590

200
220
300
390
440
470
500

구분 금고수 피보험자수 강제가입자 임의가입자 연금수급자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농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연방광산근로자조합

생산직근로자보충금고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20
640

57
21

2
2

13
13

22,149
5,219
3,000

642
49

1,197
943

17,643

12,780
2,779
2,310

290
22

253
684

10,990

1,278
575
242

36
11
28

109
3,471

8,091
1,864

448
316

16
914
150

3,182

합 계 768 50,842 30,108 5,750 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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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財源調達

독일의 경우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租稅, 給與稅, 本人負擔, 民營保險 등의

형태로 조달된다. 총 의료재원의 60% 정도를 급여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조세는

21%, 본인부담은 11% 정도이며 나머지 7% 정도를 민영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질병금고의 의무가입자는 급여의 일정부분을 갹출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1/ 2

씩 부담하며 갹출수준은 9∼15% 사이로 금고에 따라 다르다1). 이와 같은 질병금고

간의 보험요율 격차에 따른 불공평한 부담은 1993년 醫療保障構造改革法 추진의 배

경이 되었다. 질병금고들은 임의가입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낮은 보험료보다는 주로 다양한 급부의 제공을 통해 경쟁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는 年齡ㆍ性ㆍ危險度ㆍ扶養家族數와 본인부담(cost-sharing) 정

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데 대체로 20세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고, 50세

이상 가입자는 높다. 따라서 민영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기혼자와 그 가족들은 질병

금고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며, 미혼이거나 고소득자는

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3) 保險給與

公的醫療保險의 給付는 1970년대 초까지 꾸준히 향상되어,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질병기간 중의 喪失所得과 豫防的 治療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의료보험 급여의

형태는 상병수당과 분만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용역과 의료재화를 중심으로 한 현

물급여로 지급되는데 이러한 급여는 질병금고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병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적의료보험의 급부는 크게 健康促進 및 疾病豫防을 위한 급여, 질병의 조기발

견을 위한 급여, 질병시의 급여, 기타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병치료 부문에

서는 외래진료, 치과진료, 약제, 의료기구, 입원진료, 요양소진료(nursing-hom e

care), 장기간병 등을 제공한다.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적질병금고와 동일한 급부를 제공하지만 추가

1) 1996년의 경우 평균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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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어메니티(am enities)를 제공한다. 질병금고에 가입한 가구들 중 많은 수가 제한

된 기본급여(basic p ackage)를 초과한 급부를 제공받기 위해 보충민영보험에 가입하

는데 추가적인 민영의료보험 급부로는 입원시 병실사용(p rivate room s), 해외여행

중의 의료비 지출, 齒科 및 안과치료 등이 있다.

독일의 의료급부 중 특이한 점은 高齡者 階層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의료보험

급부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까지는 공적의료보험 급부 중 기타급여 항

목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급여가 보

장되었으나 1995년 1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高齡者看病保險制度가 운

영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고령자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자

동적으로 고령자간병보험의 被保險者가 되며 그 가족도 자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

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역시 의무적으로 민영보험의 고령자간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점차적으로 居宅看病과 施設看病 부문으로 확대시행되었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1/ 2씩 부담하는데 도입 첫 해인 1995년에는 1.0%이었

으나 1996년 7월부터는 1.7%로 인상되었다.

高齡者看病保險의 급여는 가정요양, 시설요양, 현물요양급여, 현금요양, 要看病者

에 대한 급여와 간병제공자에 대한 급여로 구분된다. 이 제도는 필요비용을 완전히

부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간병의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도움을 지

원하고 촉진시키며 시설간병의 경우에도 관련비용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수준이다.

나. 醫療保險制度의 改革 및 成果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 지출을 질병금고와 정부기관과 같

은 제3의 지불기구(third-p arty)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費用意識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피보험자들은 그들의 의료수요를 제한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고, 의료공급

자들 역시 醫療供給量을 제한할 금전적 인센티브가 적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진

료비용과 입원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질병금고에서 1인당 가입자에게 지불한 금액

은 1970∼1990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하였다($518→$2,350). 그러나 독일 국민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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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준의 社會保障保險料2)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요율의 인상을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도입된 의료보험개혁은 주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

자의 비용의식을 고양시키거나 給與의 廢止ㆍ縮小, 질병금고와 의료공급자간의 협

상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1) 1989년 改革

1980년대의 醫療保險改革은 병원지출과 약제비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료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효과

는 크지 않았다.

1989년에 실시된 醫療保障改革法(GRG)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가입자의

疾病金庫 選擇을 허용하였다. 1989년 이전에는 의료보험이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되어 생산직 근로자는 모두 질병금고의 피보험자가 되었던 것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는 가입한도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의가입이 인정되었

다. 그러나 1989년 醫療保障改革에 의해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폐지되면서 생산

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무직 근로자와 같이 加入限度額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게는 가입의무가 면제되었고, 임의가입자에게는 질병금고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각 질병금고에서 定款으로 직업ㆍ사업장 등에 따라 가입대상자를 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질병금고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다.

2) 1993년 改革

1993년 의료개혁에서는 엄격한 비용억제 조치가 취해졌으며 질병금고 선택의 자유

확대, 질병금고간 危險調整制度의 도입 등을 통해 制度의 效率化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가) 危險均等化 法案

1994년에 위험균등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보험자간 所得ㆍ年齡構成ㆍ扶養

2) 1996년 현재 의료보험료 13.4 %, 연금보험료 19.2 %, 실업보험료 6.5 %, 고령자간병보험료
1.7%로 소득의 40.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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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ㆍ性比 등 리스크의 차이를 조정하여 부담을 공평화하기 위한 財政調整을 말한다.

연방정부가 연령별ㆍ성별로 표준급여비를 설정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각 질병금고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가입자의 급여에 필요한 금액(소요보험료)을 산출한 후, 전체 금

고의 소요보험료를 전체 금고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총액으로 나눈 값을

각 금고의 소득에 곱한다. 이를 각 금고의 財政力이라 하는데 이 재정력과 소요보험

료를 비교하여 재정력이 소요보험료를 상회할 경우에는 상회하는 부분을 醵出하며

반대로 재정력이 소요보험료를 하회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交付하는 체제이다.

이 제도는 소득ㆍ부양율ㆍ연령구성ㆍ성비에 따라 수입, 지출면에서의 격차요인을

지표로 한 부담의 공평화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소득이 높고 고령자의 가입율이나

부양율이 낮은 보험자가 많은 금액을 갹출하고, 소득이 낮고 고령자의 가입율이나

부양율이 높은 보험자는 교부를 받게 된다. 즉, 4개 요소에 의한 위험구조 격차가

시정되어 질병금고간 競爭條件이 균등화되므로 調整 후에 재정격차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각 질병금고의 경영상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조정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때 적용인구의 특성

보다는 經營能力과 實積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보험자가 良質의 피보험자만을 선별

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진정한 경쟁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것

이다. 1995년 현재 위험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질병금고와 동업질병금고 등

에서 갹출하여 지역질병금고와 연방광산근로자조합 등으로 교부하였다.

2) 疾病金庫 選擇의 自由

1989년 개혁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질병금고 선택권이 自由化되었으나 이는 매

우 한정된 것이었다. 1993년의 개혁에서는 가입대상자를 한정하는 질병금고의 定款

을 폐지하여 임의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보험자에게 근무지 또는 거주지의 질병

금고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3). 질병금고 선택권의 확대로 각 질

병금고가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가입자는 가장 유리

3) 1997년 1월 1일부터 가입할 금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농업질병금고, 선
원금고, 연방광산질병금고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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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금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질병금고의 위험선택(risk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금고는 가입자의 地域과 業種을 초월하여 피보험자를 가입시키도

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해 질병금고는 經營效率性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대응하였다. 실제로 질병금고의 재정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合倂과 統

合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질병금고는 각 州당 1∼2개 금고로 통합되었

을 뿐만 아니라 동업조합질병금고 및 기업질병금고의 합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구서독 지역의 질병금고 수는 개혁이 시작된 1993년 1월에는 1천여개에 달하였으나

1996년에는 571개로 감소하였다.

<표 3> 독일(서독지역) 질병금고 수의 추이

(단위: 개)

資料: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분야별 비교조사 , 1997.

질병금고 가입자의 移動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료가 높은 지역질병금고에서 보험

료가 낮은 타 금고로의 이동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지역질병금고 전체에서

1.8% 감소하고 보충질병금고는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예상보다 이동

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우선 피보험자가 질병금고에 대한 情報를 충분히 가지고 있

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금고측에서 리스크가 높은 피

보험자의 가입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구조조정과 질병금고의 통합에 의해 질병금고간 保險料率의 격차가 축

구분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농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연방광산근로자조합

생산직근로자보충금고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272
855
156

19
1
1
8
7

267
692
152

19
1
1
8
7

264
684
151

19
1
1
8
7

259
680
148

19
1
1
8
7

257
673
145

19
1
1
8
7

223
653
139

19
1
1
8
7

84
634
122

19
1
1
8
7

12
485

39
18

1
1
8
7

합 계 1,319 1,147 1,135 1,123 1,111 1,051 87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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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어서 질병금고를 옮겼을 때의 利點이 적어졌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실제로 위

험구조조정 실시 이전에는 질병금고간 保險料率이 7∼16% 수준이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 후에는 9∼15%로 좁혀졌다. 이는 질병금고간 危險隔差를 조정하여 경쟁조건을

공평화하려는 조치가 市場競爭에 의한 피보험자의 이동을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 1996년 改革

1996년 9월에 保險財政節減法 이 제정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2000년대까지 사회보험 관련 지출을 GDP의 40% 수준까지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6년 5월에 시행된 危險構造調整 에 의해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의 시행으로 질병금고는 1997년 1월 1일까지 보험요율을 0.4%포인트 인하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급여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약제급여시 本人負

擔의 引上, 안경테에 대한 보조금 폐지, 휴양일 수의 축소, 상병수당의 인하4) 등으

로 주로 보험대상자의 自己責任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장래에도 의무급

여 중 일부를 임의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의료비의 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2. 네덜란드

가. 醫療保險制度 現況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는 중세 길드와 연관된 相互扶助의 理念에서 성장해 왔

는데 사회보험방식 형태의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입된 후 현재까지 존속되

고 있다.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는 公的保險과 民營保險이 혼합된 형

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구의 2/ 3 정도가 공적의료보험에, 나머지 1/ 3

정도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2가지 법 체계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하나는

4) 총임금의 80%에서 70%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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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醫療費制度(ZFW)이며, 다른 하나는 特別醫療費制度(AWBZ)이다. 양자는 각기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補完的인 역할을 담당한다.

1980년 이후에는 네덜란드 역시 다른 유럽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정책의 중심이

의료급부의 확대에서 費用抑制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질병금고에 가입한 사람

들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를 제한할 인센티브가 없고, 질

병금고는 一般金庫(general fund)로부터 모든 의료비용에 대해 상환을 받으므로 효

율적인 공급자를 선정할 誘引이 없었기 때문이다.

1) 被保險者 및 保險者

一般醫療費制度 중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대상자는 年收入이 일정소득 이하인 자,

65세 이상으로 연금이 일정액 이하인 자,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자로 이들은 전체

인구의 62% 정도를 차지한다. 公共部門 종사자 및 은퇴자 대상의 공적보험제도로

公務員健康保險制度가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이 제도에 가입하

고 있다.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 은퇴자 등 공적의료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전체 인구의 32% 정도가 민영건강보험

에 가입하고 있다. 特別醫療費制度는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적용 대상자 모

두를 포괄한 네덜란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기금과 민간의료보험자들 모

두 보험자가 된다.

일반의료비제도는 지역의 질병금고에 의해 운영되는데 주로 일반적인 위험을 대상

으로 한다. 질병금고는 그 지역내 모든 一般開業醫(GP)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GP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질병금고가 GP에게 인두할당

액(capitation allowance)을 지불하면 GP는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財源調達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크게 특별의료비, 질병금고에 의한 공적

보험, 민영보험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어 조달된다.

먼저 특별의료비제도의 재원은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所得比例保險料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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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덜란드의 의료보장 제도(1996)

資料: A dapted f rom The Ref orm of Health Care - A Comparative A nalysis of Seven OECD
Coun tries, H ealth Policy Stu dies, N O . 2.

부의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보험요율은 평균 임금의 5.8% 정도이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은 중앙지불제도(central paym ent m echanism )를 통해 질병금고와 민영보험회사

에 배정된다.

질병금고에 대한 재원은 소득비례보험료와 定額保險料, 조세보조금으로 구성되는

데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비례보험료는 連帶責任 부분에 해당하며 각 보험자들이 부

과하는 정액보험료는 競爭部分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비례보험료는 조세당

국에 의해 징수되어서 중앙금고(Central Fund)에 移管되며, 등록된 피보험자 수와

위험조정에 따라 각 보험자에게 배분된다. 정액보험료는 각 보험자가 직접 징수하

므로 組合經營의 成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3) 保險給與

一般醫療費制度의 급부는 매우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一般危險(non-catastrophic

임의보험료 민영의료보험
전체인구의 32 %

피
보 강제보험료 공무원의료보험
험 전체인구의 6%
자
와 강제보험료+조세보조 특별의료비제도

중앙지불

제도
전체인구의 100%

사
업 인두예산+조세보조+정액보험료 질 병 금 고 간
체 질병금고 경쟁

전체인구의 62 %
일반조세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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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GP가 피보험자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원치료 환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무료 서비스를 받

는다. 급여내용으로는 365일 이내의 단기 병원진료, 치과진료, 모성보건과 병원후송

비용 등이다.

特別醫療費制度(AWBZ)는 질병금고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의료비 지출을 보상

해 주는데 주로 在宅療養, 가정에서의 晝間診療, 장기간병, 의료기구, 정신치료, 장

애아 및 정신지체아 치료 등이 해당된다.

일반의료보험 이외에 자유롭게 보충의료보험(supp lem entary health insurance)

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부분의 급여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보조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실제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90% 정도가

치과나 기타 급부 등에 대해서 보충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영보험의 급여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代替給與, 補充

給與, 選擇給與 등이 있다. 대체급여는 강제적용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을 급

여하는 것으로 주로 입원, 전문의ㆍ일반의 서비스, 직업병치료, 의약품, 안과, 산부

인과 요양 등을 대상으로 한다. 補充保險은 강제보험에서 상환되지 않거나 不完全

한 급여를 보충하는데 주로 치과치료, 의료보장구, 선택적 의료, 회복기의 치료, 國

外治療 등이 해당된다.

민영보험의 급여내용은 공적보험과 거의 유사하나 공제(deductibles)와 같은 제도

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민영보험 가입자에게는 행위별 수가체

제가 적용되며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의사에게 지불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상환받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나. 醫療保險制度의 改革 및 成果

네덜란드 의료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財源調達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 제도간의 調和와 衡平性을 유지하는 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모든

질병금고는 中央疾病金庫로부터 그들 지출에 대해 상환받음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무감각하고, 민영보험자의 경우는 비용의식은 강하지만 주로 低危險의 피보험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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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려 하였다. 또한 보험가입자들이 위험이 낮을 때에는

민영보험에 가입하다가 위험이 높을 때에는 질병금고로 이전하여 민영보험으로부터

질병금고로의 逆選擇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방안이 모색되었는데 Dekker 위원

회에서는 1987년 3월에 Willingness to Change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

고서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equ ity)과 市場中心的인 경제적 인센티브

(efficiency)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려는 데 있었다. 의회의 토론을 거쳐 새로운 제도

의 도입을 위한 첫 조치가 1989년 1월에 행해지도록 하고, 1992년까지는 개혁의 완

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1993년에 정치적으로 폐지

되었다.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개혁은 매우 漸進的으로 수행되어 10년 가까운 개혁기간에

도 불구하고 Dekker 개혁안의 핵심적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으며 장래의 시행여부

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 De kke r 개혁안

Dekker 개혁의 두 가지 핵심사항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제고이다. 형평성 제고는

단일한 재원조달원으로 전국민에게 基本保險給與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는

보험자와 보험공급자간에 관리하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룩하려 하였다.

1990년에 Dekker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새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그 개혁안

의 명칭은 Plan-Sim ons 로 불린다. 이 개혁안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생산

능력에 대해 직접 통제하던 방식에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조절하

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가격 카르텔과 지역 카르텔 등 反競爭的인 정부의

규제가 붕괴된 것이다.

1993년에 위험조정인두불제(risk-adju sted cap itation paym ent)를 시행하였는데 이

는 고위험자, 노령인구, 旣往症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질병금고와 민영보험자는 고객유치 경쟁을

하며, 보험자는 中央基金으로부터 자신의 피보험자 집단의 위험에 따른 위험조정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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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료를 지불받으며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급여범위에 대한 선택에 따라 정율의 보험

료를 지불한다.

이런 제도하에서 각 보험자들은 낮은 定額保險料를 부과하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한다. 위원회에서는 보험자들 사이의 경쟁이 의료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런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질병금고가 모

든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맺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장 효율적인 의료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자의 수입은 중앙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위험조정인두불제와 피보험자가 납

입한 정액보험료의 合이 되는데 모든 보험자들에 있어 실제 소요비용과 위험조정인

두불제와는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자들은 定額保險料 부분에

서 경쟁하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보험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誘

引하는 것이다.

실제 의료비지출과 위험을 조정한 예상지출간의 차액이 적으면, 정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험을 책임지게 되므로 질병금고들은 과거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비

용억제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실제의료지출과 위험을 조정한 豫想支

出額 사이의 차이를 100% 수준으로 높여서 질병금고의 재정적 책임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5) 이것이 질병금고간 보험료 경쟁을 촉진시켜 의료부문에 새로운 동력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보험자들은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들 사이에 仲裁者 役割을 하는데 계약조건

에 대해 의료공급자들과 자유롭게 협상한 후 이들 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

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만료 후에는 다른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소비자들은 자기에게 最適의 給付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선

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改革의 效果

5) 위험조정인두불제의 불완전성 때문에 실제의료비지출과 위험조정인두불간 차액의 3 %만
을 질병금고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관련 지출의 97%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완전히 상환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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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전인 1941∼1991년 기간에는 모든 질병금고들이 그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완전한 상환을 받았으므로 질병금고들은 단순한 행정기구에 불과하였다. 그러

나 제도개혁으로 인해 질병금고들은 위험을 보유한 企業體로 변신하게 되었다. 또

한 1941년 이후로 질병금고들은 영업구역 내에서 계약을 원하는 의료공급자들과 계

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1994년부터는 질병금고가 의사와 약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부터는 몇 개의 民營健康保險會社들이 새로운 질병금고조직(sickness fund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개혁의 조치로 인해 질병금고시장의 進入이 자

유화되었음을 의미한다.6) 더불어 1992년부터 질병금고 가입자들에게 2년에 1회씩

타 질병금고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는 정액보험료, 의료서비스의

質, 名聲 등에 기반하여 보험자간 潛在的 競爭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

치들은 시장지향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향후 네

덜란드 의료시장의 기능과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혁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언급할만하다. 먼저 市場指向的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1990년대

초반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경쟁적인 의

료서비스 제도하에서는 진료의 질이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려는 노

력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초 이래 질병금고의 內部構造가 전체적

으로 再調整되었는데 과거 행정위주의 관리자 역할에서 시장중심의 혁신적 경영자

역할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예를 들면

질병금고가 의료장비 공급자들간의 카르텔을 붕괴시켜 가격이 1/ 4∼1/ 3 정도 인하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利害團體의 抵抗, 政治的 理念의

相衝, 기술적인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개혁은 매우 완만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6) 1941∼1991년 동안에는 기존의 질병금고간 합병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질병금고의 설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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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國民保健서비스方式(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경우: 영국

1. 醫療保險制度 現況

英國의 의료보장은 194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 HS)방식으로 재

원은 一般租稅에 의존하여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無料로 제공하고 있다. N HS의

기본구조는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등 醫療供給의 社會化를 전제로

운영되는데 보건성 - 지방사무국 - 지역보건당국(District Health Au thorities: DHA)

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성은 보건서비스의 전 분야에 걸쳐 책임을 지는데 지역에서 공급해야 할 의

료서비스의 종류ㆍ규모ㆍ균형 등을 결정하며 지방사무국을 統制ㆍ指導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N HS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 지방사무국은 보건성과 지역보건당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地域保健當局은 N HS의 실제활

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의 N HS 제도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單一財源을 통해 의료를 割當하기 때문

에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는 등 巨視的 效率性

을 달성할 수는 있었으나 微視的 效率性을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財源不足(underfunding) 문제로 1980년대 영국의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

중은 6.0%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국이 이렇게 낮은 의료지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진료와 응급진료를 제

외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대기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

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價 醫療技術의 發達과 老齡化 등과 같은 요인으

로 의료수요는 증대된 반면 1980년대의 景氣後退로 재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

기자 수가 누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병원에 더 많은 資源을 할당하거나 부실경영을 하는

병원에 지원을 줄이는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기

대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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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도한 中央集中化에 따른 폐해로 N HS 종사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 등이

중앙에서 단일하게 결정되므로 이것이 지역사정과 맞지 않을 경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微視的 效率性을 달성하기 위해 N HS 개혁

이 추진되었다.

[그림 2] 개혁전의 NHS 조직

2. 醫療保障制度의 改革

영국의 의료보장 개혁은 1989년과 1996년 사이의 짧은 기간내에 완료되었기 때

문에 빅뱅개혁(big bang reform)으로 불리운다. N HS 개혁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

되었는데 이는 N HS의 理想的 理念具現과 現實的 資源制約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

된 것이다. 개혁은 N HS 내부에 시장기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것은 1990년에 국민보건서비스ㆍ커뮤니티케어법 으로 立法化되었고 1991년 4월 1

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의 N HS 조직을 의료서비스의 購買者와 供給者로 구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보건당국이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예산을 관할지역내 병

원에 총액예산의 형태로 再配定하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건성 본부

기본정책결정, 기본정책에 근거한 관리운영

지방사무국

해당지역 N H S 서비스의 감시ㆍ평가

지역보건당국(DH A)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서비스의 구입주체

GP, 치과의, 약사 등의 서비스 구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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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다. 그러나 제도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에서는 지역보건당국이 주요 구매

자가 되고, 병원 등이 공급자가 되어 회계연도 초에 어느 병원이 어떤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契約을 맺는다. 따라서 지

역보건당국의 기능은 여러 병원들 중 우수한 진료와 費用效果的인 의료서비스를 구

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병원도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제공한 診療量에

따라 지역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비를 받게 되었다.

[그림 3] 개혁 후의 NHS 조직

資料: Ch ris H am ed .(1998), H ealth Care Reform : Learnin g from In tern ation al Exp erience,
Op en Univer sity Press, p . 50.

사회보장청

보건성
N HS 관리본부

지역사무소

의료당국 N HS 트러스트

특별의료당국

(Sp ecial H ealth
Au thorities)

GP fu ndholder 일반개업의(GP)

의료서비스

구매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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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기금(N HS Tru st)을 설립하여 보건당국의 관리로

부터 독립하였으며 公立病院도 직원의 채용ㆍ自費患者의 수용ㆍ의료 이외의 사업실

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병원들간에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

이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N HS 개혁은 의료서비스의 私有化 개념과는 달리 공공부문 내에서 시장원

리를 도입하는 소위 內部市場 原理를 적용한 것이다. 즉, 일반조세를 통해 의료서비

스를 무료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기본원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의 조직이

었던 공공부문을 구매자와 판매자로 구분하여 시장에서처럼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

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競爭體制가 어느 정도 효

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97년의 노동당 집권 후에도 보수당 정권하에서의 개혁

은 큰 변화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Ⅳ . 民營保險方式의 경우: 美國

1. 醫療保障制度 現況

美國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公的制度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GDP 대비 14%에 달하는 대단히 높은 의료비 지출과 약 3,500만명 정도의 無保

險者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

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市場經濟와 自己責任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하에

서 高齡者 및 低所得者와 같은 취약계층만을 보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

기 때문이다.

公的醫療保障制度로는 65세 이상 노인 및 신체장해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m edicare) 제도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 edicaid)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民間醫療保險으로는 고용주제공단체의료보험(employer

sponsored group health insu rance)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제도는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OS(Pointed of Service)와 전통적인 의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HMO, PPO,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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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統合 또는 連繫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

고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흔히 매니지드 케어(m anaged care) 조

직으로 불리운다.

미국에서 공적의료보험 및 민영의료보험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자는 다

음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 첫째, 雇用主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주로 25인 이하의 小企業에 고용된 저임금 종사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이다.

둘째, 고위험의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의료보험의 引受를 거부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저소득자로서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이다. 넷째, 메디

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프로그램의 가입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2. 醫療保障制度 改革

미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전 국민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이 醫療保障 擴大에 의한 형평성 제고와 효

율성 증대 및 의료비 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 매니지드 케어 組織의 擴大

미국에서는 醫療의 質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過剩消費 및 공급자의 過剩供給을

억제하여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전통적인 의료보험에서 관리의료제도로

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다. 매니지드 케어 조직은 보험자가 제3의 지불기구없이 의

료서비스 자체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통합된 保

險料 先拂方式의 의료공급제도이다.

이 제도의 核心은 의료분야는 타 재화와 달리 시장메카니즘이 잘 기능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관리하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관리경쟁모델은 기존의 成果給(Fee For Service) 방식에서 벗어나 定額制(Fee

For Paym ent)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무

보험자의 비율을 낮추고 진료가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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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계의 過剩診療를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 의료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民間企業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공적의료보험에서도 의료급여의 제공을 HMO에 위탁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매니

지드 케어 보급이 확산되었다. 공적건강보험 수혜자 중 1990년에는 2백만명이 매니

지드 케어에 속했으나 1996년에는 8백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민영보험에서도 특히

200인 미만의 中小規模 事業場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 조사7)에 의하면 1988

년에는 성과불제의 비중이 70%에 이르렀으나 1997년에는 이 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하고 나머지는 매니지드 케어 조직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지드 케

어 조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이는 복

수 매니지드 케어 조직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나. 衡平性 追求를 위한 制度 導入

미국에서는 무보험자를 의료보험의 틀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논의되었는데 1990년 이후 제안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주강제보험 프로그램(play-or-p ay program)

雇用主强制保險 프로그램은 전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모든 고용주

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나머지 자영업자, 非勤勞者

및 貧民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기관의 설립이나 메디케어의 확장을 통해 의료보

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고용주강제보험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근

로자에게 보험을 제공(p lay)하는 대신 메디케어와 같은 공적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자의 보험을 보장하도록 세금지불(pay)을 허용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美國醫學協會(AMA)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보다 저렴한

세금지불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공급자들이 단일지불자(single p ayer)와 부

당한 협상을 강요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7) KPMG Peat M arw 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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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국민국가건강보험(Universal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全國民國家健康保險은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장의 이용을 보장하는 單一의 包括

的인 공적 프로그램으로 재원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고용주강제보험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이러한 전국민 국가건강보험은 민영건강보험사의 과도한 運營費 支出로 인한 자

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세금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

을 선호하는 이유는 직장이동시 보험 보장의 정지를 방지함으로써 管理費를 절약하

고, 고용주의 운영비를 절약하도록 하여 특히 小企業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절

약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행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은 절약될지 모르지만 시행 초기에 세금이

增大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보험자, 의료공급단

체, 관련 노동조합 등과 같은 各種 利益團體에서 강력히 반대하였다.

③ 健康保障法(案)(Health Secu rity Act)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10월에 醫療保障法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은

미국형의 관리경쟁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장을 정부가 정

하는 기본원칙 하에서 전국민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서비스 제공이나 비용

통제는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 醫療保障組織을 의료보

험구매조합(Health Insurance Purchasing Coop eratives)과 기존의 의료보험조직으로

구분하였다. 의료보험구매조합은 自營業者와 小規模事業場을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

시켜 協商力을 높이고 관리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의료보험 구매를 기피했던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의 가입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민의료보장

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구매조직은 大規模事業場8) 단독으로 운영되는 직장구매조합(Corporate

Health Alliance)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구매조합(Regional Health

8) 5,000명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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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이 각 州별로 조직되어 운영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

은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조직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보험료는 각 보험조직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보험조직이 法定給與를 제공하므로 각 보험

조직간 보험료의 차이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적인 관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서비스

가 동일한 데 보험료가 높은 보험조직은 다음 해에 被保險者들이 탈퇴할 것이므로

관리상 문제가 있는 조직은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財源의 負擔은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80%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도록 하며 자영업 종사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貧困線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지원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健康保障法은 전국민 의료보험 보장과 의료비 지출

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으로 의료보험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건과 인센티브

를 변경하면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再構成한 것이다. 건강보장법안은

1994년에 美議會에서 否決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가 기존의 제도를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利害當事者들의 상호이해

와 공감대를 조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보장 개혁은 흔히 개혁없는 개혁(reform without reform)으로 불리는

데 이는 特定案이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

문이다. 1995년 이후에도 의료보장 개혁문제를 再審議 하였으나 통일된 견해를 찾

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의회국정연설을 통해 의료

보장의 확대를 시사하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管理競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Ⅴ .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일련의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흐름을 요약ㆍ정리하면 크게 分權

化ㆍ民營化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개혁과 公ㆍ私混合 制度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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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된다. 前者의 경우는 네덜란드, 영국 등 기존의 보험제도가 국가 중심으로 운영

된 유럽지역에 해당하고, 後者의 경우는 의료보험을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

하는 미국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개혁은 公的制度의 장점

인 普遍的인 의료이용과 의료비 억제를 이루면서 民營制度의 장점인 效率性 達成과

소비자 선택의 존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改革措置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개혁안에 대

한 충분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첫째, 법률상의 변화에 따른 효과

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보험자는 지역적 행정조직으로서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

간 내에 企業的ㆍ危險保有的ㆍ消費者 指向的인 조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병원예산과 병원제도 등과 같은 부문에서 舊規制當局의 핵심부분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넷째, 각 국

의 정치시스템에 따라 제도 개혁의 방향 및 緩急이 조절되므로 그 효과는 매우 점

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전국민 적용을 위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급부

내용이 불충분하며 本人負擔도 높은 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의료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대하고, 平均壽命이 크게 높아지고9)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전체 인

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이 加速化되고 있다10).

따라서 현재 직면해 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부딪치게 될 醫療保險制度의 難

題를 해결하는 데는 선진국의 경험이 중요한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하건데 선진국의 의료개혁 추세를 종합해 보면 의료서비스는 市場에 완전히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政府의 통제 하에 자원을 할당할 수도 없는 부문으로 適正한

公ㆍ私의 役割分擔과 機能의 調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공적의료보

험과 민영의료보험간 最適의 均衡點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9) 1995년의 경우 남자 69.5세, 여자 77.4세
10) 1990년대 중반 이후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전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4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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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 經濟成長

1998년 2/ 4분기 중 經濟成長率(實質GDP 기준)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고 수

출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하였음.

生産面에서는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과 政府 및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 부문이

증가하였을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분기

보다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 製造業은 경공업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중화학공업도 전기ㆍ전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함에 따라 10.0% 감소하였음. 輕工業은 음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비위축 등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14.3% 감소하였고 重化學工業도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산업기계, 자동차 등의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8.9% 감소하였음.

- 建設業은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어 12.1% 감소하였음. 민

간건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건물건설이 크게 감소한

데다 토목건설도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14.9% 감소하였으며 정부건설도 5.0%

감소하였음.

- 서비스업도 도소매업, 운수ㆍ창고업, 금융ㆍ보험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위축되

어 5.6% 감소하였음. 金融ㆍ保險業은 금융기관이 資産健全性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보수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보험 및 증권기관

도 중도해지 증가와 증권시장 침체에 따라 전체적으로 5.8% 감소하였음.

需要面에서는 民間消費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모두 감소세가 확대되고 수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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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도 둔화되었음.

- 最終消費支出은 전년동기대비 12.2%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계소비부문에서 고

용불안, 임금하락 등의 영향으로 耐久財, 準耐久財 및 非耐久財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저조하였으며 정부소비 역시 인

력감축 및 경상경비예산의 긴축운용 등으로 감소한 데 기인함.

- 投資는 경기침체, 信用梗塞 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

음. 대부분의 기계류에 대한 투자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축

소되어 설비투자가 52.4% 감소되었으며 建設投資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13.2% 감소하였음.

- 財貨와 用役의 수출은 16.1% 증가하였는데 상품수출은 모피 및 가죽제품, 신

발, 자동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산업용화합물, 철강, 반도체, 의복 등이 호조를

보여 20.0% 증가하였음. 用役輸出은 외국인의 국내여행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화

물운임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2.3% 감소하였음.

- 재화와 용역의 수입은 22.2%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비재 수입과 자본재 수입 등

이 25.4% 감소하고 용역수입도 2.9% 감소한데 기인함.

經常收支는 115.5억 달러 黑字를 기록하여 1997년 12월 이후의 흑자추세가 지속

되었으며 그 결과 상반기 중 흑자누계액이 223.8억 달러에 달하였음.

- 경상수지의 흑자는 상품수지가 輸入 急減으로 대폭 흑자를 나타낸 데다 서비

스收支, 經常移轉收支도 해외여행 위축, 교포송금 등으로 흑자를 지속하였기

때문임.

- 商品收支는 수출(통관기준)이 353.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통관기준)은

236.7억 달러를 기록하여 116.1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1997년 11월 이

후 흑자를 지속해 온 서비스收支도 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資本收支는 20.8억 달러 流入超로 나타났는데 이는 4월 중 40억 달러의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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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된 데 주로 기인함.

<표 1> 生産活動 및 支出項目別 增減率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0년 불변가격 기준)

資料: 韓國銀行, 조사제2부 국민소득과.

나 . 金利

1998년 2/ 4분기에도 1/ 4분기에 이어 經常收支의 黑字가 지속되고, 外換市場이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長短期 市場金利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短期市場金利는 5월 중순경의 인도네시아 사태와 대기업 부도 등과 같은 대내

외 금융불안 요인이 겹쳐 상승기미를 보였으나 5월 하순 이후에 다시 안정세

를 회복하였음.

- 콜금리는 단기금융시장의 풍부한 流動性 사정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5월의 18.6%, 6월의 16.3% 수준으로 낮아졌음. 다시 7월 들어서는 IMF 이전

수준인 12.7%까지 하락하였음. 8월 들어서는 환율 안정세를 토대로 한 한국은

행의 公開市場造作에 힘입어 9%대를 기록하였음.

- CD유통수익율도 대기업의 발행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5월에는 18.3%, 6월에는

16.9%, 7월 들어서는 14.0%로 하락한 후 8월에는 11.2%로 낮아졌음.

1996
1997p 1998p

연간 1/ 4 2/ 4 3/ 4 4/ 4 1/4 2/4
국 내 총 생 산 (GDP)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최 종 소 비 지 출

총 고 정 자 본 형 성

재화와용역의수출

(상 품)
재화와용역의수입

(상 품 )

7.1
7.4
7.9
6.9
7.1

13.0
13.0
14.8
14.1

5.5
6.2
6.5
3.5
-3.5
23.6
24.7
3.8
3.2

5.7
5.7
7.6
4.4
0.3

13.5
13.7
8.1
7.7

6.6
7.2
8.2
5.1
0.2

27.2
29.2
7.3
6.9

6.1
7.5
6.6
5.1
-3.7
33.2
36.8
4.7
3.7

3.9
4.6
3.7
-0.2
-9.8
20.8
19.9
-4.0
-4.5

-3.9
-6.4
-3.5
-9.7

-23.0
26.4
30.1
-25.3
-27.6

-6.6
-10.0
-5.6

-12.2
-29.8
16.1
20.0
-22.2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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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市場金利인 회사채유통수익율 역시 콜금리 등 단기금리의 하락과 投信社 등

의 매수여력이 확대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회사채유통수익율의 하락추이를 살펴보면 5월의 17.9%에서 6월에는 16.6%로

낮아졌고 다시 7월 들어서는 13.69%로 낮아졌으며 8월에는 12%대 수준을 기

록하였음. 그러나 9월 들어서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2> 주요 시장금리 추이

(기간평균, 연 %)

註: CD유통수익율은 9 1일물, 회사채유통수익율은 3년 만기.
資料: 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그림 1] 월별 시장금리 변동 추이

1997 1998

1/ 4 2/ 4 3/ 4 4/ 4 1/ 4 4 5 6 7 8 9.22
콜 금 리

CD유통수익율

회사채유통수익율

11.9
12.7
12.3

12.2
12.6
12.1

12.3
12.6
12.1

16.3
15.6
17.0

23.8
22.7
20.6

21.3
20.3
18.1

18.6
18.3
17.9

16.3
16.9
16.6

12.7
14.0
13.7

9.5
11.2
12.4

8.5
10.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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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換率

지난 1/ 4분기 중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빠른 하락세를 지속하였던 對美

달러 換率은 2/ 4분기에 들어서는 일본 엔貨의 弱勢 및 인도네시아 정국의 혼란

등 對外不安要因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4∼5월 중 인도네시아 政府不安, 엔貨弱勢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원

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6월 중순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 4분기 중 각 월

의 평균환율은 모두 1,390원대를 유지하였음.

- 이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9월 초까지도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추세에

있음.

外換市場의 需給狀況이 점차 호전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화됨에 따라 원貨換率

의 變動性 역시 크게 축소되었음. 2/ 4분기 중 원화환율의 변동성은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 6월 중 원화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0.61%로 3월 중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

로 낮아졌음. 이는 일본 엔화의 변동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임.

- 원화환율의 日中 變動率도 3월의 2.48%에서 6월에는 1.12%로 크게 하락하였음.

2/ 4분기 중 대미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큰 폭의 무역수

지 흑자와 기업의 外資調達擴大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수급이 공급우위를 지속하였

기 때문임.

- 이밖에도 金融機關 短期外債의 中長期債 轉換, 거주자 외화예금의 지속적 증가 등

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호전되었고, 외화표시 외평채의 확대발

행 및 可用外換保有額 增加 등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심리도 안정을 유지한 데

기인함.

그러나 9월 중순 이후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은 國內金利가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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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金利보다 낮아지자 기업들이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원화를 조달한 후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외채를 상환함으로써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함. 이

러한 이유로 9월 들어서는 회사채수익율이 오름세로 반전되었음.

- 금리가 크게 상승하자 機關投資家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채를 매수하는 방

식의 투자패턴을 보임으로써 주식시장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음.

<표 3> 원- 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

註: 괄호안은 전년말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시장과.

라 . 株式市場

1998년 2/ 4분기 중 주식시장은 構造調整 遲延에 대한 우려, 노동계의 파업 움직

임, 엔貨換率 不安 등과 같은 내외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대규모 增資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발행은 큰 폭으로 늘어

났음.

- 綜合株價指數는 외국인 주식매수세가 크게 부진함에 따라 3월 이후의 하락세

가 지속되어 6월의 종합주가지수는 319.6을 기록하였음.

- 7월 들어서는 금리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회복됨에 따라 327.8

을 기록하여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 들어서는 312.8로 다시 낮아

졌음.

1997 1998
11 12 1/ 4 4 5 6 7 8 9.22

종 가
1,170.00
(-27.8)

1,695.00
(-50.2)

1,513.70
(10.70

1,336.00
(26.9)

1,407.00
(20.5)

1,373.00
(23.5)

1,230.00
(37.8)

1,350.00
(25.5))

1,399.80
(21.2)

평균환율
1,025.58
(-18.2)

1,484.08
(-43.5)

1,611.71
(4.9)

1,391.97
(6.6)

1,394.62
(6.4)

1,397.18
(6.2)

1,300.77
(14.1)

1,303.22
(13.9)

1,366.6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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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의 外國人 株式投資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국내 구조조정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월 중 순매수를 보였으나 7월 20일 이후 환율하

락과 더불어 다시 순매도로 바뀌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日 平均去來代金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 4분기의 7,653억원에서

2/ 4분기에는 3,491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음.

- 7월 들어서는 4,656억원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에 다시 3,528

억원으로 낮아졌음.

[그림 2] 월별 주가지수 및 1일평균거래대금 추이

(이경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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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 98 1/ 4분기의 생명보험산업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신규계약이 급감함에 따

라 收支狀況이 전분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며 크게 惡化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FY' 98 1/ 4분기 수지차는 지급보험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 및 투자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293.2% 감소한 1조 3,815억원을 기록

하였음.

<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총 자 산
870,655 900,030 923,870 909,210 909,210 893,400

4.5 3.4 2.6 -1.6 9.2 -1.7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100,807 91,493 133,712 163,547 489,559 110,021

7.7 -9.2 46.1 22.3 28.3 -32.7

투 자 수 입
20,218 20,876 21,369 28,495 90,959 24,976

-10.7 3.3 2.4 33.3 19.9 -12.4

지급보험금
65,914 67,737 105,434 172,674 411,760 127,343

6.0 2.8 55.7 63.8 67.8 -26.3

사 업 비
16,835 17,344 17,473 20,097 71,749 17,333

-5.2 3.0 0.7 15.0 5.0 -13.8

수 지 차
35,904 24,476 28,081 -3,513 84,946 -13,815

23.0 -31.8 14.7 -112.5 -34.7 -293.2

註: 각 항목의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가율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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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資産은 89조 3,4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에 비

해서는 2.8% 증가하였음.

- 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합병·퇴출, 실업증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로 인한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해약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외환위기 이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投資收入은 外換危機로 인한 불안정한 금융환경하에서 조성된 고금리시장의 쇠퇴와 주

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어 전분기 대비 12.4% 감소한 2조 4,976억원을 기록하였음.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율, 총자산수익률의 분기별 추이

註: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保險營業 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① 種目全體

FY'98 1/ 4분기 수입보험료는 個人保險 중 사망보험만 미미한 증가(1.8%)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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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모든 종목에서 급감하여 전분기 대비 32.7% 감소한 11조 21억원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9.1% 성장하였음.

- 이는 지난 분기 해약급증에 따른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판매한 슈퍼재테크보험상품이 동 분기에는 감소하고, 단체보험이 전분기 대비

54.0% 급감한 것에 기인함.

<표 2> 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생 존 보 험 40.6 -6.1 42.8 -4.3 27.3 -6.8 17.5 -21.5 29.7 -22.4 21.6 -17.1

사 망 보 험 14.4 10.3 17.7 11.2 13.4 11.0 11.1 0.8 13.6 39.6 16.7 1.8

생사혼합보험 15.0 13.6 20.0 20.9 14.6 6.9 41.3 245.2 24.6 196.0 41.1 -33.1

개 인 보 험 70.0 0.7 80.5 4.3 55.4 0.5 69.9 54.5 67.9 20.6 79.5 -23.6

단 체 보 험 30.0 28.6 19.5 -40.9 44.6 234.5 30.1 -17.6 32.1 48.3 20.5 -54.0

전 체 보 험
100.0 7.7 100.0 -9.2 100.0 46.1 100.0 22.3 100.0 28.3 100.0 -32.7

100,807 91,493 133,712 163,547 489,559 110,021

註: 수입보험료 항목은 수입보험료 기준의 각 보험종목별 비중이며, 합계의 아래 수치는
당분기의 전체 수입보험료 금액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支給保險金은 지난 분기에 급증한 보험해약이 다소 둔화되어 전분기 대비 26.3%

감소한 12조 7,343억원을 나타내고 있지만, FY' 97 1/ 4분기에 비해 93.2% 증가를

보여 해약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 대비

10.1%p 증가한 115.7%로 수입보험료에 비해 지급보험금의 지출이 늘었음을 알

수 있음.

사업비율은 전분기 대비 3.5%p 증가한 15.8%인 반면, 사업비 성장률은 전분기

에 비해 13.8%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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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명보험 보험종목별 보험금지급율 및 지급보험금 성장률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생 존 보 험 86.3 -6.8 90.5 0.4 123.4 27.1 282.9 80.1 135.6 39.6 212.4 -37.8

사 망 보 험 21.5 6.6 22.0 13.7 25.6 29.2 34.4 35.7 26.2 74.6 39.2 15.8

생사혼합보험 56.6 8.3 53.5 14.3 67.2 34.4 39.0 100.6 48.0 83.7 47.8 -18.0

개 인 보 험 66.6 -3.5 66.0 3.8 84.8 28.7 99.5 81.1 81.9 49.2 90.8 -30.2

단 체 보 험 62.6 40.6 106.3 0.2 71.4 124.9 119.8 38.2 88.9 121.7 212.4 -18.6

전 체 보 험
65.4 6.0 74.0 2.8 78.5 55.7 105.6 63.8 84.1 67.8 115.7 -26.3

65,914 67,737 105,434 172,674 411,760 127,343
註: 1) 비율은 보험금지급율로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의 비율임.

2) 성장률은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율 및 사업비 성장률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생 존 보 험 17.3 -12.9 16.5 -8.4 15.8 -10.8 16.2 -19.4 16.5 -32.5 15.8 -19.3

사 망 보 험 44.1 2.8 43.8 10.5 42.9 8.6 43.2 1.6 43.4 30.5 39.5 -6.9

생사혼합보험 16.6 2.3 15.6 13.9 16.0 9.3 9.6 108.3 12.4 109.8 12.3 -14.8

개 인 보 험 22.6 -4.9 22.3 2.7 22.4 1.1 16.6 14.4 20.4 4.8 19.0 -12.6

단 체 보 험 2.8 -11.3 5.2 9.3 1.5 -4.8 2.3 27.1 2.4 9.4 3.3 -32.8

전 체 보 험
16.7 -5.2 19.0 3.0 13.1 0.7 12.3 15.0 14.7 5.0 15.8 -13.8

16,835 17,344 17,473 20,097 71,749 17,333

註: 1) 비율은 사업비율로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의 비율임.
2) 성장률은 사업비의 증가율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② 個人保險

FY' 98 1/ 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에서 약간의 증가(1.8%)를 보였

지만 생존보험(17.1%)과 생사혼합보험(33.1%)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23.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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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조 7,416억원을 기록하였음.

- 保險種目別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생사혼합보험은 전분기와 비슷한 비중

을 유지하여 41.1%(전년동기의 비중은 1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은 단체보험 비중의 하락으로 각각 16.7%, 21.6% 증가하여 개인보험의

비중은 전분기 (69.9%)에 비해 9.6%p 증가한 79.5%를 보이고 있음.

FY' 98 1/ 4분기 개인보험 保險金支給率은 수입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급

보험금도 동반하여 감소해 전분기 대비 8.7%p 감소한 90.8%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6%p 증가하였음.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4.8%p ,

18.8%p 증가한 39.2%, 47.8%인 반면 생존보험은 70.5%p 감소한 212.4%로 나

타났음.

- 이는 실업증가, 가처분소득 감소로 신규계약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수입보험료

가 축소되고, 시장실세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타 금융권으로의 이탈이 축소

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에 기인함.

개인보험의 事業費率은 전분기에 유동성확보를 위해 회사직급에 의한 슈퍼재테

크보험상품 판매가 둔화되면서 생사혼합보험에서의 모집인 판매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2.4%p 증가한 19.0%를 보임.

-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4%p, 3.7%p 감소한

15.8%, 39.5%인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2.7%p 증가한 12.3%로 나타났음.

③ 團體保險

FY' 98 1/ 4분기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전분기 대비 54.0% 감소한 2조 2,605억원

이며, 점유율도 9.6%p 감소한 20.5%(전년동기 대비 44.6%)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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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계약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존계약의 해약이 급증한 데 기인함.

FY' 98 1/ 4분기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따

른 기업의 부도사태 및 자금경색으로 보험금과 환급금이 전분기에 이어 계속적

으로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92.8%p 증가한 212.4%(전년동기 대비 71.4%)를 나타

냈음.

FY'98 1/ 4분기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3.3%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종업원퇴직보험의 비중이 기타 단체보험의 신규계약 감소로 증가하고, 단체보험에

서의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0.9%p 증가하였으며 전년동

기의 1.5%에 비해서는 1.8%p 증가하였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FY' 98 1/ 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매형

태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FY'97 1/ 4분기에 비해

29.2%p 증가한 77.0% 보이고 있으며, 會社直扱은 20.7%로 전분기(28.4%) 대비

7.7%p 감소하였음. 또한 代理店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0.9%p 증가하여 2.2%를 나타

냄(<표 5> 참조).

- 個人保險의 경우, 전분기에 유동성위기 극복 차원에서 급증한 회사직급의 판매

비중이 둔화되면서 다시 모집인에 의한 형태가 95.4%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리점은 전분기 대비 1.1%p 증가한 3.3%, 회사직급은 5.9%p 감소하여 1.1%를

나타냈음.

- 團體保險의 경우, 회사직급이 57.9%, 모집인의 비중이 42.0%를 차지하여 회사

직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FY' 98 1/ 4분기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을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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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모든 보험사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모집인의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직급, 대리점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표 6> 참조).

- 旣存社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80.7%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은 각각

17.8%, 1.5%를 보이고 있음. 또한 신설사 중 內國社의 경우 회사직급의 비중이

55.6%, 모집인과 대리점은 40.9%, 2.3%로 회사직급에 대한 의존도가 전분기에

비해 19.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外國社의 경우 회사직급, 모집인 및 대리점의 비중이 각각 3.9%, 79.8%, 13.9%

로 전분기에 비해 모집인의 비중은 10.8%p 증가하고, 대리점의 비중은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개인
보험

회사직급 0.6 0.4 0.4 7.0 5.0 1.1

모 집 인 95.5 92.8 95.3 90.5 91.7 95.4

대 리 점 3.8 6.7 4.1 2.2 3.1 3.3

기 타 0.1 0.1 0.2 0.2 0.2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46 8,668 8,151 53,967 77,432 28,587

단체
보험

회사직급 68.1 64.1 46.9 59.7 57.2 57.9

모 집 인 31.9 35.6 52.9 40.2 42.7 42.0

대 리 점 0.0 0.3 0.2 0.0 0.1 0.1

기 타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21 13,205 39,076 36,718 108,820 15,019

전체

회사직급 51.2 38.9 38.8 28.4 35.5 20.7

모 집 인 47.8 58.3 60.2 70.2 63.1 77.0

대 리 점 1.0 2.8 0.9 1.3 1.3 2.2

기 타 0.0 0.0 0.0 0.1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468 21,873 47,227 90,686 186,253 43,606

資料: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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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97 4/ 4 FY'98 1/ 4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13.9 75.2 4.8 31.4 7.4 17.8 55.6 9.0 13.5 3.9

모 집 인 84.7 23.3 90.8 67.2 69.0 80.7 40.9 87.5 78.8 79.8

대 리 점 1.3 0.9 4.4 1.4 22.4 1.5 2.3 3.3 7.6 13.9

기 타 0.0 0.7 1.1 0.0 1.2 0.0 1.3 0.2 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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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95 19,496 2,021 7,733 40 34,847 4,029 1,149 3,527 54

資料: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다) 市場占有率 現況

FY' 98 1/ 4분기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80.8%로 전분

기(74.0%)에 비해 6.8%p가 높아졌으며, 신설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음.

- 상위 3개사와 합작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1%, 4.1%로 전분기에 비해

3.6%p , 0.6%p 증가한 반면, 내국사와 지방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6.9%p , 0.8%p 하락하여 각각 9.0%, 5.6%로 나타났음.

<표 7>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97 FY '96

1/ 4 2/ 4 3/ 4 4/ 4 연 간 1/ 4

상위 3개사 68.4 65.7 68.2 66.5 67.2 70.1

기존 6개사 77.4 75.8 76.9 74.0 75.8 80.8

내 국 사 12.0 11.7 10.7 15.9 12.9 9.0

합 작 사 4.7 5.0 5.1 3.5 4.5 4.1

지 방 사 5.4 7.1 6.9 6.4 6.5 5.6

외 국 사 0.4 0.4 0.3 0.3 0.3 0.4

허핀달지수 0.1793 0.1645 0.1693 0.1809 0.1729 0.1845

註: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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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불안정한 금융환경하에서 보험계약자의

대형사 선호추세와 4개 不實保險社의 退出 및 旣存社의 引受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0.1845로 FY'97 1/ 4분기(0.1793)보다 0.0052p가 높아졌음.

3) 資産運用 現況

FY'98 1/ 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總資産收益率은 증권시장,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고금리시장의 하락추세로 전분기 대비 1.4%p 감소한

11.2%를 보이고 있음.

- FY' 97 1/ 4분기에 비해서는 고금리추세가 지속되어 총자산수익율도 전년동기

대비 1.6%p나 높으나, 향후 금리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보임.

資産運用率은 94.6%로 전분기(94.8%)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투자대상별 비중을 보면 유가증권은 증가한 반면, 현예금 및 대출금은 다소

감소하였음.

- 現預金의 비중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FY' 97 3/ 4분기부터 해약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FY' 97 1/ 4분기에 비해 2.2%p 감소한 14.0%를 기록하였음.

- 有價證券의 비중은 28.6%로 전분기(25.8%)대비 2.8%p 증가하였으며 구성면에

서 보면, 주식은 주식시장의 침체와 유동성위기의 극복을 위한 매각으로 전년

동기보다 1.3%p 감소한 10.3%인 반면,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와 회사

채의 비중은 각각 3.1%p, 0.4%p 증가한 10.3%, 7.2%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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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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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대 상

별
비 중

현 예 금 16.2 16.4 15.2 15.0 14.0

유가증권 26.1 26.5 24.9 25.8 28.6

국공채 7.2 7.5 6.8 7.6 10.3

회사채 6.8 6.8 6.6 7.5 7.2

주 식 11.6 11.3 10.9 10.1 10.3

대 출 금 45.0 44.4 47.1 45.9 43.6

부 동 산 7.3 7.4 7.6 8.1 8.4

기 타 5.4 5.3 5.2 5.2 5.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산 운 용 율 94.6 94.7 94.8 94.8 94.6

수익률
총 자 산 9.6 9.5 9.5 12.6

(11.0) 11.2

운용자산 10.2 10.1 10.0
13.3

(11.7)
11.9

註: 수익률은 분기별수익률이며 괄호안은 연간수익률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4) 保險料展望

FY'98 3/ 4분기 수입보험료는 4개 생보사 퇴출 및 생보사 내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큰 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분기 대비 7.9% 증가한 10조 2,3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됨.

- FY' 98 2/ 4분기에는 부실보험사의 退出 및 契約移轉과 퇴출에서 제외된 생보사

의 경우 자체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분기 대비 13.8% 감

소한 9조 4,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금융 및 기업의 합병·퇴출과정에 따른 실업증가과 이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그리고 금리인하로 인한 슈퍼재테크상품의 판매둔화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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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대비 6.3% 감소한 7조 3,01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기업퇴출 및 자금

경색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성장세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전분기 대비 73.6%

증가한 2조 9,2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9> 생명보험회사 분기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P) 3/ 4(E)

생 존 보 험
39,169 36,501 28,670 23,766 19,474 16,440

-4.3 -6.8 -21.5 -17.1 -18.1 -15.6

사 망 보 험
16,170 17,945 18,083 18,405 17,634 18,019

11.2 11.0 0.8 1.8 -3.5 1.4

생사혼합보험
18,315 19,585 67,604 45,245 40,710 38,558

20.9 6.9 245.2 -33.1 -10.0 -5.3

개 인 보 험
73,653 74,031 114,358 87,416 77,948 73,017

4.3 0.5 54.5 -23.6 -10.8 -6.3

단 체 보 험
17,839 59,681 49,189 22,605 16,868 29,289

-40.9 234.5 -17.6 -54.0 -25.4 73.6

합 계
91,493 133,712 163,547 110,021 94,816 102,306

-9.2 46.1 22.3 -32.7 -13.8 7.9

註: 하단 수치는 전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장기중 연구원)

나 .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 98 1/ 4분기의 손해보험산업 總營業成果(총영업이익)는 자산운용이익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너무 커서 1조 4,865억원의 영업손실

을 기록하였음(<표 10> 참조).

- 이는 전년도 1년간의 영업적자 보다도 무려 4,23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

은 보증보험 실적의 악화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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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총 자 산
171,616 184,135 194,588 199,440 199,440 200,924

5.8 7.3 5.7 2.4 22.9 0.7

원 수 보 험 료
37,369 40,004 42,388 43,422 163,183 39,478

8.4 7.1 6.0 2.4 21.2 -9.1

순 보 험 금
14,034 13,169 15,494 16,769 59,466 16,214

2.7 -6.2 17.7 8.2 15.4 -3.3

순 사 업 비
8,816 10,059 9,407 10,241 38,523 8,242
-10.1 14.1 -6.5 8.9 13.6 -19.5

장 기 환 급 금
6,506 6,729 10,091 18,121 41,447 13,829

-1.9 3.4 50.0 79.6 93.6 -23.7

보험영업이익
-4,964 -3,618 -7,418 -6,814 -22,814 -18,827

60.2 -27.1 105.0 -8.1 126.9 167.5

자산운용이익
2,962 3,473 3,182 2,566 12,184 3,362

-8.2 17.3 -8.4 -19.4 12.1 31.0

총 영 업 이 익1 ) -2,001 -145 -4,236 -4,248 -10,630 -14,865
-1,651.2 -92.8 2821.4 0.3 -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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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保險營業利益(Underwriting Profit)은 -1조 8,827억원으로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손실폭이 167.5% 증가하였음.

- 이러한 보험영업손실폭의 증가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추세(전분기 대비 9.1%)가

이어지고, 장기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의 증가(전분기 대비 23.7%) 및 보증보험

의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損害率이 크게 상승(전분기 대비 540.2%p)한 것

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조).

資産運用利益(Investm ent Profit)은 전분기에 비해 31.0% 증가한 3,362억원을 시

현하여, 전년도에 비해 투자환경이 약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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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손해보험의 합산율 및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註: 보험료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總資産은 20조 924억원으로서 전분기에 비하여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10> 참조).

- 이와 같이 총자산의 증가율이 전년도 4/ 4분기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보험료

성장의 계속적인 둔화와 회사들의 점포통폐합 등의 경영개선노력에 따른 것으

로 보임.

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① 種目全體

FY' 98 1/ 4분기의 原受保險料는 3조 9,47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1% 감소(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음(<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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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보험료의 성장은 경기침체와 금융시장불안의 시작으로 인해 97년 12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증보험

및 장기보험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화 재 보 험 2.2 20.4 2.3 11.5 2.0 -5.6 1.5 -25.7 2.0 -10.3 1.9 17.3

해 상 보 험 2.7 -4.4 2.2 -1.0 2.4 15.5 2.7 14.5 2.4 -3.9 2.5 -14.6

자동차보험 41.4 8.5 41.7 7.8 38.7 -1.8 30.4 -19.5 37.8 2.4 35.7 6.8

보 증 보 험 4.5 6.5 5.0 20.3 7.5 57.2 14.0 92.6 7.9 99.2 9.8 -36.3

특 종 보 험 5.9 26.8 5.3 -2.9 5.1 0.3 4.5 -9.3 5.2 17.8 6.2 26.6

해외원보험 0.4 10.6 0.4 11.5 0.4 3.4 0.6 55.0 0.5 59.4 0.6 -18.3

장 기 보 험 37.0 7.7 37.1 7.2 38.5 10.0 41.5 10.4 38.6 44.0 38.4 -15.9

개 인 연 금 6.2 1.7 5.9 2.3 5.4 -2.2 4.8 -10.0 5.5 3.8 4.8 -8.5

전 체 보 험
(보험료계)

100.0 8.4 100.0 7.1 100.0 6.0 100.0 2.4 100.0 21.2 100.0 -9.1

37,369 40,004 42,388 43,422 163,184 39,478

註: 1)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2) 전체보험의 하단값은 해당기간의 전체 원수보험료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合算比率은 전분기보다 무려 33.1%p 높은 145.2%를 기록하였음. 이는 사업비율

이 전분기보다 2.7%p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전분기보다 35.8%p 높

아진 결과로 분석됨(<표 12> 참조).

- 損害率은 전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험종목에 있어서 손

해율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保證保險 손해율의 급상승과 長期 및 個人

年金保險의 해약증가에 따른 손해율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事業費率은 22.1%로서 전분기에 비해 2.7%p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 경영환경

의 악화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사업비 집행을 긴축적으로 운영함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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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사업비율이 감소하였음.

<표 12>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 손해율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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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화 재 보 험 54.9 61.1 49.5 58.1 50.4 58.5 59.8 68.5 61.0 47.8

해 상 보 험 46.4 41.0 49.1 40.9 44.9 55.0 49.0 50.2 44.1 29.4

자동차보험 28.8 69.2 29.5 66.9 29.8 66.3 31.3 64.1 29.0 58.3

보 증 보 험 11.7 249.5 12.7 193.6 10.6 249.4 9.7 269.7 4.9 809.9

특 종 보 험 30.2 52.9 31.7 57.9 31.9 57.7 33.1 57.7 33.4 52.7

해외원보험 45.2 70.2 44.5 54.9 43.9 64.3 29.7 60.3 56.5 86.3

외 국 수 재 24.6 71.2 30.3 51.7 29.7 182.2 28.6 118.0 26.5 61.1

장 기 보 험 19.9 88.7 21.1 89.0 20.0 90.8 19.6 91.6 17.7 94.2

개 인 연 금 18.3 97.8 18.4 101.3 16.3 102.2 15.8 102.2 12.3 113.1

합 계 24.7 85.9 25.6 82.7 24.8 86.5 24.8 87.3 22.1 123.1
註: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② 自動車保險

自動車保險의 原受保險料는 1조 4,093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6.8% 증가해 금융

위기 이후의 감소 추이에서 회복되고 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하여는 8.9% 감소한

것임.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에서의 比重은 전분기 대비 5.3%p 증가한 35.7%를

기록하였음.

-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자동차 부보대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결과임

(대인배상Ⅰ 기준 부보대수 증가율 : 97년 6월말 10.1% → 98년 6월말 4.7%).

合算比率은 87.3%로서 전분기에 비해 8.1%p 감소하였음.

- 이는 자동차보험의 事故發生率 감소로 손해율이 전분기 대비 8.0%p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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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를 기록한 데 기인함.

- 사업비율의 경우 계속 증가하는 추이에서 동 분기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전

분기에 비해 0.8%p 감소한 29.0%를 기록하고 있음.

③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1조 5,159억원, 1,900억원으로 전분

기 대비 15.9%, 8.5%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음.

-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각각 38.4%, 4.8%로 장기보험은

전분기에 비해서 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이에서

감소 추이로 반전되었음.

-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실적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신규계약 둔화와 해약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동 보험종목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111.9%, 개인연금보험은 125.4%

로서 각각 전분기 대비 1.1%p, 6.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보험의 경우 전분기 대비

2.6%p 증가한 94.2%, 개인연금은 10.9%p 증가한 113.1%로 나타났음. 이는 금융위

기로 인한 계약자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고금리 정책에 의해 해약이 급증함에 따

라 해약환급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13> 장기 및 개인연금 월별 해약환급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7.10 97.11 97.12 98. 1 98. 2 98. 3 98. 4 98. 5 98.6
장 기 1,572 1,614 3,155 4,833 4,360 3,689 3,062 2,917 2,919
연 금 292 290 565 778 712 657 582 604 551
합 계 1,864 1,904 3,720 5,611 5,072 4,346 3,644 3,521 3,470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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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사업비율은 매 분기별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기보험

은 전분기 대비 1.9%p 감소한 17.7%, 개인연금은 3.5%p 감소한 12.3%를 기록

하고 있음.

④ 保證保險

保證保險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원수보험료는 3,882억원으로 전분기에 비

해 3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보증보험의 급격한 감소는 보증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서 제외됨에 따라 보증보험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시장점유비는 전분기의 14.0%에서 당분기에는 9.8%로

4.2%p 감소하였음.

보증보험의 合算比率은 814.8%로서 전분기에 비해 무려 535.4%p나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음.

-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不到企業의 續出과 종금사 등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손해율이 전분기 대비 540.2%p 증가한 809.9%를 기록한 데 기인함.

- 한편, 손해보험종목 중 가장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보증보험이 사업비율

에 있어서는 4.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⑤ 其他保險

火災保險 및 海上保險, 特種保險의 원수보험료 成長率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7.3%, -14.6%, 26.6%를 기록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경

우는 각각 1.9%(747억원), 2.5%(1,003억원), 6.2%(2,461억원)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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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종목들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08.8%, 해상보험 73.5%, 특

종보험 86.1%로 나타나고 있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FY' 98 1/ 4분기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3조 9,478억원 중 會社

直扱 15.3%, 募集人 44.2%, 代理店 39.7%, 共同引受 0.8%임(<표 14> 참조).

<표 14>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9.7
45.1
41.5

3.6

10.9
46.2
41.7

1.1

10.7
46.2
41.6

1.5

20.3
39.0
39.7

1.0

13.2
43.9
41.1

1.8

15.3
44.2
39.7

0.8

원수보험료 37,369 40,004 42,388 43,422 163,183 39,478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화재보험 국공유물건, 방위산업체), 해상·보세화물공
동인수(소형선박, 보세화물), 원자력공동인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 모집인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하여 5.2%p 증가한 반면, 회사직급과 공동인수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5.0%p , 0.2%p 감소하였음.

회사직급과 모집인에 의한 모집비중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 및

공동인수에 의한 모집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공동인수의 모집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自動車保險의 損害率이 안정되

면서 不良物件이 지속적으로 減少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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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손해보험회사의 規模別 市場占有率 추이는 가격자유화 등의 경쟁요인에 따라 대

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꾸준히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업사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이에 있음(<표 15> 참조).

- FY'98 1/ 4분기의 上位3社 시장점유율은 전분기(46.8%)에 비해 2.5%p 증가한

49.3%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계속하여 0.3%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市場集中度(허핀달指數)는 0.1214(역수 8.2372)로 전분기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

임.

<표 15>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 간 1/ 4

점유비

상위1개사 24.1 25.4 24.1 23.8 24.3 24.2

상위3개사 50.2 50.8 50.0 46.8 49.3 49.3

상위5개사 69.9 70.1 69.6 66.4 68.5 67.4

일반사 계 95.2 94.7 92.3 85.7 91.8 89.9

전 업 사 4.5 50. 7.5 14.1 7.9 9.8

외 국 사 0.3 0.3 0.3 0.2 0.3 0.3

허 핀 달 지 수 0.1253 0.1292 0.1240 0.1186 0.1231 0.1214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3) 資産運用 現況

FY' 98 1/ 4분기의 運用資産收益率은 11.3%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1%p 감소하였

음. 또한 總資産收益率도 전년도에 비하여 0.1%p 감소한 9.2%를 기록하고 있음

(<표 16> 참조).

FY' 98 1/ 4분기의 자산운용율은 81.6%로서 전분기에 비해 0.3%p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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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現·預金 18.7%, 有價證券 33.2%, 貸出金

20.7%, 不動産 9.0% 등으로 나타났음.

- 現·預金, 有價證券 및 不動産은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0.1%p, 1.1%p ,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출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하여 1.7%p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대출이 감소한 데 기인하

는 것으로 보임. 한편, 유가증권의 구성에 있어서 국공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한 반면 회사채 및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투자의 패

턴이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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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별

자 산 비 중

현 예 금 20.6 21.4 20.7 18.6 18.7

유가증권 29.5 29.8 29.7 32.1 33.2

국공채 9.7 10.1 9.2 10.7 9.5

회사채 5.7 5.9 6.0 5.9 5.8

주 식 13.3 12.9 12.8 11.3 11.1

대 출 금 23.2 23.0 23.4 22.4 20.7

부 동 산 8.4 8.3 8.2 8.8 9.0

기 타 18.2 17.5 18.0 18.1 18.4

자 산 운 용 율 81.8 82.5 82.0 81.9 81.6

수 익 율
운용자산 9.3 9.9 10.0 11.4 11.3

총 자 산 7.6 8.1 8.1 9.3 9.2

註: 1)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은 기별 누적치의 비중임.
2) 수익률 = 2×투자수익÷(연초 또는 분기초 자산＋기말자산－투자수익)×12/ m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4) 保險料展望

FY' 98 3/ 4분기 수입보험료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물가상승, 유가상승,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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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감소, 많은 부도기업의 발생,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분

기에 비해 1.0% 증가한 3조 7,9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초기의 급격한 보험료의 감소추이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적인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평균할인할증율의 감소, 일부담보종목

만의 가입 등에 의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보이지 않을 것임. 이에따라 FY'98

2/ 4분기 및 3/ 4분기의 수입보험료는 1조 4천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임.

<표 17> 손해보험종목별 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P) 3/ 4(E)

자동차보험
16,024 15,725 12,481 13,292 14,266 14,219

7.6 -1.9 -20.6 6.5 7.3 -0.3

보증보험
1,899 3,047 5,897 3,695 2,703 1,892

22.8 60.5 93.5 -37.3 -26.8 -30.0

장기보험
17,197 18,625 20,091 17,058 16,715 17,776

6.5 8.3 7.9 -15.1 -2.0 6.3

기타보험
4,231 4,227 3,965 4,361 3,930 4,094

5.9 -0.0 7.3 -10.0 -9.9 4.2

종목합계
39,353 41,624 42,434 38,406 37,614 37,981

7.5 5.8 1.9 -9.5 -2.1 1.0
註: 하단 수치는 전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각 월호.

- 장기보험도 제반 경제환경요소의 악화로 인해 전년도 수준에 비하여 낮은 6.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채 보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

으나 기업들의 부도발생, 금융정책의 불안정 등으로 전분기보다 30.0% 감소할 것

으로 보임.

- 화재, 해상, 특종보험등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늘어나고, 제조업의

가동율 저하,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전분기보다 4.2% 증가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임.

(박중영 책임연구원)

- 83 -



국내보험동향

3 . 保險 政策·制度 動向

가 . 保險會社 經營改善 措置 및 移行過程

정부는 98년 8월 11일 金融監督委員會를 개최하여 「보험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에서 건의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8개 생보사 및

2개 손보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의결하였음.

경영개선조치의 주요내용은

- 경영정상화계획이 부적정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4개사(국제, BYC, 태양, 고

려)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98년 8월 11일부터 영업정지 조

치가 내려졌음.

-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실현가능하나 2000년 9월까지 지급여력비

율 최저기준(0%) 달성여부가 불명확한 7개사에 대해서는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

-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9개사에 대해서는 분기

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대상은 4개 생보사와 2개 보증사로 최종결정됨으로써 일단

락 되었음.

- 4개 생보사의 계약이전을 받을 회사로는 삼성, 교보, 흥국, 제일사가 선정되었

으며, 각각 국제, BYC, 태양, 고려의 계약을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음.

- 별도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금융시장

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경영정상화를 검토하기로 한 보증

보험사는 98년 11월 25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하여 단일 보증

보험회사로 재출범하기로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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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퇴출생보사 및 합병추진 보증보험사 현황

(단위: 명, 개소, 억원)

구 분 국제 BYC 태양 고려 대한보증 한국보증

영업개시일 90. 1. 09 90. 2. 20 90. 8. 14 89. 6. 27 69. 2. 19 89. 12 5

주요주주
설원식

(25.0%)
BYC

(21.3 %)
임재풍

(32.0%)
이창재

(75.0%)

보험감독원, 대

한재보, 동부화

재 각 24 %

대 한 보 증

15.6%, 삼성

생명 11.4 %

임직원수 774 423 406 521 1,375 420

점 포 수 224 114 127 144 62 26

대 리 점 139 11 154 - 1,312 569

모 집 인 3,328 2,152 1,638 1,390 - -

총 자 산 2,409 2,111 2,212 1,817 16,377 7,543

자 본 금 150 212 240 480 50 1,031

註: 생보사의 경우 98년 5월 기준이며 보증보험의 경우 98년 8월 기준임

나 . 有價證券 評價充當金積立 관련 保險監督規程 改正

정부는 보험사 회계와 관련, 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하고, 유가증권 평가에 時價法을 도입하여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

익을 FY' 98 50%, FY' 99 100%를 반영하며,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을 자

본조정 및 법97조 준비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 상품유가증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短期的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소

유하는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서

投資目的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 및 관계회사 유가증권을 의미함.

또한 금번 개정내용에는 현재 총자산의 5% 이내로 규제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

에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CP와 私募社債 등 여신성 유가증권도 포함시켜 관

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생보사는 FY' 97 기준 유가증권 보유가 23조 3,394억원으로 평가손 규모가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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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억원에 달하나 충당금적립은 전무해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FY' 98에 2조 5

천억원을 적립해야 하므로 생보사 당기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손보사의 경우 보유유가증권이 6조 3,853억원, 평가손이 1조 1,472억원이며, 평

가충당금은 ' 97회계년도 말 현재 19.6%인 2,247억원을 적립하였음.

다 . 自動車保險 制度改善

정부는 98년 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를 평균 5.6% 인하하고, 교통사

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함.

- 이는 자동차 사고율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영업다원화(1983년) 이후 처음으로 영

업이익(FY'97: 2,636억원)이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의 여력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보험료 조정측면의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 담보종목별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해율이 낮은 책임보험

료를 평균 14.3% 인하, 손해율이 높은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0.3% 인상함

으로써 자동차보험 전체 평균 5.6% 보험료 인하

- 차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퇴근용 개인승용차의 경우

손해율이 낮은 경승용차와 소형승용차의 보험료를 각각 12.2%, 7.1% 인하, 손

해율이 높은 중형승용차와 대형승용차의 보험료를 각각 2.9%, 3.5% 인상

지급기준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료 상향

조정(사망시 평균 위자료: 2,600만원 → 2,900만원)

-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공제되는 생활비율이 대폭 축소되어

상실수익액이 증대(독신시 50% 공제 →3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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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의 운전 중에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외에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자기신

체사고의 부상보험금 급별 한도를 확대(1급 부상시 600만원 → 1,500만원)

이와 함께 98년 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고, 불합리한 자동

차보험 제도를 개선하였음.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주요내용은,

· 기존의 범위요율폭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범위요율 내에서

는 자유로이 요율을 설정할 수 있고,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범위요율폭

을 벗어나는 요율사용 허용

· 性別, 年齡, 車種 등을 새로운 범위요율 결정요소로 도입하고, 그 선택은 보

험회사 자율에 위임

-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 자동차보험 분납보험료 지연납부시 부과되고 있는 최고비용(6,500원) 폐지

·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겸용차량간의 할인·할증율 승계 허용

· 무사고 할인율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이륜차의 무보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기간을 다양화함.

(장기중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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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保險動向

1. 美國의 退職資産市場에서의 生命保險 1 )

가 . 現況

미국의 퇴직자산시장(retirem ent assets m arket)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金融市場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음.

미국 퇴직연금 제도의 대다수는 雇用主支援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확정급부형

(Defined Benefits: DB), profit-sharing p lans, 401(k), 403(b) 등이 있음.

- 稅制適格年金의 73% 정도를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를 개인퇴직구좌(Individual Retirem ent Accounts: IRA), Keogh Plan 등이 차

지하고 있음.

- 20년 전에는 확정급부형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확정갹출형

(Defined Contributions: DC)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연금자산은 고용주 스스로 운용하거나 생명보험회사, 은행, 신탁회사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지난 몇 십년 동안 미국의 퇴직자산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음.

-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노후를 위해 貯蓄을 일찍 시작하는 경

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 규모가 絶對的ㆍ相對的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1) Pau l H offm an, Life In su ran ce Firm s in the Retiremen t Market : Is the N ew s All Bad ?
Journal of The A merican Society of CLU & ChFC, Ju 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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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말 자산 규모는 5.1조 달러에 이르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인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退職商品 역시 크게 변화되어 왔는데

ㆍ 다른 퇴직자산에 비하여 연금자산의 증가속도가 느리며

ㆍ DB형 연금자산은 富(w ealth)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퇴직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ㆍ IRA를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연금(corporate p ensions)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뮤추얼 펀드의 성장은 특히 IRA와 401(k) 부문에서 예금기관(dep ository

in stitu tion)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이루어졌음.

401(k)제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개인퇴직구좌(IRA) 자산이 증가하며 상대적

으로 연금이 감소함에 따라 확정급부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확정갹출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1980년에는 DB자산이 DC자산의 2.5배에 달하였으나 1993년에는 1.17배로 낮아

졌음. 이와 같이 기업연금 시장에서 DC가 DB를 대체하는 현상은 특히 401(k)

의 급격한 성장에 기인한 바 큼.

- DB형은 피용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의 不確實性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고

용주 입장에서는 計理的 危險, 투자실적의 變動性과 높은 運用費 등으로 인해 부

담스러운 제도임. 이런 이유로 인해 점차 DB형에서 DC형으로 이행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와 보험회사들의 연금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장래에 퇴직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이 고전하게 될 것을 의미함.

자산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측면에서도 확정급부형의 쇠퇴가 발

견되고 있음.

- 미국 노동부의 1995년 조사에 의하면 中ㆍ大規模 民間事業體에 근무하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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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full-tim e) 종업원의 52%가 확정급부형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확정갹출

형에는 55%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 특히 전문직ㆍ기술 관련 종업원

은 67%, 사무직ㆍ판매직 관련 종업원은 64%가 확정갹출형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기업연금 가입자 현황(전일제 종사원, 중ㆍ대규모 민간사업체, 1995)

(단위: %)

資料: U .S. Dep artm ent of Labor, Resu lts of the 1995 Su rvery .

나. 保險會社의 主導的 影響 減少

뮤추얼 펀드가 일반투자자들과 예비 퇴직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

각되고, 은행 역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됨에 따라 민간퇴

직연금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주도적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

민간퇴직 시장에서 1990년 이전에는 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으나 이

후에는 消費者의 選好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변화되었음.

- 전체적으로 401(k) 자산은 절대적ㆍ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401(k)의 자산 규모

는 1984년에 918억 달러에서 1993년에는 6,16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총퇴직

자산 대비 비중은 6.91%에서 16.6%로 높아졌음.

- IRA 자산 역시 1982년의 283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1조 3,5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들 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는 급속히 성장하는 401(k)나

IRA와 같은 퇴직자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없었음. 이 두 시장에

2) 많은 종업원들이 두 개 이상의 제도에 중복가입하고 있음.

구 분 전체 종업원
전문직ㆍ기술

관련 종업원

사무직ㆍ판매

관련 종업원

생산직ㆍ서비스

관련 종업원

확정급부형

확정갹출형

52
55

53
67

55
64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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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뮤추얼 펀드의 시장점유율이 1995년의 37.5%에서 1996년에는 39.9%로 높

아진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8.1%에서 8.2%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특히 1990년대 전반 들어서 뮤추얼 펀드와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큰 격

차를 보였음. 401(k) 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1992년에는 34%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30%로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뮤추얼 펀드는 26%에

서 37%로 높아졌음.

<표 2> 금융기관별 IRA와 40 1(k) 자산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註: N A는 구할 수 없는 자료.
資料: Am erican Cou n cil of Life In su rance, 1997 Lif e Insurance Fact Book.

DB가 쇠퇴하고 DC, 401(k), IRAs, 연금이 이를 代替하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 DB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큰 금융기관이 퇴직자산시장에서 상대적 지위를 상실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온 保險會社, 銀行信

託 부문이 그들의 상대적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을 의미함.

- 변화하는 商品構成으로 인해 이들 금융기관의 成敗는 DC, 401(k), IRAs, 연금

부문에서 보다 많은 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달려 있음.

생명보험회사가 퇴직자산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와 效果的으로 競爭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음.

-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뮤추얼 펀드에 비해 制限된 商品을 제공하며 투자 역시

구 분
IRA 401(k) 합계

1995 1996 1995 1996 1995 1996

생명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기 타

94,295
410,779

N A

110,326
510,825

N A

6,500
54,261

N A

6,743
59,229

N A

100,795
465,040
675,738

117,069
570,054
741,211

합 계 N A N A N A N A 1,241,573 1,4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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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음. 보험회사에서 뮤추얼 펀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保守的인 運用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못하게 됨.

- 보험상품으로부터의 수익률은 경쟁자들보다 높은 手數料, 이연판매세(deferred

sales charges) 등으로 인해 더욱 낮아지게 되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 좋지 못한

투자성과가 좋지 않음에 따라 계약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타 기관으로 옮겨가

게 됨.

다 . 保險會社의 對應方案

퇴직자산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하락해왔음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1983년의 22.74%에서 1996년에는 18.03%로 감소하였

는데 이런 추세는 1990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음. 이러한 시장점유율의 하락

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애로를 겪고 있음.

보험회사의 연금부문 수입보험료가 전통적인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수입원을

잠식하여 점차 퇴직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은 연금시장에서 타 금융권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

을 경계해야 함.

<표 3> 생명보험사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資料: American Cou ncil of Life In su ran ce, 1997 Lif e Insurance Fact Book.

구 분
증감율

1986 1995 1996 1986∼96 1995∼96

생명보험수입보험료

연금관련수입보험료

건강보험수입보험료

66,213
83,712
44,153

98,925
159,935
80,352

104,614
176,295
73,202

5.3
7.7
5.2

5.8
10.2
-8.9

총수입보험료 194,078 339,212 354,111 6.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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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산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의 주요 競爭力은 연금분야임. 보험회사의 연금

분야는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401(k), IRA 등에 비해서는 시

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음.

- 보험회사가 연금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개시스템(delivery

system)에서 效果性과 費用效率性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 있는 수수료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의 연금시장 잠식을 경계해야 하며 동시에 IRA와

401(k) 시장에서의 시장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신규 계약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계약의 연장(rollover) 또는 商品革新을 이룩해야 할

것임.

전체적으로 퇴직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 연금 시장에서 기존의 市場支配力을 유지하도록 하며

-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DB형 연금과 DC형 연금 부문이 감

소하고 있다는 것을 認知해야 하며

- 새로이 급부상하는 401(k)와 IRA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임.

(이경희 연구원)

2 . 美國의 S ma ll Tow n 解釋에 대한 論議

미국에서 은행의 보험판매는 제한되어 있으나 일부 허용되고 있음. 1996년

Datam onitor의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을 통하여 판매한 수입보험료는 19억 달러

(1997년 보험료의 6.5% 점유)로 주로 생·손보의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중 82% 이상은 年金保險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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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Best는 최근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제한이 약화되고 종국적으로는 철

폐될 것으로 보여 은행의 보험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행-보험

침투도로 비교하는 경우 미국은 1%인 반면에 프랑스 35%, 이탈리아 20%, 영

국 15%, 독일 7%임)3)

미국에서 은행의 보험판매는 국법은행법 제92조(national bank act section 92)에

의하여 인구 5천명 이하인 도시(small town)에 소재하고 또한 업무를 행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1996년 3월 연방최고재판소는 국법은행(N ational Bank)의 보험판매를 주

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스몰타운 조항은 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결함으로써 국책은행의 보험판매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음

(Barnett Bank of Marion County v . N elson, U .S. Suprem e Court , March

1996).

제92조 스몰타운 조항의 해석에 대한 최대 논점은 지점(branch office), 지리적

배경(geographic scope)임.

- 즉 인구가 5천명 미만인 장소 에서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와

소재하고 또한 업무를 행하고 있는 은행 에서 本店이 소재하지 않으면 안되

는가 혹은 지점이 소재하면 좋은가와

- 본점이 인구 5천명 미만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은행의 보험판매 범위는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이외에서도 인정할 것인가 등의 논점이 주로 보험업무를

확장하고자 하는 국법은행과 국법은행을 감독하는 연방행정기관인 通貨監督廳

(OCC :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해 OCC는 1998년 2월 27일 제92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했으나

3) http :/ / w w w .am best .com / review / p c/ 1998-01s/ m ovin g.h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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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대리점협회(IIAA)는 과거 7년간 연방의회가 행정구분에 의한 인구 5

천명 미만의 지역 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번 OCC의 해석은 이를 번복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음.

- OCC의 새로운 해석은 지점 에 대해 인구가 5천만 이상인 지역에 본점을 두

고 있더라도 지점이 인구 5천만 미만인 도시에 있으면 보험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지역적 배경 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스몰타운소재 지점은 어느 지역에

있든 고객에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3 . 美國 保險業界의 最近 主要 이슈

미국의 생손보업계는 업계내의 경쟁 증가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경쟁에도 불

구하고 1997년도에 수입보험료 및 자본 증가, 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호황을 기

록했으나, 연방정부의 보험산업에 대한 개입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미국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로는 탈상호회사화(demutualizaion) 증가, 금융

개혁법안 의회상정, 비판받는 HMO, 2000년 문제, 합병·매수, 보험인수의 제

한, 로이드의 부활, 손해보험의 안정적인 성장, 자동차보험요율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相互保險會社의 주식회사화에 대해서 이미 16개 州에서 인가되었고, 뉴욕주를 비롯

한 매사츠세츠주, 위스콘신주, 인디아나주에서 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뉴욕주의 경우 상호보험회사를 지주상호회사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보험주식

회사를 보유하도록 하는 주식회사화 방법이 고려되고 있음. 이 방법은 다른 방

법에 비해 전환비용이 낮고 간편하고 유연성이 있고, 買受나 合倂에서 급속히

재편을 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대등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것으

로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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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金融改革法案(financial services reform )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大恐慌時代에 만들어진 은행법이 폐지되고,

보험, 은행, 증권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변화되며 상호진입은 순수자회사방식으

로만 이루어질 전망임.

- 하원 통상위원회는 97년 10월 30일 금융서비스개혁법안을 33대 11로 통과시켰

으나 6월에 하원은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법안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보험업계는

동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은 반대하고 있음.

- 은행 등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통화감독청(OCC)에게 금융상품의 인가, 은행업 및

보험인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다음은

금융서비스지주회사의 영업활동에 관한 문제임. 재무부나 주요 은행은 은행이 각

각 분리된 지주회사는 아니고 직접지분을 가진 지점으로서 보험이나 유가증권의

판매·인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음.

HMO (health m aintenance organization)4)의 加入會員들은 진료거부, 전문가의 의

료서비스 제공을 받는 데 곤란한 점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메인주를 비롯

한 수많은 주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음.

- 97년 10월 뉴욕주의 경우 HMO가 45일 이내에 환자들의 정당한 支佛要求에

불응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1일당 벌금이자로 500 달러로 하는 법안이 상

정되어 있음.

- HMO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은 많은 HMO 운영기관들이 영업적자를 보

이고 있거나 관계자들이 영업면허취소를 보험감독관에게 요청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매수·합병의 여파가 보험회사간 또는 다른 금융그룹간에 계속 진전

4)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고정회비(보험료)의 대가로 예방· 초기·일반진
료에 걸친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현물급부하는 조직으로 의료조직임과 동시에 의료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원수는 약 1억 5천만명이 M an aged care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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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의하여 기업은 過剩資本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매수열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음.

<표 4> 1997년 보험회사 M&A 유형 및 추이

구 분 가계보험사 기업보험사 재보험사

1 .
전 략
적
분산

상품/
고객

-Omni/ H artford
-Inteegon/ GMAC -Coregis/ GE Capital -M&G/ Swiss Re(Life)

-America/ USF Re

지역 -Titan / USF&G

-Anthem Casualty/ Vesta
-Indu strial Indemnity/ Frement
-Montgomery Mutu al/ Liberty
Mutu al

-Westchester/ ACE Ltd

-M&G Re/ TOA Re

판매 -Colonial Penn/ GE
-TIG(P/ L)/ N ationwide -American States/ SAFECO -

2. 언더라이팅
특화

- N o r t h w e s t h e r n
N ational/ International
Indemnity

-Capsure/ CNA Surety
-AVEMCO/ H CC
-OHIC Ins/ Healthcare Und .
Mutu al

-Tempest/ ACE
-Global Capital Re/ Exel
Ltd

3. 국제화 -Farm er/ Zurich -
-American re/ Munich re
-Sphere Drake-Odyssey Re

-CFR/ Fairfax
-SAFR/ Partner Re

4. 비용/ 규모 - -Aetna/ Travelers
-Landamerica/ Lawyers Title -Great Lakes/ Folksamerica

최근 정치적 이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料率引下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미국 전체에서 자동차보험 요율이 가장 비싼 뉴저지주의 경우 97년 주지사 선

거에서 현 주지사가 30%의 감세와 무사고운전자가 소송권리의 일부를 포기하

면 25% 할인해 준다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다른 후보는 10%의 강제적인 할

인과 선거에 의한 보험감독관선출 공약을 제시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4 . 美國 損保産業의 1998年 展望5)

미국의 손보업계는 업계 내의 경쟁증가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경쟁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에 수입보험료, 자본 증가, 잉여금 증가 등에서 호황을 기록

5) A .M .Best Inc, Review Preview : Special Supplemen t, Prop erty/ Casu alty Ed ., J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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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1998년도에 들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표 5> 미국의 언더라이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수입보험료

손해율 사정비용 사업비율 배당율 합산율
금액 성장율

1994 250.6 3.8 69.1 13.0 26.0 1.3 108.5

1995 259.7 3.6 65.7 13.2 26.3 1.4 106.5

1996 268.6 3.4 65.4 12.9 26.4 1.1 105.8

1997 277.2 3.2 61.2 12.5 26.7 1.4 101.8

1998 294.5 2.6 63.7 13.0 26.8 1.3 104.8

- 1998년도의 보험료는 개인자동차보험과 健康保險(m anaged care)의 손해원가

감소로 인한 가격인하로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합산비율은 전

년보다 3%p 상승한 104.8%로 전망하고 있음.

- 이 같은 合算比率의 상승은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와 자연재해 및 집적손해에

크게 노출6)되어 있기 때문임.

최근 손해보험산업은 保險營業損失의 감소와 投資收入의 증가로 이익시현 폭이

크게 증가해 기말잉여금이 꾸준히 성장해 왔음. 이에 따라 1997년도의 보유보험

료 대비 잉여금비율 0.9%를 시현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1998년도에도 이어질 것

으로 보임.

- 보험영업손실은 1997년 65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이는 손해보험에서 40%를 점유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에 대한 경

쟁이 증가하여 보험료 인하와 거대손해에 노출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음.

- 투자수입은 견실한 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금리,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6) 합산율에서 거대손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6년 합산율 105.8 % 중 2.8 %p , 1997년
합산율 101.8 % 중 1.1%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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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해 1997년도의 경우 417억 달러의 수입에 이어 1998년에는 410억

달러 수입이 예상되고 있음.

<표 6>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1998년의 잉여금 증감 전망

(단위: 10억 달러,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p )

잉여금

성 장

요 인

기초잉여금 182.3 193.3 230.0 255.5 300.0
보험영업손실 -22.4 -18.1 -16.7 -6.5 -15.0

투자수입 33.7 36.8 38.0 41.7 41.0
기타수입/ 비용 0.3 0.7 -0.5 0.3 0.3

세차감전 영업수입 11.6 19.5 20.8 35.5 26.3
실현자본이익 1.7 6.0 9.2 9.0 3.0
연방소득세 -2.4 -4.9 -5.6 -9.0 -5.8

순이익 10.9 20.6 24.4 35.5 23.5
미실현자본이익 -1.8 21.7 13.3 22.0 0.0

Con tribu ted Cap ital 6.8 7.2 4.5 3.0 3.0
주주배당 -6.3 -8.1 -8.7 -10.5 -8.0
기타변화 1.8 -4.8 -7.9 -5.5 -5.5

총 잉여금 변화 11.1 36.7 25.5 44.5 12.0
기말 잉여금 193.3 230.0 255.6 300.0 312.0

주 요

잉여금

비 율

잉여금성장율 6.1 19.0 11.1 17.4 4.0
보유보험료/ 잉여금 1.3 1.4 1.1 0.9 0.9

ROE(실현자본이익포함) 5.8 9.7 10.1 12.8 7.7
ROE(모든자본이익포함) 4 .6 20.0 15.5 20.7 7.7

손해보험산업을 가계성보험, 기업성보험, 국내 재보험으로 구분하여 財務指標推

移를 보면 다음 <표 7>과 같음.

- 손보 전체시장의 49%를 점유하는 가계성보험의 경우, 동 시장의 80%를 점유하

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합산율이 1997년에 98.0%로 3.0%p 개선되었을 뿐만 아

니라 가정종합보험도 실적이 개선되어 1997년의 재무비율이 크게 좋아졌음.

- 1998년에는 개인자동차보험의 실적이 다소 악화되어 각종 재무비율이 다소 둔

화될 예정이나 가계성취급보험사들은 거대재해 등에 대한 노출정도가 적고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용절감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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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됨.

- 손보전체시장의 44%를 점유하는 企業性保險의 경우 합산율이 1997년 5.1%p

개선되어 재무비율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1998년에는 107.0%로 다소 악화되

어 잉여금과 투자수입의 감소로 재무비율이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보임.

<표 7> 상품 종류별 재무지표 추이

(단위: 십업달러, %)

구 분
가계성보험 기업성보험 재보험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보험료 증감
잉여금 증감

4.9
14.6

4.0
19.8

4.0
4.1

2.8
9.3

1.6
14.5

1.0
3.8

3.1
21.8

5.6
18.1

3.5
4.5

합산비율 103.6 100.1 103.0 108.9 103.8 107.0 104.2 101.9 105.1
투자수입증감
투자수익율

3.6
5.7

12.9
6.0

-3.3
5.5

5.4
6.0

6.2
6.0

-1.9
6.7

4.4
4.5

17.8
4.7

4.3
4.5

세후 잉여금수익율 10.3 13.7 7.7 9.9 14.1 8.6 9.7 8.1 5.5
세차감전 영업이익
자본이득

8.8
8.8

15.0
14.9

10.4
1.3

9.0
5.8

17.0
9.5

12.8
1.3

2.9
7.4

4.0
6.2

3.6
0.4

보험료/ 잉여금 1.3 1.3 1.1 1.1 1.0 0.9 0.4 0.4 0.3

<표 8> 보험종목별 언더라이팅 추이

(단위 : %)

보험종목별
1997년 보험료 합산비율

비중 증감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Person al Au to 41.2 5.9 101.7 101.3 101.3 101.0 98.0 99.0
H om eow ners 9.7 6.0 113.6 118.4 121.7 121.7 105.4 117.0

Workers' Comp en sation 8.7 -3.9 109.1 101.4 97.0 99.7 102.0 107.0
General & Produ cts Liability 7.2 2.3 132.8 125.5 143.6 123.5 111.4 114.0

Com m ercial Package 6.9 1.1 115.6 118.8 112.5 118.3 112.6 115.0
Com mercial Au to 6.4 0.1 102.2 104.7 108.1 110.2 112.6 115.0

Fire & Allied Lines 3.3 -6.9 102.6 106.4 105.7 96.4 95.5 97.0
In lan d M arine 2.0 2.3 100.9 100.8 91.9 97.3 94.2 96.0

Medical Malp ractice 1.8 2.9 108.1 97.6 99.7 106.0 108.0 110.0
All Other Lin es 12.8 4.3 99.2 103.4 104.3 99.9 97.1 99.0

합 계 100.0 3.2 106.9 108.5 106.5 105.8 101.8 104.8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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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日本 大企業그룹의 金融再編

금융시스템 불안이나 不良債券處理에 直面한 대기업의 관련 금융기관은 상호 유

리한 분야를 강화하면서 그룹내 금융기관을 결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재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각 그룹이 그룹내 금융기관간 連帶提携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빅뱅을 향한 결속

을 다져 생존을 목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스템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2차적

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금융업계는 外資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도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룹내 금융기관이 결속을 강화

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관 제휴교섭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룹내 比較優位가 약한 분야는 외국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하여 보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일본 주요 대기업 그룹의 금융기관 현황 및 제휴분야

(단위 : 조 엔, %)

그룹명
금융기관

제휴내용
은행 신탁 생보 손보

三菱
149.8

東京三菱①
81.9

三菱①
45.6

明治④
17.0

東京海上①
5.3

투신 등 3개 분
야에서 공동사업

住友
128.9

住友②
58.0

住友②
44.4

住友③
23.7

住友海上④
2.8

자산운용 등에서
제휴

三井
103.5

사꾸라⑤
51.6

三井③
38.1

三井⑥
10.9

三井海上③
2.9 검토 중

芙蓉(安田)
94.8

富士⑥
51.0

安田⑤
29.0

安田⑦
9.4

安田火災②/ 日動火災⑥
3.7/ 1.7

공동으로 투신사
설립

三和
85.7

三和④
52.7

東洋④
33.0

日本①/ 大同⑨
42./ 5.3

日本火災⑤
1.9 없음

第一勤銀 第一勤業③
53.7 없음 朝日⑤/ 富國

12.1/ 4.3
大成火災

0.4 없음

註: 1) 하단의 수치는 98년 3월 말 총자산규모이며, 원 번호숫자는 업계내 총자산 순위로
10위 이내만 표시하였음.

2) 三和그룹의 음영부분은 결합관계가 약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그룹 총자산에서는
제외하였음.

資料: 『日本經濟新聞』, 199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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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菱그룹의 경우 금융업무 분야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4사가 투신 등

3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휴를 강조하고 있어 일본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업계에서 먼저 결속을 추진한 그룹은 부용그룹 4개사임. 安田信託銀行의

지원으로 富士銀行과 安田生命保險, 安田火災保險이 3월 말 천억엔 증자를 받

아들였고, 이와 병행하여 安田信託 계열의 安田新證券이 富士銀行 계열의 富士

證券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중복업무를 정리하고 있음.

- 또한 住友그룹도 그룹내 신탁업무와 같은 중복업무를 정리하고 있음. 먼저 住

友銀行의 西天善文頭는 7월 말 大和證券과 제휴하였으며, 금후 신탁업무도 住

友信託銀行에 집약할 예정이고, 住友生命이나 住友海上은 大和證券과 공동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타진하고 있음.

- 三井그룹은 사꾸라은행으로 하여금 연내에 三井物産, 三井不動産, 도요다자동차

등을 인수선으로 하여 3천억 엔의 緊急增資를 실시하며, 이 증자를 기회로 삼정그

룹은 사꾸라은행을 중핵으로 하여 나머지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예정임.

향후 확정갹출형연금제도(401K plan)가 도입될 경우 재벌그룹과 독립적인 日本

生命保險, 第一生命保險이 어느 금융그룹과 제휴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들 보험회사의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본생명은 삼화은행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포괄제휴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

명하고 있어, 삼화은행그룹의 전략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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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價格自由化 以後 日本 自動車保險 市場의 動向

우리나라와 같이 가장 엄격한 보험가격 規制政策을 펴온 일본은 자동차보험 가

격자유화의 시작이 우리나라보다 늦었지만 그 추진속도는 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음.

가격자유화 초기의 반응은 외국사의 通信販賣와 일부 요율변수의 세분화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었음.

- 96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한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에 대한 보험료 할인

(10%)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자동차보험 가격에 연동시킨

최초의 사례임.

- 96년 12월 美·日保險協議에 따라 97년 9월 이후 「리스크 세분형 자동차보

험」상품의 인가를 시작하였으며, 98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

가 산정한 요율의 사용의무를 폐지하였음.

· 97년 9월 일본의 A.H .A사에서 기존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달리하는 리

스크 세분형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를 개시함.

· 일본의 자동차보험 회사들도 이에 자극받아 98년 1월에 연령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고연령층(30세 이상)에 대한 보험료를 최고 38.5%까지 할인

하여 주는 제도를 발표하는 등 자동차보험시장의 분할과 자동차보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가격자유화 초기에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과 일부 요율변수(특히, 연

령)의 세분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거쳐, 최근에는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영업전략에 맞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음.

-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동경해상이 TAP (Tokio Autom obile Policy) 상품을

개발하여 10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자, 여타 손해보험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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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제히 독자적 상품을 개발, 판매할 예정이어서 보험회사간 상품 및 가격경

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에 개발된 상품(<표 10> 참조)들은 자동차보험 담보내용을 확장 또는 축소

하여 상해보험담보와 연계시킨 점이 특징임. 또한, 추가된 상해보험담보는 기

존의 자동차보험 割引割增에 연계되지 않으며, 상품의 결합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표 10> 최근 개발된 자동차보험 상품 내역

회사명 상 품 내 용

東京

海上

- 상품명 : TAP(Tokio Au tom obile Policy)
- 동 상품의 최대 장점은 사고상황에 관계없이 실손해액 전액이 보상된다는 점으

로 피보험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데 있음.
- 장기우량계약에 대한 할인제도 를 신설하고 세컨드할인 을 확대함.

o 무사고할인제도의 등급이 16등급으로 3년이상 16등급을 유지하고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26세미만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보험료를 5 % 추가 할인함.

o 또한, 자동차보험계약자가 추가로 다른 자동차를 목적물로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30%까지 할인함.

- 이밖에 자동차사고 이외에 일상에서 당할 수 있는 위험을 폭 넓게 보상하는 특
약인 도쿄해상 퍼스널 세트플랜 을 개발함.

o 이 특약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 가족상해담보특약, 일상생활동산담보특약
등 종류가 다양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유로이 선택하여 부보할 수 있음.

安田

火災

- 상품명 : Car Ow ner ' s
- 동 상품은 자동차보험이 이동, 운송수단에서 일상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일상생

활이 레저를 포함한 아웃도어라이프(ou td oor life)로 변화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음.

o 일상에 꼭 필요함을 만족시키는 상품으로서 수요가 높은 상해보험을 상해보험특약
(개인배상세트)으로서 개발되었으며, 개인배상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o 또한, 항상 높은 수요가 있으면서 부보건이 적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 골
퍼보험을 골퍼특약으로 개발하였음.

- 상해보험을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함으로써 판매원가를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
였기 때문에 단독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에 비하여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함.

- 대상계약은 피보험자가 개인인 SAP, PAP, BAP로 N on -fleet 계약이며, 특약에
의해 사고가 있어도 자동차보험의 사고할인·할증등급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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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井

海上

- 상품명 : Fleet Diet Gu ard
- 동 상품은 단체계약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된 것

으로 재판등 보상처리서비스를 확보하여 기업의 니드에 맞는 보상내용 및 면책
금액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o 새로운 배상보험 면책금액의 다양화 와 탑승자상해부담보특약 의 인가를 얻
어, 이 상품을 조합함으로써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음.

o 즉, SAP, PAP에 대해서는 대물배상보험의 면책금액을 과거보다 높게 설정하
였으며, 세트화된 탑승자상해보험을 삭제함으로써 보험료의 절감이 가능토록
하였음.

東洋

火災

- 상품명 : Cycle on
- 동사는 자동차보험에 부대하는 새로운 특약으로서 「자전거에 관한 배상손해·

상해 담보특약」을 개발하여, 동 특약을 세트화한 자동차보험 「Cycle on」을
개발하였음.

o 동 상품은 상해보험분야와 자동차보험분야를 일체화한 점에서 업계 최초의 시
도되는 획기적인 상품임.

- 동 상품의 개발은 자전거의 세대보급율(80% 초과)이 높아지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전거종합보험의 판매가
매우 부진한 것을 극복하고자 개발되었음.

- 가족전원을 대상으로 배상손해·상해(자전거탑승중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중 자전거와의 충돌·접촉사고)에 대해 보상함.

- 보험금액은 배상책임 5,000만엔(면책 1,000엔), 사망·후유장해 1,500만엔, 입원
1일당 6,000엔(180일 한도), 통원 1일당 4,000엔(90일 한도)으로 보험료는
N on-fleet 등급에 관계없이 7,040엔으로 일정함.

- 세트화된 상품은 자전거종합보험 보다 약 14 % 할인되며, 또한 동 특약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N on-fleet 등급결정시 사고건수가 반영되지 않음.

가격자유화 이후 販賣채널의 형태 또한 크게 변화하였는데, 특히 통신판매에 의

한 영업형태가 비교판매의 도입 등을 통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신판매에 의

해 일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외의 움직임도 있음.

- 대규모 통신판매회사인 (株)세실은 9월 1일부터 통신판매에 의한 자동차보험의

비교판매를 시작하였음.

· 동사는 1,500만명의 통신판매 이용고객에 대하여 동사가 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三井海上과 A.H.A사의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모집광고지에 비교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자기 니드에 부합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廣告媒體를 통한 자동차보험의 비교 판매는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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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최대의 손해보험 통신판매회사인 다이렉트 라인사가 자동차보험 전화통

신판매를 위해 일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동사는 일본 진출을 위한 초기 투자액으로 100억엔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하이테크형 보험료산출은 극단적으로 개인별리스크가 세분되기 때

문에 당국의 인가취득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서도 소니(SONY)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 소니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할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중심

으로 전화, 인터넷을 통한 본사 직접판매방식을 이용해 보험영업을 할 예정이

며, 무사고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A.H .A사는 통신판매에 의한 자동차보험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보험가

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의 편의점에서도 보험료 납

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고객은 동사에서 송부되는 전용불입표(바코드첨부)를 지참하여 365일 24시

간 어느 때나 수수료 없이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일본에 진출한 외국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세분형 상품의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A .H .A사는 비교적 작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의 요율차별화 전략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7.1%에 달하는 괄목한 성장을 기

록하였음.

일본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독자적인 특

화 상품의 도입,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쟁이 심화되어 생

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음.

(박중영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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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日本 企業年金의 危機 7 )

가 . 現況

일본 경제의 不況이 장기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일본 기업은 이후 從業員退職給

付와 年金給付의 支給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일본의 대표적 기업연금인 厚生年金基金과 適格退職年金은 高齡化에 따

른 受給者의 증가, 新規加入者의 감소, 資産運用環境의 변화에 따른 利差損의

발생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 기업연금에 대한 責任準備金은 주식과 채권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금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연금자산의 時價가 책임준비금을 하회한다면 그 차

액이 積立不足額(과거근무채무)이 됨.

- 일본은 超低金利時代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낮아져 豫定利率

을 하회하고 있음. 그 결과 적립부족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후생성의 조사에 의하

면 1996년 현재 1,878개의 후생연금기금 중 1,040개가 적립부족상태에 있음.

기업연금의 부실화로 후생연금기금의 解散事態가 급증하고 있음.

- 해산 건 수가 1994년과 1995년에는 각각 1건에 머물렀으나 1996년에는 7건,

1997년에는 14건으로 증가하였음.

- 해산된 기금의 특성은 母企業과 業界에서 구조조정8)이 진행되어 신규가입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支拂保證制度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나 . 危機에 대한 對策

7) 週刊 東洋經濟 1998年 8月 29日字 p p . 10∼31를 요약정리한 것임.
8) 섬유와 택시 등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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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確定醵出型年金의 도입과

企業年金基金法의 제정임.

- 확정급부형에서는 운용수익율이 예정이율을 하회하여 적립부족이 발생하면 이

를 기업측에서 부담하게 되나 확정갹출형에서의 급부액은 보험료 運用實積에

따라 변동하므로 적립부족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기업의 추가부담이 발생하

지 않고 운용리스크는 가입자(종업원)가 부담하게 됨.

- 확정갹출형 연금의 도입은 經團連을 중심으로 경영자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

고 있음. 이러한 방안은 선택의 한 가지 방법이 되기 때문에 후생성에서도 긍

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9).

- 일본에서는 기업연금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금수급권

보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10). 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과 연금급부보증공사(PBGC)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다 . 새로운 會計基準의 設定

1998년 6월 16일에 企業會計審議會 에서는 退職給付에 관계된 會計基準의 設

定에 관한 意見書 를 제출하였음. 이것은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불충분한 일본의

회계기준을 기업연금에 관한 정보가 모기업 재무제표에 公示되도록 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금까지의 연금회계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험료를 期間費用으로 계산하는

한편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充當金處理를 하는 등 퇴직일시금과 기업연금의

회계처리가 달랐음.

- 기업회계심의회 에서는 양자는 동일한 퇴직급부라는 인식하에 동일한 회계기

9) 1999년 중에 결론을 도출할 예정임.
10)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서 지불보증사업을 실시하지만, 적격퇴직연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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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적립부족액을 貸借對照表에 계상하도록 공시하였음.

新基準에서는 發生主義 원칙에 의해 채무와 비용을 인식함. 이에 따라 장래 퇴직시

에 지급될 퇴직급부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이 중 해당기간 말까지 발생한

금액을 기업에서 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을 退職給付債務로 계상하게 됨.

- 신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측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제도 급부설계의 기초가 되

는 합리적인 퇴직급부예상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임.

- 기대수익율과 실제수익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年金費用의 변동을 가져

오고, 企業收益에 큰 영향을 주게됨. 따라서 割引率 개념이 중요해지며 장래의

昇級率, 退職率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도 중요해질 것임.

- 연금의 적립부족이 표면화된다면 퇴직급부제도의 재무리스크 경감을 어떻게

도모하는지가 기업측의 중요한 경영과제가 될 것임.

향후 연금회계에 관한 신기준이 적용되면 해당 기업의 평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것은 시장참가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

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 신기준은 2000년 4월부터 적용되는데 이때쯤에는 퇴직급부에 필요한 부채가

급격히 팽창하여 債務超過에 직면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

<표 11> 퇴직급부에 관계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의 요점 영향
기업연금제도와 퇴직일시금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회계기준

퇴직급부제도 전반에 관한 제도개혁
의 가능성

연금재정과 분리하여 새로운 퇴직급부채무의 계측,
퇴직급부비용ㆍ퇴직급부충당금을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에 인식

보험료 중시형에서 채무 중시형으로
이행

할인율, 승급율, 기대수익율 등을 각사가 결정 재무전략으로서 재인식
정보공시의 충실 퇴직급부채무 등의 비교가능성 향상
2000년 4월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에 따라 적용
신회계 기준 이행시의 적립부족은 15년 이내에 상각

적립부족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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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재무에서 본 퇴직급부제도에 대한 대응

[그림 2] 신기준에 따른 기업연금의 재무제표 인식방법

(이경희 연구원)

퇴직급부제도에 관한 기업재무리스크의 감소

채무측 자산측

■ 퇴직급부채무의 적정평가
■ 자산운용의 효율화ㆍ운용수익의 안정

화
ㆍ합리적인 퇴직급부 예상액 산출 ㆍ적정기대수익율ㆍ리스크의 설정에

ㆍ적정한 할인율 설정 기초한 포트폴리오 구축

■ 급부수준의 적정화 ㆍ리스크 관리 철저

■ 퇴직급부채무의 압축과 퇴직급부 ■ 적립수준의 향상

제도의 다양화 ㆍ과거근무채무상각의 조기화

ㆍ확정갹출 제도의 도입 ㆍ예정이율의 인하에 따른 보험료

ㆍ퇴직일시금의 선불화 인상

퇴직급부충당금 = 기말퇴직급부채무

- 연금자산(기말의 공정한 평가액)
- 미인식된 과거근무채무 & 수리계산상의 차이

& 이행시의 차이

⇒ 모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반영

할인계산

퇴직

급부

예상

액

미인식분 퇴직

일시금분 퇴직

급부

채무

퇴직급부충당금
연금자산

퇴직급부충당금 기업

연금분미인식분

퇴직급부비용 = 근무비용 + 이자비용

- 기대운용수익

+ 과거근무채무 & 수리계산상의 차이

& 이행시의 차이

⇒모기업의 손익

계산서에 반영

근무비용

이자비용

과거근무채무상각액

수리상의 차이상각액

이행시 차이 상각액

기대운용수익액 근무비용: 당기 노동의 대가로서 발생한

퇴직급부의 현재가치

이자비용: 기초의 퇴직급부채무에 대한 이자

기대운용수익액: 기초의 연금자산액×기 대운용수익율퇴직급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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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中南美地域에 대한 外國保險者 進出現況

최근 IIC(International Insu rance Council)에 따르며, 중남미지역의 1995년 보험

료 규모는 약 300억 달러이며 2010년에는 900억 달러내지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995년 중남미지역의 인구로 2010년 예상되는 수입보험료 900억 달러를 나눈 1

인당 보험료는 200 달러로, 이는 최근의 세계 1인당 평균보험료인 500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중남미지역의 보험시장 전망은 매우 밝음.

중남미지역의 보험료 증가 전망은 기본적으로 規制緩和와 경제적 변화에 기인하

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 경제안정에 중점을 둔 새로운 財政·通貨政策, 이에 따른 물가안정속에 소득증

대 달성

- 시장에 기초한 요율산정, 최소지급여력제도와 같은 보험관련 규제의 변화

- 국민경제의 성장, 정부규제의 완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 퇴직급부, 연금급부, 의료비용, 산재보상프로그램에 충당되는 재원조달에서 정

부능력의 한계로 인해 국영보험의 民營化 추진

중남미지역의 규제완화와 경제적 변화로 외국보험자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질서와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남미지역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1998

년 상반기 예상보다 많은 貿易赤字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계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의 장기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전의 중남미 보험산업은 다수의 국내사가 정부의 보호 아래 있었으나 경제적· 규제

적 변화에 따라 외국사의 진출, 국내사의 합병과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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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의 진출형태를 보면, 외국사의 선진 보험기법 및 상품과 국내사의 국내

투자전략을 교환하기 위해 합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보

험시장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소비자의 니드에 맞는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최근의 중남미 지역의 생명보험시장은 재정· 통화안정과 함께 퇴직보험의 누적적자증

대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이전의 중남미지역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고인플레이션과 저소득에 따라 생보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여 손해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이 이루어졌으며, 고소득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사의 보험상품구매가 이루어졌음.

1997년 외국사는 브라질 보험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브리질 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국사는 미국(38%), 네덜란드

(20%), 스페인(10%) 순임.

- 외국보험사들은 칠레보험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사의 진

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장기중 연구원)

<그림 1> 중남미 국가별 보험료 규모분석(199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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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프랑스 保險市場의 最近 動向

프랑스의 보험시장은 최근 들어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의 주요 원인

으로는 보험산업에 대한 세제개편과 경기의 하강, 시장의 포화상태 등임.

- 보험시장은 손생보가 과거에 각각 50% 점유에서 최근에 이를수록 생보의 비중

이 증대하여 1997년 현재 74.2%를 점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하향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전후 최초로 지급불능된 Europavie생보사를 강제해산시켰

음11).

<표 15> 프랑스 보험시장 추이

(단위 : 10억 프랑, %)

구분 1988 1990 1992 1994 1995 1996 1997

생명

보험

보험료 183.5 235.0 306.3 436.0 473.8 522.1 563.8
지급여력 15.1 14.4 12.4 6.1 9.5 12.4 13.2
수익성 17.5 15.1 12.0 6.1 5.7 5.3 7.6
점유비 58.1 61.6 65.9 71.0 71.3 72.1 74.2

손해

보험

보험료 132.5 146.2 158.2 177.8 190.7 197.1 196.0
지급여력 57.3 80.9 74.6 55.9 50.5 63.3 78.8
수익성 16.4 12.3 0.5 -0.1 5.3 9.4 7.4
점유비 41.9 38.4 34.1 29.0 28.7 27.4 25.8

註: 수익성비율은 당기이익(accou n tin g resu lts)을 자본금(equ ity cap ital)이며, 지급여력비율
은 자기자본금(equ ity cap ital & u n derlyin g cap ital gain s)을 보험료로 나눈 값임.

資料: Federation Francaise d es Societes d 'A ssu ran ces, French In su ran ce in 1997, Ju ne 8,
1998

생명보험시장의 최대 이슈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정부의 稅制改

編이 보험수요에 큰 영향을 미쳐 97년도에 7.9% 성장에 이어 98년 1/ 4분기에

는 전년동기에 비해 21.0%나 감소한 것임.

11) 프랑스의 경우 보험사가 지급불능된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
험기구를 두지 않고 특정보험종목에 대한 Gu arantee Fu nd를 운용하고 있어, 이번
Europ avie사의 강제해산으로 인해 계약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프
랑스의 행정법원은 1998년 7월 22일 동사에 대한 자산실사를 하여 감독당국의 misconduct
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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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장의 감소는 96년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세제혜택을 철폐에 이

어 1998년 1월 1일부터 保險差益에 대한 과세면제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연

장한 것에 기인한 것임(1998년 Financial Law).

- 또한 은행 등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크게 증가해 1997년 현재 61%를 차지하고

있음.

<표 16> 프랑스 판매채널별 구성비 추이

방캬슈랑스 대리점 중개인 종업원 종속대리점 직판 등

생명

보험

1996 58.8 11.2 6.6 17.4 - 6.0
1997 61.0 10.8 6.9 15.9 - 5.8

손해

보험

1996 5.2 38.9 19.0 4.0 30.8 2.1
1997 5.9 36.8 19.2 3.3 31.9 2.9

손해보험시장은 최대 이슈는 전체시장의 61%를 점하는 家計性保險(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등)의 성장이 둔화로 1997년에 -0.6% 성장에 이어 98년 1/ 4분기

현재 0.5% 감소하고 있음.

- 이같은 성장둔화는 자동차보험의 감소( 97년 -1.2%성장, 보험료 91억 프랑)와

상업용재물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되는 한편, 의무보험인 건설공사보험, 법률

비용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은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추이에 따라 대형손해보험사는 계약자들에게 주문형보험

(tailor-m ade p olicy)를 제공하고 있고, 배상책임보험분야 중 생산물배상책임보

험(1998년 5월에 제조물책임법 입법시행),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이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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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保險會社에 대한 信用評價方法 1 )

*

일본의 금융기관은 정부의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97년에 들어 대형금융

기관들이 연속적인 파산을 하는 등 일대 큰 변혁기를 거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일

산생명의 파산으로 보험업계의 경영위기에 경종을 울렸으며 계약자들은 보험사 선택

시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미국의 전문 신용평가회사에 신용등급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회사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필자는 신용등급평가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A . M . Best, S&P, Moody' s사의 현황과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1. 日本에서 信用等級에 대한 關心 增加

신용평가기관의 특정기업에 대한 等級調整은 그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은 국제화 등의 추이로 세계시장의 단일화가 촉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A. M. Best社, S&P社, Moody' s社와 같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조정은 곧바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반영되어 가격의 급락을 가져오게 된다(<표 1> 참조). 심지

어 일본 야마이치 증권의 경우 무디스사의 등급인하로 인해 파산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은 투자가들이 기업의

정보공시내용을 불신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공개정보만으로는 기업의

經營實態를 충분히 파악할수 없는 투자가는 기업의 내부 정보에 정통한 평가기관을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이러한 현상에 예외는 아니고 개별보험회사간의 격차도 있다. 일본의

* 安田總合硏究所, 『安田總硏クォ タリ 』, Vol. 25, 199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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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작년 4월 일산생명의 파산으로 보험사들은 우수한 신용등급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용등급은

AAA∼AA로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즉 안

심, 신용을 팔고 있다는 의미이다. 보험회사들이 파산한 현재 보험계약자들은 信用리스

크를 의미하는 신용등급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

은 회사들은 신계약의 신장이 감소되고 또한 기존계약의 해약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시나 기본계약의 유지를 계속할 것인가의

판단에 있어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상당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미국 보험회사의 신용등급평가 주요기관 현황

A . M . Best사 S&P사 M ood y' s사

설립 1899년 설립

1860년 Pu blishin g사 설립
1920년 Stan d ard Statistic

사 설립
1941년 위 2개사 합병

1900년 Moody' s사 설립
1962년 Dean an d Brod-

street사 매수

출자자 개인주주 McGraw -H ill사 Dean an d Broad Street사
본사 뉴저지 뉴욕 뉴욕

등급
부호

안전등급(Secu re Ratin gs)
A ++ (최상급)
A +
A (상급)
A-
B++ (상당히 양호)
B+

강점이 약점을 상회하는
재무내용을 가지고 있고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상당
히 높은 등급

AAA (가장 우수함)
AA (상당히 우수함)
A (우수함)
BBB (양호)

재무력이 우수한 보험회사
(Stron g Com p anies)
Aaa (최상급)
Aa (상급)
A (양호)
Baa (충분)

불안전등급 (V u l n e r a b l e
Ratin gs)

B (충분)
B-
C++ (적당)
C+
C (불충분)
C-
D (상당히 불안정)
E (당국의 감독 하)
F (청산 중)

강함을 상회하는 불안정요
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고 간주되는 등급

BB (불충분)
B (약함)
CCC (상당히 약함)
CC (매우 약함)
R (당국의 감독 하)
N R (등급 없음)

재무력이 약한 보험회사
(Weak Com p an ies)
Ba (의문)
B (불충분)
Caa (상당히 불충분)
Ca (매우 불충분)
C (최저 수준)

註: 1) S&P사의 신용등급중 AA ∼ CCC의 경우 +, -에 의하여 동일 등급내 상대적 강함을
표시하고 있음.

2) M ood y' s 사의 동일 신용등급내에서의 구분은 1∼3의 숫자에 의하여 상대적 우열을
표시하고 있음(1 : 상위, 2 : 중위, 3 : 하위).

- 116 -



해외보험논문

2 . 信用等級의 性格과 機能

일반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債券等級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계

약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재무능력에 관한 등급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험회

사의 재무능력에 대한 등급과 채권에 대한 등급은 별도의 것이나 둘 다 모두 보험

회사의 종합적인 신용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본적인 성격, 평가방법에는 공통

점이 많다. 신용력에 대한 등급의 평가는 기업이 부담할 債務移行에 대하여 지불불

능, 지불정지, 부분적인 지불 등에 도달할 리스크 정도를 알파벳 등의 간단한 기호

로 표시한 것으로서 등급평가기관이 표명한 채무이행의 확실도를 나타낸 지표이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등급평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불능력에 관한 보험회사의 재무능력도 대상이 된다.

<표 2> 등급별 연간채무불이행율 추이

(단위 : %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S&P 사
BBB 0.26 0.00 0.00 0.00 0.32 0.00
BB 2.42 0.00 0.33 0.25 0.67 0.40
B 12.97 7.63 2.10 2.32 4.40 2.48

Moody' s 사
Baa 0.27 0.00 0.00 0.00 0.00 0.00
Ba 5.51 0.30 0.55 0.24 0.68 0.00
B 15.33 7.90 5.77 3.83 4.81 1.54

註: 양 회사의 A 등급 이상을 획득한 회사가 채무불이행된 경우는 없음.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의 기능은 채권발행기업 입장에서 본 기능과, 투자가 입장에

서 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채권발행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우수한 신용등급

을 평가받으면 공모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등급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명확해지며 채권의 유동성 확보에도 공헌한다. 채권발행기업

에서는 자금조달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높은 등급을 확보하게 되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판단을 위한 투자정보로서 기능한다. 또한 정

보공시제도를 보완하는 투자정보로써 정보부족에 의한 투자리스크를 경감함과 동시

에 효율적인 투자판단에 일조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평가등급

이 우수한 등급의 기업일수록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부담액이 낮고 그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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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아진다. 즉 등급은 채권유통시장에서 가격형성이나 발행시장의 發行條件 격차

형성을 촉진하고 시장메카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한다.

3 . 美國 保險會社의 保險財務力等級의 特徵

미국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등급은 평가기관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A . M. Best사의 경우 Best' s Rating", S&P사와 Moody' s 는 보험재무능력(in surance

financial strength)으로 부르고 있다. S&P사의 이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보험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보험금지불능력에 관한 보험회사의 재무내용에 대하여 표시한 현 시

점에서의 의견이다. 이 의견은 특정 보험계약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또한 특정 보

험계약이 어느 특정 보험계약자 혹은 특정 목적에 적합하고 있는가에 대해 시사하

는 것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다. 즉 보험회사의 재무능력에 대한 등급은 보험계약

자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채무이행 능력으로서 보험금 지급능력에 관한 보험회사의

재무내용을 평가한 것이다.

4 . 信用等級이 保險會社 經營에 미치는 影響

가. 保險契約者의 視點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소명은 소비자나 기업의 경제적 안정에 공헌하고

사회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계약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선택시 보

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성과(perform ance)와 부대서비스의 질 등을 중시한

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험회사가 장래 지불능력이 충분한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

한 보험회사는 재무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에 양질의 보험상품과 서비스도 제공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재무내용이 건전하고, 支拂能力이 높은 보

험회사로부터 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자기의 니드에 부응한 보험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정보원으로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보험회사 및 관

계단체, 보험모집인 등 모집채널, 보험감독당국, 간행물 등의 공개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계약자 스스로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재무내용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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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신뢰하는 정도가 크다.

나. 保險會社 經營에서 等級의 意味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 상품내용, 가격 이외에 보

험회사의 재무신용 능력을 매우 큰 요소로 여기고 있으므로,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용등급은 보험회사의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보험모집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높은 등급을

취득하고 이의 유지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업의 경우 1980년대에 사망보험 등의 전통형보험에서 高利率 貯蓄

性商品(GIC)으로 전환되었으나 자산운용환경의 악화로 인해 계약자들의 해약이 증

가했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많은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도달하고 보험회사들

의 신용등급이 급격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표 3> 참조). 이로 인해 계약자들

은 보험사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보험모집인 등의 마

케팅채널도 우량한 보험사와 거래하게 되었다. 또한 상품에 있어서의 영향은 사망

보험보다는 고이율 상품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가

입하는 연금상품 선택시 일정 수준 이하의 신용등급(예: AA)인 회사와는 거래를 중

단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표 3> 1990년대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변화 건수 추이

연도 구분
A . M . Best S&P Moody' s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1991 121 16 - - - -

1992 40 58 31 11 16 1

1993 233 172 35 13 15 17

1994 84 76 22 9 9 5

1995 75 55 67 16 22 13

합계 553 377 155 49 62 36

97평가 생보사 1,154 1,092 163

資料: LOMA, Resp on din g to the Ratin g A gencie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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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等級의 基本的 考察方法과 評價方法

신용등급은 채무이행에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채무이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첫째는 기업의 해산가치 평

가와 두 번째는 장래수익을 감안한 계속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

다. 평가기관이 중시하는 것은 후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표 4> 평가항목의 분류방법(미국 손보사 평가)

A . M . Best S&P M ood y' s
-보험회사의 성과(p erform an ce)
를 다음관점에서 평가
o정량적 분석(수익성, 레버리
지, 유동성 등)

o정성적 분석(리스크의 범위,
재보험프로그램, 투자, 준비
금, 경영관리 등)

-정량적 분석은 재무상황, 실적
등에 관하여 적어도 과거 5개
년간의 자료에 기초하여 동업
타사의 자료나 A . M . Best사의
재무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한
다.

-정성적 분석은 숫자로 표시되
지는 않으나 현재 효율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거나 장래에 미
칠 요소에 대하여 분석한다.

-등급의 평가는 다음 8가지
기본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업계리스크
o 경영관리, 보험회사의 전략
o 과거 실적
o 영업현황
o 투자
o 자본의 수준
o 유동성
o 재무의 유연성

-손보사의 경우는 책임준비금
의 적정성 수준에 주목하여
평가한다

-각 보험회사의 정량적 수치
는 업계의 표준적인 수치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정량적 통계 결과에 따른 평
점 등과 같은 계산방법은 특
별하지 않다.

-등급은 다음 항목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o 업계분석
o 규제변화의 방향성
o 보험회사의 fu n d am entals

-Fu n d amen tals 분석은 재무
요소와 정성적 요소로 평가
한다.

-재무적 요소의 평가는 다음
분석을 포함한다.
o 자본의 적정성
o 투자리스크
o 수익성
o 유동성

-정성적 요소에는 다음 분석
을 포함한다.
o 영업적 가치
o 경영관리
o 조직구조

신용평가기관이 평가시에는 기업의 公開情報 외에 당해 기업에서 제출되는 자료,

기업과의 인터뷰 등 많은 내부정보를 사용한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재무지표),

등급대상이 되는 채무고유의 요인 등 3개 항목이 주요분석 대상이 된다. 정성적 요

인분석은 주로 기업의 사업기반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소속기업의 특성(규제, 세제

등 포함), 업계에서의 지위 및 경쟁력, 기업의 특성(경영자의 자질, 조직구조, 주주

및 계열관계, 종업원의 특징, 판매체제 및 상황, 설비투자 동향, 기술수준, 자회사

및 관계회사 동향, 이익동향, 경영계획 및 전략 등)이다. 또한 이들 정성적 요인은

현재 및 과거의 재무지표에는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지만 장래의 재무지표에 영향을

- 120 -



해외보험논문

미치는 것으로 하여 분석한다.

<표 5> 정성적 요인의 분석(미국 손해보험사)

A .M . Best S&P M ood y' s

업 계
분석

-다음 4개 요소에 의해 평가
o 신규진입을 받을 가능성
o 타상품, 서비스로 대체될

가능성
o 업계내 기업간 경쟁정도
o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힘겨

루기에 의한 가격인하 압력
-리스크는 회사가 인수하는
보험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환경, 회사간 경쟁의 구
조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업계의 집중·독점, 경쟁의
정도, 현재의 경쟁 등이 어느
정도 유지될질 여부. 특히 국
가나 주정부에 의한 보호체
제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경 영
관리

-보험회사의 경영진과 빈번한
접촉을 한다

-보험회사 경영관리의 성격,
경험, 능력 등에 대해 평가한
다.

-전략이나 경영관리가 조직의
능력에 합치하고, 회사의 시
장지위에 의미있는 것인가를
평가한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
능력, 전문성도 평가한다

-투자에 있어 관리자의 리스
크 선호성, 수익성, 상품개발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신규사업의 전개 등의 관리
전략도 평가한다.

영 업
상황

-리스크 범위의 평가
o 보험회사의 지리적 범위와

사업분야 범위에 대해 분
석한다.

-과거 실적
o 보험사업과 상품의 구조,

판매체제, 사업다각화 정도
등을 과거자료로부터 분석
한다.

-영업적 가치
o 시장에서 경쟁상의 지위
o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체제의

질,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가
결한 것인가도 평가한다.

o 보험회사가 주력사업분야
에서 경쟁력유지 가능여부
를 평가한다.

관 계
회사

-투융자, 재보험 또는 풀계약
에 의하여 사업운영상 관계
가 깊은 회사가 존재하는 경
우에는 그 관계를 반영시켜
평가한다

-보험회사의 재무능력에 영향
을 주는 요소로써 계열회사,
자회사, 관련회사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재무지표)은 다양한 재무지표가 이용되고 있으나, 특히 등급평가시

핵심적인 지표로는 수익성지표, 재무안전성 지표, 금리부담력지표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 지불에 대비해 이 자금을 투자하여 자산운

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달리 資産側面의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을뿐 아

니라 負債側面에서도 보험금 지불이라는 큰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

험회사의 정량분석은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된다. 즉 보험회사는 자본의

수익성보다는 자본수준과 레버리지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

본이 보험금 지불의 증대, 경기후퇴기 등의 나쁜 환경하에서 채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수준인가가 가장 중시되는 사항이다. 또한 투자리스크, 유동성 등의 요소에

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責任準備金이나 재보험의 적정성 항목

은 보험회사 특유의 요소이며 손해보험회사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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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Best . S&P, Moody's 3사가 실시하는 정량적 분석은 개략적으로 비슷하다. 다음

에서는 자본의 수준과 레버리지, 수익성, 투자리스크, 유동성,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재보험의 적정성 등에 대해 3개사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수준과 레버리지에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자본수준은

보험회사의 자산은 보험금 지불이나 자산의 가격변동을 흡수하기 필요한 자본이 어

느 수준이면 적정한가를 측정한다. 이 지표를 가지고 조정후잉여금을 조정후 부채

로 나눈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안전성이 높

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 적정자본수준은 보험회사의 상품구성(리스크 크기, 성격의

상이)등에 따라 크게 변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6> 자본수준과 레버리지(미국 손해보험사)

A .M . Best S&P Moody' s

-보험인수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잉
여금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수익의 변동성이 큰 사업분야의
보험인수에서는 보다 많은 잉여
금을 필요로 한다

-보험인수환경, 경제환경의 악화
에 의하여 영향 받기 쉽고 레버
리지가 높은 회사에는 특히 주의
를 기하고 있다.

-레버리지 척도로서는 자본(잉여
금)에 대한 수입보험료를 많이
사용하여 분석 한다

-자본(잉여금)은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등
다음 요소를 고려하고 수정한다.
o 자산의 시장가격
o 잠재채무불이행리스크
o 시장가격의 변동성
o 불량채권
o 재보험의 질

-관계회사 투융자에 대해서도 자
본(잉여금) 분석시 고려한다

-손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잉여금
에 대한 책임준비금 비율을 이용
한다

-손보사에 대해서는 재보험 의존
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잉여금에
대한 출재보험수수료 비율을 사
용한다

-자본의 수준분석은 영업레버리
지, 재무레버리지, 이율카바율등
의 분석도 포함된다.
o 영업레버리지는 판매상품의 성

격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손보사의 영업레버리지 지표로는

o 잉여금에 대한 정미수입보험료
비율

o 잉여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비
율

o 수입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
비율

o 수입보험료에 대한 출재수취재
보험수수료 비율

o 잉여금 대비 관계사에 대한 투
자액비율

-사업에 부수한 자산/ 부채의 미
스매칭리스크는 자본과의 대비에
의하여 분석한다.

-자본의 질은 재보험의존도, 재보
험의 질, 보통주식, 부동산투자노
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재무레버리지분석은 다음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o 자본에 대한 총채무잔고의 비

율
o 자본에 대한 장기채무잔고의

비율
o 자본에 대한 단기채무잔고의

비율

-자본적정 평가시 SAP 기준 재무
제표의 자본금을 계속적인 기업
으로써 경제적 실현가치에 부합
하도록 수정한다.

-수정시 보수적인 법정준비금, 자
산가격평가, 장래수익으로 담보
가능한 보험모집비용, 재무재보
험에 의한 장래이익의 확보, 관
련회사에 대한 투자 등도 고려한
다.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리스크에 대한 자본의 비율을
이용한다.
o 이 비율의 분석에는 리스크성

격을 결정하는 사업분야의 구
성, 자산의 구성 및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격평가의
적정성, 금리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레버리지는 보험회사가 자본(자기자본=주주자본)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동시에 자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이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의 확대는 自己資本利益率(ROE=이익/ 자기자본)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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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한편, 지불불능에 도달하는 리스크도 증대한다. 보험회사에 레버리지분석은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와 영업레버리지(operationg leverage) 2종류로 이루

어진다. 재무레버리지는 부채와 주주의 자본과의 관계를 표시되며, 영업레버리지는

매출액증감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감 비율을 의미한다.

수익성에 대하여는 A. M. Best사, S&p사, Moody' s사의 평가방법의 개요를 정리

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總資産收益率(ROA), 영업순

이익율, 투자수익율 세 가지1)가 있다.

<표 7> 수익성 평가비교(미국 손해보험사)

A . M . Best S&P Moody' s
-이익은 관리의 능력,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견고한 재무기반
의 지속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중
요한 척도이다.

-수익성분석은 최근 5개년간 이익
의 정도, 경향, 구성등에 대해 분
석한다.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경향, 보
험료수입의 구성의 다양화 등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장래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
석, 평가한다.

-보험회사의 이익은 SAP에 의한
세차감후 이익보다도 실질적인
수익력에 주목하고 있다.

-레버리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
합적인 지표로서 자산에 대한 세
차감후 이익률(ROA)을 특히 중
시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보험인수 효율성
을 분석한다.
o 수입보험료의 증감율,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등의 분석
을 포함하고 이익의 경향과 안
정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등
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예상수익
으로부터 괴리하는 리스크가 어
느 정도인가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다음 요소를 고려한
다.
o 보험회사가 주력하는 시장
o 각 시장영역에서 회사의 경쟁

력
o 판매비용의 상대적 크기
o 보험인수실적과 예상
o 투자전략

<표 8> 투자리스크 평가 비교(미국 손해보험사)

A . M . Best S&P Moody' s
-이 자산의 유동성, 분산, 질에 대
한 분석은 매각할 경우 입수가능
한 자금의 불확실성에 대해 평가
하기 위해 수행한다.

-보고서의 숫자는 자산의 시장가
격을 적절히 반영시킨 것으로서
어느정도인가를 평가한다.

-보통 주식, 채권 등 시장성이 있
는 자산을 매각해야 할 때 잉여
금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이 있
는가를 시산한다.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행하
고 보유자산의 시장가격변동에
수반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o 보통주식의 시장가격이 20%

하락시 잉여금에 대한 영향
o 금리가 2%p 이상 상승할 경우

채권, 우선주, 모기지론 등의 시
장가격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보험회사의 자산구성에 대해 분
석한다.
o 여신의 질이나 분산정도
o 계약자 등에 대한 채무보전에

자산배분의 적절성
-모기지론, 채권, 기타 고정자산에
대하여 과거자료 및 S&P사의 기
준에 기초한 디폴트율 모델을 적
용, 분석한다.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은
가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
가한다.

-자산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경
우에는 이를 고려하고 표면적인
자본을 수정한다.

-금리변동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보험상품종목에 따
라 자산/ 부채의 매칭전략을 적
절히 하고 있는가도 평가한다.

-투자리스크에 관한 자산의 평가
에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신용리
스크, 금리변동리스크 등이 보험
회사의 채무성격 및 구성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분석한다.

-포트폴리오의 시장성 정도에 추
가하여 분산정도(지역별, 투자상
품별, 산업별)도 분석한다.

-또한 포트폴리오가 신용리스크,
시장가격변동리스크, 금리변동리
스크등을 고려한 후 전체로서 장
래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1) 총자산수익율은 영업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고, 영업순이익율은 영업순이익을 영업총수입으

로 나눈 것이며, 투자이익율은 순투자이익을 투자자산으로 나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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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스크에 대한 평가의 개요를 요약하면 위의 <표 8>과 같다. 투자리스크에

대한 평가기관의 공통적인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은 보험회사의 부채

를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리스크, 자산의 질 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고, 둘

째, 資産分散은 특정분야에 있어서 투자효율성의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데,

분산 정도의 평가는 자산구성에 대해 한다. 그리고 자산의 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환경의 악화 등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에 대해 이를 흡수하기 위하여 보

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정크본드

투자비율(정크본드투자액/ 조정후잉여금), 보통주 투자비율(보통주 투자액/ 조정후잉

여금)이 있다.

유동성에 대한 분석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 지불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3개 기관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로는 경상유동성비율(비관련회사투자/

조정후부채), 부동산투자비율(부동산투자/ 조정후잉여금), 관련회사투자비율(관련회사

투자/ 조정후잉여금) 등이 있다.

<표 9> 유동성 평가 비교(미국 손해보험사)

A .M . Best S&P Moody' s
-보험회사는 예기치 않은 채무이
행에 대비해 유동성자산을 확보
해야 하는 데 이 분석으로 다음
지표를 사용한다
o 단기유동성(quick liqu idity) :

현예금, 단기에 현금화가능한
투자자산의 합계에 대한 채무
의 비율

o 경상유동성(current liquidity) :
관련회사 투융자를 제외한 유
동성자산에 대한 채무의 비율

o 현금흐름상황
- 특히 유동성평가에서 자산의

질, 시장가격, 분산의 정도, 자
산/ 부채의 매칭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손보사의 유동성 분석에 다음지
표 사용
o 총자산에 대한 보험인수현금흐

름의 비율
o 총자산에 대한 현금흐름총액의

비율
o 투자자산에 대한 현예금과 단

기자산액의 비율
-재무의 유연성

o 자본이 급격히 필요할 가능성
과 자본의 원천으로부터 자본
의 유연성을 분석한다.

o 자본이 필요로 할 가능성으로
는 비상사태에 따라 장기자본
과 단기유동성이 필요로 할 가
능성

o 자본의 원천은 통상 사업이익
이나 현금흐름 외에 단기 및
장기 자본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가를 평가한다.

-유동성 평가는 보험회사의 채무
구조, 보험회사의 채무가 어느
정도 계약자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자산구조,
유동성자산, 유동성자산을 대체
할수 있는 재원에 대해 분석한다

책임준비금과 재보험의 適正性評價에 대한 3개 기관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의 <

표 10>과 같다. 손해보험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적립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를 평가

하는 것으로 준비금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험종목에 따라 적립기준이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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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특별한 산식의 지표는 없다. 다만 준비금 적립부족상황이 된 경우에 있어서

영업레버리지분석시 책임준비금을 분자로 사용하는 경우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보험의 적정성 분석은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재보험에 의

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보험 의존도는 출재에

따른 수취재보험수수료를 조정후잉여금으로 나눈 것을 사용한다. 보험회사가 과도

하게 재보험에 의존하는 것은 지불불능에 도달하는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표 10> 책임준비금, 재보험의 평가(미국 손해보험사)

A .M . Best S&P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분석

o 책임준비금의 적립액, 적립방법에 대하여 분석
한다.

o 책임준비금이 적정수준인가의 분석은 수익성,
레버리지, 유동성분석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재보험의 적정성 분석
o 재보험담보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하여 적정

한가를 분석한다
o 재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출재한 경우 재보험의

질, 재보험의 분산, 목적에 대하여 분석한다.
o 인수 리스크의 대부분을 재보험으로 출재한

경우(재보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특히) 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o 손보사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이 적정수준인가

를 분석한다.
o 다음 각 보험종목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근
사한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한다(개인자동차배
상책임, 상업용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 이외의
배상책임, 의료과실보험, 근재보험, 상업용종합
보험)

-재보험의 적정성 분석
o 재보험의 의존도 및 재보험의 질과 자본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6 . 結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재무지표의 바

람직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과 支給餘力比率(solvency m argin ratio)

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회사 경영전략과의 관계, 등급인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보험회사에 있어서 등급의 중요성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보험회사의 재무비율은 보험회사가 처한 여러 가지 경영환경요소에 따라 복합

적으로 나타나므로 회사간 격차가 발생하고, 적정수준이 얼마라고 말하기는 곤란하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財務指標만을 가지고 평가되는 것

이 아니고 다른 정성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각

평가기관은 과거자료나 경험에 기초해 각 재무지표의 일정수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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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급여력비율과 신용등급과의 관계를 보면 지급여력비율은 정량적 평가의 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신용등급평가시 자본 수준과 지급여력

비율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여력비율은 신용등급과는 달리 정성적 요

인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실태와 큰 괴리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 그

리고 지급여력비율은 현시점에서 스톡으로서 재무의 안전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지 보험회사의 플로우로서 수익력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保險經營戰略 측면에서는 회사의 경영이 등급기관이 중시하는 사항만을 상정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소비자나 기업의 경제적 안

정과 사회번영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신용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은 아니고 수요자의 니드변화에 부응한 상품개발이나 질 높은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은 계약자를 중심으로 하여

주주, 채권자, 감독당국, 신용평가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니드, 시점에 따라 차

이가 있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고 주주의 요구(ROE의 향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주의 시점과 신용평기관의 시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고 자본의 수준과 레버리지비율에서는 주주와 평가기

관과의 시점은 상반되는 면이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진 경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투자적격 회사가 신규사업을 확장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므로서 등급이 하락하

는 경우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규투자에 의

한 증수효과, 자본조달비용의 상승, 판매에서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자유화에 따른 보

험회사간 경쟁 증가는 회사간 수익력의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의

격차도 확대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들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등급이 낮은 회사는 보험모집에 있어서

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경우 등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투자가나 보험계약자들이 등급에 과잉반응하는 경우로 이해되는 면도 있다. 금

후에는 등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유효하게 활용하는 투자가, 보험계약자가 증

가하고 등급격차를 적정히 반영한 자본시장, 보험시장이 형성되므로 회사경영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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