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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 電子商去來의 消費者保護와 未來1 )

*

- 保險仲介市場의 構築 -

1. 電子商去來 槪念과 現況

또 하나의 産業革命에 비유되는 '디지탈 시대 '로의 진입은 모든 정보
가 디지탈 신호로 變換되어 초고속 情報網 (netw ork)을 타고 신속·정
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됨으로써, 時空的 제약이 없어져 과거의 생활
방식이 대부분 변하게 된다는 것임

□ 전자상거래의 개념

о 96년 OECD는 전자상거래를 문자, 소리, 영상 등을 포함한 디지탈정

보의 교환과 이동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 로 정의함.

о 즉 전자상거래란, 電子文書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1),

인터넷, PC 통신, 전자우편,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통신망을 이용한

일반적인 거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

든 經濟活動을 뜻하지만,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

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하며,

네트웍을 통한 상품의 購買와 販賣로 정의하고 있음.

о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용영역이 금융, 교육, 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다 폭넓게 즉, 사이버 공간

에서 수행되는 모든 電子商去來 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포함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양성문 선임연구원과 오승철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
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계본부의 이재강, 정재관 선임담당역의 많은 도움이 있었음. 본
논문의 내용은 보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힘.

1) EDI(Electronic Data Interch an ge)는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의 공공(행정)
서식을 표준전자문서로 정형화하여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정보통신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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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定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金融分野 電子商去來 現況

о 銀行들은 한국통신이 국내은행들과 공동으로2)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개

발, 金融監督委員會의 보안성 검토를 마쳤으며 일정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조흥, 서

울, 국민은행 등은 독자적인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도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표 1> 홈뱅킹 이용실적

(단위 :천건)

연중 정보조회 자금이체 기타 계

1991 9 3 - 12
1992 247 106 - 353
1993 1,090 283 - 1,373
1994 2,888 908 - 3,796
1995 12,032 3,685 4 15,721
1996 24,775 8,274 34 33,080
1997 67,598 20,098 1,255 88,951
1998 181,009 51,036 35,457 267,502

資料: 1998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현황, 한국은행, 1999. 7.

о 證券會社들도 인터넷거래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증권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수수료를 50∼60% 정도 할인해주고 있

고, 去來量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나라의 인터넷을 통한 증권

(주식, 선물, 옵션 포함) 거래는 98년 말부터 急增하기 시작하여, 98년

1월 월간 거래액이 5,000억원을 겨우 상회하였으나, 99년 5월에 24조원

을 육박하고 있음.

2) 한국통신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는 99년 7월 현재 신한, 한미, 주택, 기업, 광주, 농협,
외환은행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참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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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표 2> 증권의 인터넷 거래액 추이

(단위:억원)

연/ 월 거래액 연/ 월 거래액

98/ 1 5,475 98/ 11 47,051
98/ 3 7,989 99/ 1 65,562
98/ 5 6,389 99/ 3 87,185
98/ 7 18,542 99/ 5 239,128
98/ 9 16,422 99/ 71 ) 500,000

註: 1)은 추정액임.
資料: 유극렬,『인터넷전문증권사 E*Trade에 관한 연구』, 1999. 8.

2. 保險分野 電子商去來 現況 및 制度

보험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사이버몰 (Cyb er m all) 등
을 개설하여 一般 保險消費者를 대상으로 마케팅, 판매, 보험서류의
전송 (발급), 消費者保護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일컬음

□ 보험 전자상거래의 정의

о 保險의 電子商去來는 통신망에 사이버몰(Cyber mall) 등을 開設하여

일반 保險消費者를 대상으로 마케팅, 판매, 보험서류의 전송(발급), 언

더라이팅, 소비자보호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임.

□ 보험 전자상거래의 개시

о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

통을 실현하고, 처리시간,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1991년 12월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을 제정함(통산부 제정 1991. 12.

31, 법률 제4479호).

о 이에 따라, 은행업무, 통관업무, 승인 및 요건 확인, 원산지증명, 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의 분야로 나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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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1995년 5월 保險網 연계를 통한 적하보험업무를 서비스하기 시작하였

고, 이것이 보험분야 전자상거래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음.

о 현재, 적하보험 EDI를 통하여 적하보험 청약, 증권발급통지서, 배서업

무가 서비스되고 있음.

□ 국내보험 시장에서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판매현황

о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보험모집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에 주로 의

존하였으나, 1997년 보험중개인 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

술이 발달함에 따라 TM(Telemarketing), DM(Direct Mail), CM(Cyber

Marketing)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판매촉진형태의 보험모집이 크게 증

가하고 있음.

<표 3> 생명보험회사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 4∼9월

신계약
건수

보험료
신계약
건수

보험료
신계약
건수

보험료
신계약
건수

보험료

정보

통신

판매

TM 18.9 48 44 91.6 169.8 218 140.4 204.3

DM 0.8 0.8 4.5 3 77.9 111.9 77.8 90.7

CM - - - - - - 0.4 0.08

계(A) 19.7 48.8 48.5 94.6 247.7 329.9 218.6 295.0

전체판매(B) 13,693 381,634 17,119 489,559 17,514 469,304 8,054 18,067

A/ B(%) 0.14 0.01 0.28 0.02 1.41 0.07 2.71 1.59

資料: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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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손해보험회사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資料: 임재영,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
언 , 1999. 11.

<표 5> EDI에 의한 적하보험 중계건수 현황

(단위 : 건)

註: 1) 건수는 보험개발원의 중계건수(APPCIP, CIPADV는 각각 1 건으로 처리) 기준임.

2) 국내 11개 손보사 중 쌍용, 해동사는 사용실적이 없음.
資料: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 보험가입방법의 변화

о 매일경제신문사와 인터넷 여론 전문업체인 이트렌드가 최근 네티즌 1

만 3,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보험에 대한 의식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정보

통신

판매

TM 519 1,243 923 2,276 1,054 2,427

DM 13 10 45 97 46 112

CM - - - - 1 2

계(A) 532 1,253 968 2,373 1,101 2,541

전체판매(B) 32,077 134,662 32,790 163,183 28,748 142,536

A/ B(%) 1.7 0.9 3.0 1.5 3.8 1.8

회사 동양 신동아 대한 국제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 AHA 합계

' 96 474 4,988 0 619 2,774 80,975 31 10,138 0 0 99,999

' 97 11,457 8,318 0 3,138 2,709 126,566 7,850 16,907 484 0 177,429

' 98 13,986 7,307 0 1,294 2,727 202,811 14,807 23,113 2,482 64 268,591

99

(4-10)
7,711 3,346 525 7 52 200,136 9,885 17,978 1,173 1,402 2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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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о 최근 보험에 가입한 경로를 보면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경유한 방식이 7.4%, 보험대리점 7.0%, 전화모

집 2.4% 순을 보였음.

о 반면,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것이라는 네티

즌이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은

각각 19.1%, 18.6%로 나타나 향후 보험모집의 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

을 예고하고 있음.

[그림 1] 신규 가입시 예상경로

資料: 매일경제신문, 1999. 12. 21日字.

□ 보험 전자상거래 제도현황

о 電子媒體를 활용하는 새로운 거래양식의 導入·擴散에 따라 關係法令

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음. 99년 1월 제

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 99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상거래 표준약관, 전자자금이체법, 저작권법(문화관광부) 등이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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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될 것으로 보임.

о 현재 保險業界에서도 1998년 3월 保險監督院의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생보 530-3515, 1998.3.9)」을 個別 生保社에 시달하

면서 보험회사의 인터넷을 통한 保險募集行爲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함.

о 이 指針의 主要內容은 보험안내자료, 모집자의 자격요건, 모집자에 대

한 교육, 청약내용에 관한 증거의 확보, 개인신용정보보호 등에 관한

것임.

□ 98년 3월에 美國의 NAIC의 인터넷마케팅 작업반의 중간보고서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보험분야의 전자상거래시 문제가 되는 것은

о 무허가 보험사업자, 무자격 보험모집자 등의 영업, 보험사기, 과장광고, 부실

고지, 소비자보호 등임.

□ 보험 전자상거래의 법적 개선점

о 保險과 관련하여 현재는 종이문서 개념을 기초로 한 法理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法的인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보험의 電子商去來

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함(예: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о 保險事業者가 아닌 자가 전자상거래로 보험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

도 당연히 保險業法에 의거 보험사업의 許可가 필요함.

о 보험모집의 仲介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保險仲介人 등록이나 보험대리

점 등 모집자격 취득이 필요함.

о 기존의 認可保險會社가 보험전자상거래 개시시에는 전자상거래용 보험

상품의 認可(申告)가 필요함.

о 電子商去來를 위한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募集文書圖畵(보험안내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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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규제를 받음. 특히, 장래이익배당 또는 잉

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데 인터넷상에 허위광고를 게

재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의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о 특히 소비자보호 및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한 충분한 情報公示가 선행

되어야 하며 어느 수준까지 사이버몰의 표시의무화가 되어야 하고 이

를 어떻게 감독기관이 검사할 것인가 등도 문제가 될 것임.

о 電子商去來를 이용한 모집상의 모집행위도 金融監督院의 검사·감독 대상

이 되므로, 불공정모집행위 등에 대한 감독방법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о 무허가보험사업자의 영업, 무등록모집인의 영업, 보험사기, 고지의무의

확인, 청약의 승낙시기 등의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행

의 정착 및 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인증기관과 병행하

여 보험감독차원의 보험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전산·제도적 보안장

치가 필요함.

□ 보험 전자상거래 적용시의 법령 정비사항

о「保險業法」제6조의 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중요정보 공개사항의 고시)에 의거하여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의「보

험정보공시」부문에 덧붙여 보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등 제반 규정을 제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о「保險業法」제7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

「손해보험 상품관리규정」,「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거,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보험상품에 대한 표준

약관을 개발·보급하여야 할 것임.

о「通信販賣 表示·廣告에 關한 公正去來指針」의 정비가 요구됨. 공정

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표시광고

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하였는데,

- 8 -



포커스

미국의 입법사례 등을 참고하여 동 지침에 인터넷 상거래 관련 표시·

광고지침을 보다 자세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음.

3. 消費者 保護를 위한 保險仲介市場의 構築 必要性

보험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規約, 基準, 認證을 적용하
여 消費者들이 보다 安全한 去來를 할 수 있도록 업계 및 仲介市場
調整 메카니즘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OECD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指針( 99년 12월 9일 발표)」의 주요내용

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대-소비자간

거래(B-to-C)에만 적용되는데, 이의 일반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음.

о 전자상거래를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transparent and

effective protection)

о 공정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fair bu siness, advertising and m arketing

practices)

о 온라인광고의 공시(online disclosure)

о 확인절차(confirmation process)

о 지불(payment)

о 소비자불만처리와 분쟁해결(consumer complaints and resolution)

о 개인정보 보호(privacy)

о 교육 및 인식(education and awareness)

□ 전자상거래가 상용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이용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무엇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의 개시시기가 언제이고, 언더라이팅의 문

제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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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保險商品의 인터넷 마케팅과정에서 사기 및 기만행위, 허위광고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保險營業行爲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또한, 公正去來法

上의 소비자보호 조항이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인가? 에 대한 향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구조의 개선관련 규정과 불공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정의 두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허위, 사기, 기만행위 등을 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서는 公正去來法 등 기존 표시·광고 법령은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능이 미약하고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장치의 미흡으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곤

란했기 때문에 表示·廣告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음.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쟁법 외에 별도의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о 그 예를 보면 일본은 獨占禁止法과는 별도로「부당표시방지법」을 시

행하며, 미국은 셔먼(Sherm an)법, 클레이튼(Clayton)법과 별도로「공정

포장 및 라벨법」등을, 영국은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거래표시법」

을 시행하고 있음.

о 그 외에 표시·광고만을 규율하지는 않지만, 獨逸과 스웨덴은 경쟁법과

별도로 각각「부정경쟁방지법」,「시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와 같이 保險의 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해서는 規約, 基準, 認證을 適

用하여 消費者들이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업계 및 중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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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메카니즘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거래 관행, 규약의

마련 및 기타 자율규제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현행 금융정보화보험소위

원회에서 작업반 구성 및 정보망 구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6>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소비자보호규정

資料: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7.

4. 保險 電子商去來 標準約款의 制定

보험 전자상거래의 信賴性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표
준약관을 제정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성립시기는 保險者의 승낙
및 初回保險料가 納入되어 보험자의 승낙이 계약자에게 도달한 시
점에 성립한 것으로 봄

□ 사이버몰 소비자이용 표준이용약관 제정

о 사이버몰 등은 電子去來基本法上의 法定用語이므로 이를 통일함. 고객

이 보험사이버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래 약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

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주체 책무 내용

정부

소 비 자 보 호 시 책 의
추진과 공개

- 소비자보호시책의 마련·추진
- 전자거래촉진계획에 소비자보호대책 포함
- 전자거래에 관한 주요시책과 결정사항 정보제공

소비자피해의 구제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조치 마련
-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전자거

래에도 적용
- 전자거래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소비자정보의 제공
- 사이버몰 운영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표시
- 소비자단체의 자료제공 요구에의 협력

사업자 소비자피해의 구제 -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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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표준이용약관의 명시와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о 保險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을 保險消費者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보험 전자상거래의 信賴性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영업소, 연락처, 납

세번호, 청약철회 등의 방법을 게시함.

о 保險契約의 성립시기는 보험자의 승낙 및 초회보험료가 납입되어 보험

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봄.

- 구체적으로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전자문서(예 : EDI로 전

송된 保險請約書 등)가 계약자가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

된 때를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으로 봄(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제

2항).

- 예컨대 契約者의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보험자로부터 인수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은 되었으나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등과 같은 請約確認 또는 引受拒絶證明을 할 수 있는 중개기관과

의 필요성 문제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о 保險契約의 성립장소도 통상 승낙의 효력발생지인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장소를 계약성립지로 봄. UN CITRAL모델법3)에서는 當事者間에 다

른 약정이 없으면, 작성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된 것으로 추정되

고, 수신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수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3) UN 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ITRAL)가 1992년 EFT 去來에 적용하기 위해 國際資金移
替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전자 데이터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다른 한편 국제연합의 사회경제이사회에서 EDIFACT를 담당하고 있던 부
서에서도 EDI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UN CITRAL은 EFT 작업부회를 EDI 작업부회로 개편하고 EDI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
음. 이에 입각하여 UN CITRAL에서는 각국에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전자 데이터
의 증거가치, 통관절차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 UN CITRAL에서는 1993년부터 EDI 모델법
을 제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96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뉴욕에서 개최된 총회
에서 모델법의 명칭을 '電子商去來 모델법(UN CITRAL M odel Law on Electronic Comm
erce)'으로 개칭하여 이를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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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문제 책임규정

о 個人情報保護를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

야할 구체적인 노력의무를 부여할 것과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함.

- 個人情報管理者의 개인정보 분실 등에 대한 몰(Mall)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보험승낙통지, 계약변경 및 청약취소

о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의사전달 과정의 迅速

性과 卽時性 그리고 인터넷 이용의 기술적 특성떄문에 계약자가 컴퓨

터 조작실수, 의사표시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契約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에게 수신확인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예: 15일 이

내)에 계약변경 및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청약철회 규정

о 電子商去來는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保險請約을 하고 그에 따라 보

험계약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와 같은 측면이 있음.

- 通信販賣에 있어서 請約撤回에 관한 규정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하여

계약자는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중단 등에 의한 책임규정

о 사이버몰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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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으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만들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함.

□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о 전자상거래는 非對面性, 전자문서의 위·변조의 용이성과 주로 소액상

품 위주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많은 消費

者紛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被害補償 처리기구 및 전자거래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규정(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 제32조 등)을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정 등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재판관할규정

о 電子商去來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國際的인 特性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재판관할규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5. 保險仲介市場의 構築方法

게이트웨이형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機關이 使用者와 인터넷을 통한
모든 접촉을 전담하고, 이러한 정보를 個別保險社와 仲介人, 代理店과 안
전한 네트워크(예를 들면, 전용망)를 이용하여 보험서류를 전달함

□ 인터넷상의 보험서비스4)

о 전자상거래 보험은 契約締結의 횟수나 액수가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

4) 이하의 내용은『전자상거래 원론』이재규, 최형림, 김현수, 이경전(1999)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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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전자상거래 보험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구성과 보험서비스의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о 먼저, 구축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구축 구성 대안에 관해 살펴보면 이

미 개발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전자지불서비스나 금융서비스시스템에서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

【모델 1】 분산형

기존의 보험사 정보망을 그대로 활용하고, 단지 사용자(보험수요자, 계약

자)가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델 2】 게이트웨이 (gatew ay)형

보험사와 사용자가 컴퓨터 통신상에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별도의 인터넷상의 보험서비스를 개별 보험사에 표준문서로 중개하는 형태

о 여기서 분산형은 기존의 통신서비스 형태와 별 차이가 없음. 단 保險社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個

別保險社 및 保險消費者들은 보안상의 침해 및 계약자보호, 전자서명의

보완, 보험거래의 안전성, 정당한 보험사업자 및 대리점 등의 구분 부담

이 있음.

о 그리고 게이트웨이형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사용자와 인터넷을

통한 모든 접촉을 전담하고, 이러한 정보를 個別保險社와 仲介人, 代理店

과 안전한 네트워크(예를 들면, 전용망)을 통해 보험 標準文書(보험청약

서, 보험증권 등)를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에게는 물론

개별 보험사에게도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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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예를 들면, 인터넷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이 보험거래의

信賴性 및 安全性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험사업자 및 대리점, 중개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보험의 법적 분쟁시 이를 仲介機關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 있음.

о 그리고 인터넷상의 보안상 침해를 제3의 기관이 부담함으로써 개별 보

험사 및 중개인, 대리점, 보험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제3의

기관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업목적을 가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인터

넷상의 보험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보험사를 대행한 자료전송서비스,

보험청약, 보험증권의 발급,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의 수월 등임.

□ 보험 전자상거래의 발전방향 및 연구과제

о 보험 전자상거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顧客管理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보험요율의 인하,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의 성립 및 증권

발급의 迅速性을 갖추어야 기존의 일반 보험사에 비해 완벽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고객 개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이나 맞춤고객 인터페이스 기능 등이 필요하며 개별적 종합금융관리가

가능한 메타인슈런스(meta insurance)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 보험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발전

о 고객모니터링 : 기존의 보험이 보험모집이나 광고가 주로 간접적(광고,

모집인 등)인데 반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보험은 서비스의 촉발을 보험

사 측에서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는 물론 고객 개개인의 상

황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대단한 하드웨어적 부담을 초래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보험의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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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존재이유이므로 확장이 필요함. 고객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의 예

는 다음과 같음.

- 연령별/ 기호별 보험상품

- 위험담보별 보험상품

- 보험상품 의사결정

- Life Cycle에 맞춘 보험/ 금융설계(투자/ 세무 등)

- 투자상황에 따른 정보제공: 투자상품, 신규 보험상품, 이자율

о 맞춤고객 인터페이스 서비스 : 전자상거래 보험은 고객에게 적합한 또

는 고객이 요구하는 화면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고객별, 상황별 홈페이지

- 고객이 메뉴를 결정함

- 고객에게 적합한 광고

- 각 고객에게 의미있는 소식

□ 메타 인슈런스 시스템

о 금융기관의 兼業主義 추세로 말미암아 보험의 고유 업무영역이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보험에 있어 개별 고객의 위험관리 및

통합금융자산관리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

о 메타 인슈런스는 보험사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회사, 투신

사, 종금사 등간의 자금이전을 수행하게 됨. 이미 은행에서는 증권회사

의 주식 매매 대금을 은행에서 직접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마찬가

지로 보험이나 투신사 등의 여타 금융기관과의 연결 역시 조만간에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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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메타 인슈런스의 상황에 맞는 기능 수행은 지능형 메타 인슈런스 에이

전트(agent)가 담당하게 되는데 지능형 메타 인슈런스 에이전트는 보

험청약, 보험상품, 보험계약 가입현황, 투자금융상품 등에 대한 상황

추적(tracking)의 역할과 데이터베이스, 지불시스템, 투자시스템, 각 금

융기관간의 연결(connecting)을 상황과 시점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하

고 고객에게 보험가입 확인, 보험금 지급통보, 보험계약 의사결정 등의

연락(messaging) 기능을 수행하게 됨.

6. 保險分野 電子商去來 導入計劃의 提示

보험의 전자상거래는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완벽한 競爭優位를 확
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보험분야에 맞는 시스템개발 및
정보화의 발전이 필요함

□ 보험정보화의 발전단계 및 현황

о 보험회사의 정보화는 197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신규

계약, 보험료, 보전, 업적관리 등 기본업무에 대한 사무자동화를 추진

하면서 시작됨.

о 1980년대 부터는 주전산기 중심의 본지점 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됨.

о 보험회사의 공동망 사업은 손해보험회사가 77년 공동으로 장기저축성

업무의 전산개발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음.

о 생보사, 손보사 및 보험관련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보험업무 공

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보험정보화추진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保險開發院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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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험회사의 정보화추이

시기 주요추진내용

70년대 초반

∼ 80년
개별보험회사의 자체 사무자동화

81년∼ 91년 본지점 온라인망 구축

92년∼현재

- 보험전산망 전담사업자로 보험개발원 지정( 92년 3월)
- 전 생손보사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DB구축

- 전국의 보험영업소(지점) 및 시·군·구에서 조회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 현재 14개 가량의 조회 및 배정시스템 제공

□ 지금까지 살펴 본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단계적 도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 제1단계

기존의 販賣方式과 멀티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멀티미디어시
대의 도래를 준비하여 전자상거래 관행의 수립을 위한 작업반을 구
성하고, 인터넷상에서 保險請約 및 保險證券의 발급까지 가능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о 流通 및 販賣

-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유사멀티미디어를 기존 판매채널을 지원하

거나 보완하고, 새롭게 정보통신판매용 보험상품을 개발함.

- 새로운 보험정보상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의 판매조직을 신설/ 운영함.

о 情報傳達 및 意思疏通

- 대중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과 유사멀티미디어를 병행하여 정보전

달과 의사소통을 수행함. 대중매체는 주로 광고나 홍보 등의 아웃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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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커뮤니케이션(outbound communication)에 사용하고, PC통신이나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은 저가형 인터넷보험상품을 위주로 인바운드마

케팅(inbound marketing)에 사용함.

- 기존의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있는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이

를 이용한 판매방법을 장려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판매가 촉진되

도록 함.

о 고객 DB의 구축 및 활용

- 보험사내 契約情報 및 事故資料, 其他 顧客資料 및 각 부서에서 고객

과의 접촉을 통해 수집되는 고객정보 항목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며,

또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항목을 파악함.

- 고객 DB가 一貫性 있는 체계하에 구축되고 필요한 부서에 적절히 제

공되도록 보험사 차원에서 고객 DB를 총괄적으로 관리·분석·운영

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 향후 고객 관련 DB가 통합되고 보유한 보험고객정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보험사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보험고객 DB의 지속적인 유지 및 보완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고객이 DB에 등록되는 것의 혜택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

공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전담상담요원의 배치, 거래실적

에 따른 대출 및 보험서비스 제공 등).

□ 제2단계

기존의 판매방식 중 하나인 정보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판매전문
보험회사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보험관련 문서의 전송을 완
전히 디지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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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정보의 유통 및 보험상품의 판매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을 기존 보험판매망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향후 정보통신판매 전담보험사 설립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제고함.

- 세분화된 고객 유형별로 전통적인 판매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선별적

으로 사용해 유형별로 전문적으로 세분화함.

о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 대중매체 및 보험모집인과 같은 전통적인 보험정보 전달수단은 보험

상품 및 정보의 告知나 인지강화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멀티미디어

와 연결하여 보다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정보는 멀티미디어로 제공함.

- 점차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전달의 비중을 높이고 소수의 고객

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함.

о 고객 DB의 구축 및 활용

- 제1단계에서 논리적으로 통합된 고객 DB를 기업차원에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시도함.

- 2000년대 초반 경에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수집이 매우 용이해

지고 상당수 소비자가 개인별로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고객정보를 통합해 구축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관련 기업들의 고객

DB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함.

- 保險社 內部의 고객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촉진시키고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함. 이러한 조직과 시스

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유용한 고객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가 자신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보험사에게 제공하는

- 22 -



포커스

것에 소극적으로 됨.

- 관련 보험사간 공유되는 고객 DB는 주로 외부적인 모집/ 판매활동보다

내부적인 意思決定(보험상품의 개발, 시장세분화,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령 공유 DB를 이용해 고객과 거래하지 않고 있는 관

련 보험사들이 자사보험상품을 판촉 하는데 사용할 경우, 고객의 반발이

나 여론을 비판을 야기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제3단계

멀티미디어 마케팅의 구현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모든 판매채널방
식 및 情報의 流通, 傳達 및 意思疏通方式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保險社內 부서간 또는 마케팅활동도 統合하는 방향으로 추진

о 정보의 유통 및 보험상품의 판매

- 전자상거래 마케팅이 주도적인 情報의 流通 및 販賣方式으로 정착되

는 시점임.

- 전통적인 방식은 그 비중이 매우 낮아지며,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流通

/ 販賣를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됨(예: 기존의 모집인 유통

망은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에 수

반되는 청약 및 증권발급, 보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센터 및 개

인재무컨설팅, 재무정보 제공기능을 수행함).

- 또한, 고객의 공통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은행

서비스, 증권서비스 등)가 상호 융합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가

능성이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관련기업들의 流通經路와 販賣方式도

멀티미디어로 통합하여 개별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

- 예를 들어, 가상보험쇼핑몰을 만들고 다양하게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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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타 금융권의 서비스를 통합할 형태의 금융서비

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о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을 쌍방향으로 수행하

는 방식을 정착시킴.

- 旣存의 販賣채널은 멀티미디어를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멀티미디어는 저렴한 보험료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모집인

은 고소득층을 표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 關聯 保險社들의 유통과 보험상품의 판매가 멀티미디어상에서 융합되

는 경우, 동일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통합해서 수행함

(즉, 統合 DB를 이용해 관련 보험사들의 다양한 보험상품정보를 동시

에 전달함).

о 고객 DB의 구축과 활용

- 제도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제2단계에서 다양한 관련 보험사들

간의 고객 DB를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추진함.

- 멀티미디어의 보급이 일반화되는 제3단계의 시기에는 유통경로와 정

보전달매체가 융합되어 멀티미디어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련기업들

의 제품이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되며, 쌍방

향 의사소통이 實時間(real time)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기적인 기업과 고객간의 1대1 관계 구축을 위해서

는 고객 DB의 물리적인 통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物理的으로 통합된 고객 DB는 내부적인 마케팅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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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관련 보험사의 영업 및 판

촉활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판매 지향적인 아웃바운드 영업은 효과

가 없으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고객 지향적인 정보제공 측면

의 쌍방향적인 정보제공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물리적으로 고객 DB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정보의 외부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가능성에 대비해 철

저한 보안책과 소비자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통합고객 DB구축과 활용이 소비자에게 주는 利點과 혜택을 느

껴서 積極的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활발한 쌍방향 의사소통에 관

여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러한 인센티브는 保險消費者가 쉽게 거래선을 바뀌지 못하도록 만

드는 전환장벽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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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 生産

□ 1999년 3/ 4분기의 실질 GDP는 성장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12.3% 성장하

여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o 특히 製造業이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산업용기계 등의 내외수요 호조

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하였음.

o 서비스업도 도소매업, 운송업, 통신업, 광고업 등이 크게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12.4% 성장하였음.

□ 그러나 季節變動을 조정한 실질 GDP는 전기대비 0.9%p 낮아져 경기 신

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2000년에도 수요, 설비투자 부문의 호조 및 수출의 증가가

지속되어 평균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99년 3/ 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과 수출

의 신상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

의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표 1> 산업생산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p 1999p

3/ 4 1/ 4∼3/ 4 1/ 4 2/ 4 3/ 4 1/ 4∼3/ 4
국 내 총 생 산 -7.1 -6.0 4.5 9.9 12.3 9.0

제 조 업 -9.1 -8.1 10.3 20.4 26.8 19.2
건 설 업
서비스업

-10.1
-6.2

-7.2
-6.0

-14.8
6.5

-7.8
10.4

-10.0
12.4

-10.5
9.8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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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消費 및 投資

□ 소비는 3/ 4분기에 이어 10월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o 자동차 판매의 급증으로 자동차 관련 용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내

수용소비재 출하는 耐久財와 非耐久財 모두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o 內需用消費財 輸入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設備投資는 3/ 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0월 들어서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о 同行指標인 설비투자 추계, 기계류내수출하 및 내수용기계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о 민간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先行指標인 국내기계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

하였음.

□ 건설투자 역시 10월 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99년 3/ 4분기 및 10월에도 큰 폭의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건설 부문 역시 뚜렷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음

<표 2> 투자ㆍ소비 및 경기종합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2/ 4 7 8 9 3/ 4 10
가계 소비(국민계정) 9.2 - - - 10.4 -

내수용소비재출하 17.1 23.3 30.9 18.2 23.8 26.2
내수용소비재수입 32.4 37.8 34.8 40.0 37.6 60.8

설 비 투 자 추 계 42.4 58.2 61.8 41.8 53.2 51.2
기계류 내수 출하 34.8 57.2 51.4 27.4 44.4 45.5
내수용기계류수입 18.6 35.1 41.7 57.7 45.1 63.6

註: 동행종합지수 및 선행종합지수는 1995=100 기준.
資料: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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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國際收支

□ 1999년 1∼10월 중 經常收支는 상품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

적자 및 소득수지적자의 축소에 힘입어 2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수출(통관기준)은 11월 들어서도 22.4% 증가한 142.6억 달러로 월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о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화공품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직물 및 의

류도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11월 중 수입(통관기준) 역시 4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о 품목별로는 자본재, 원자재 및 소비재 등이 50% 이상 증가하였고, 용

도별로는 내수용 수입(60%)이 수출용 수입(34.2%)을 크게 상회하였음.

□ 11월 중 輸出入差 흑자규모는 10월의 21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확대됨.

1∼10월 중 경상수지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33억 달러 감소한 213
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자본수지적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금 상
환 등으로 17억 달러 증가한 47억 달러의 流出超를 기록하였음

<표 3> 경상수지 및 수출입
(단위: 억 달러)

1999.1/ 4 2/ 4 3/ 4 1∼10 11
경 상 수 지 61.9 63.8 66.4 213.1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67.8
-1.2

-10.2

80.1
-4.9

-15.8

71.9
-2.9
-7.3

246.9
-9.4

-39.6

-
-
-

수출 (통관) 302.6 357.8 351.5 1,146.2 142.6
수입 (통관) 255.7 287.4 297.1 953.8 117.4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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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雇傭 및 賃金

□ 1999년 11월 고용동향은 9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가 100만명 이하

(97만 1천명)로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4.4%로 전월대비 0.2%p 감소하여

雇傭事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о 계절조정 失業率도 4.7%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실업자 감소는 제조업,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就業者가 증가한데 기인함.

□ 99년 10월말까지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556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상승하여 전월에 이어 두 자리 상승률이 이어졌음.

о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5.6%) 보다는 초과급여(29.9%)와 특별급

여(22.4%)의 상승폭이 컸음.

о 부문별로는 대기업(500인 이상 12.5%, 300∼499인 12.1%), 산업별로는

운수ㆍ창고ㆍ통신업(14.3%), 제조업(13.7%),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13.4%)

의 임금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음.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어 실업자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하
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초과급여 및 특별급
여, 제조업ㆍ대기업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4> 10인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

(단위: 천원, %)
1998 1999

10 1∼10 10 1∼10
임 금 총 액 1,384 1,409 1,514

9.4
8.1

1,556
명목임금 상승률 -1.4 -3.0 10.5
실질임금 상승률 -8.1 -10.2 9.7

資料: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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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金利

□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진전, 11월 4일 정부의 金融市場安定對策 발표 등으

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었음.

о 콜금리는 정부의 강력한 低金利 기조 하에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國庫債와 會社債 등 장기시장금리도 각각 8%대와 9%대로 안정되어

지난 8∼9월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12월 들어서는 不確實性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

금리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의 금리

상승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채권전

문가들은 최근의 巨視經濟指標가 금리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채권시장 안

정기금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實勢金利가 두 자리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대책과 대우그룹 워크아웃의 진전으로

한 때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던 장기금리가 다시 한 자리수로 안

정화되었으나 다시 12월 들어 회사채금리가 10%에 육박하고 있음

<표 5> 주요시장금리 추이
(단위: %)

99.3 4 5 6 7 8 9 10 11 12.24

콜(1일) 5.0
6.6
6.8
8.6

4.8 4.8 4.8 4.8 4.7 4.7 4.7 4.7 4.8
CD(91일) 6.2 6.2 6.3 6.8 7.2 7.5 7.3 6.9 7.1
국고채(3년) 6.4 6.8 6.9 7.9 8.9 9.3 8.3 8.5 8.8
회사채(3년) 7.6 8.3 8.1 8.6 9.9 10.4 9.1 9.5 9.8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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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株式市場 및 資金市場

□ 주식시장은 대우그룹 워크아웃 진전과 投信社의 주식형수익증권 증가세 둔

화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및 海外證市

의 好調 등에 힘입어 활황세가 이어졌음.

о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신사 공사채형수익증권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큰 폭으로 유입됨에 따라 종합

주가지수가 11월 이후 크게 상승하였음.

□ 주식시장은 기업실적의 호전과 벤처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유입 등과 같은 요인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자금시장 동향은 銀行受信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형 금

융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둔화되었음.

о 은행수신은 금전신탁 부문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시입출식

예금 및 정기예금의 수신도 증가하였음.

о 주식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단위금전신

탁 등 주식형 금융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둔화되고 있음. 그러나 11월 들

어 주식예탁금이 크게 증가하였음.

о 투신사의 수익증권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새로 도입된 고수익펀드

(High Yield Fund)의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음.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세에 힘입어 활황세를 지속하여 종합

주가지수가 1,000 이상으로 상승하고, 월 평균 주식거래대금도 크

게 증가하여 110조원을 상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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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

<표 6> 주요 금융상품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1999. 8 9 10 11.1∼25
주식형수익증권 23,332

1,499
7,069

-4,655

6,968 7,8893 ) -318
뮤추얼 펀드1 ) 2,753 1,818 245
단위형금전신탁2) 3,897 4,711 5,787
고 객 예탁금 5,314 -27,990 15,332

주식형금융상품 계 27,245 18,932 -13,572 21,046
정 기 예 금 53,538

56,415
135,130

26,761 45,506 61,563
수시 입출식 53,835 13,678 49,274

은 행 예 금 110,648 57,816 106,872
공사채형수익증권 -209904 -140,630 -122,3393 ) -71,438
주식형수익증권 23,332 6,968 7,889 -318

투신사수익증권계 -186,572 -133,662 -114,450 -71,756
註: 1) 납입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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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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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換率

□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과 같은 요인으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어 원/ 달러 환율이 1,200원 이

하로 떨어졌음.

о 10월말까지 1,2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던 대미 달러환율이 11월 들어서

는 1,200원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2월 들어서는 전년말 대비 5∼6% 절상

된 1,1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원화가치가 急上昇함에 따라 외

환당국은 外評債 1조 5천억원 이상 발행, 은행의 외화 대손충당금 조기

적립, 성업공사의 부실 외화채권 5억달러 추가 매입 등을 통하여 원화절

상을 막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이경희 책임연구원)

원/ 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
이고 있어, 외환당국이 지나친 평가절상을 막을 것으로 예상됨

<표 7> 원/달러 환율 추이(기준환율)

(단위: 원, %)
5 6 7 8 9 10p 11p 12.24

연 월 말
1,186.3
(18.9)

1,155.9 1,206.9 1,184.9 1,218.7 1,200.5 1,157.5 -

(19.8) (2.4) (12.4) (12.7) (9.4) (7.4) -

연월평균
1,197.0
(16.5)

1,169.6 1,186.0 1,199.8 1,197.0 1,206.4 1,177.2 1,132.7
(19.5) (9.7) (8.6) (14.5) (10.8) (9.9) -

註: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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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 FY'99 2/ 4분기의 생명보험산업은 경기회복과 실업율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

와 보험사 2차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총자산과 보험수지차를

제외한 수지상황에서는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입

보험료와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지표에서는 1/ 4분기에 비교하여 다소 후퇴

하고 있음.

o FY'99 2/ 4분기 保險收支差는 보험회사의 내실경영을 위한 재무건전성과

손익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따라 전년도 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지

만 수입보험료 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전분기에 비해서는 23.0% 개선된

3,5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總資産은 전분기에 비해 2.1% 증가한 96조 858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서는 7.8% 증가하였음.

o 이는 수입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입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 및 보험수지차의 개선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投資收入은 IMF 이후 불안정한 금융환경에서 벗어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

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투자수입이 증가세

로 돌아섰는데 FY'99 2/ 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8% 증가한 2조 7,709억원

을 기록하였음.

FY'99 2/ 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실적은 收入保險料가 감소하였으
나 支給保險金 지출이 6.5% 감소하고, 投資收入이 0.8% 증가하여
前分期 대비 약 1조원의 保險收支의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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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1/ 4 2/ 4 3/ 4 4/ 4 연간 1/ 4 2/ 4

총 자 산
893,400 891,042 922,982 922,985 922,985 941,388 960,858

-1.7 -0.3 3.6 0.1 1.5 2.0 2.1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110,021 101,733 142,525 112,725 467,004 98,832 95,615

-32.7 -7.5 40.1 -20.9 -4.6 -12.3 -3.3

투 자 수 입
24,976 22,847 28,718 23,922 100,462 27,495 27,709

-12.4 -8.5 25.7 -16.7 10.4 14.9 0.8

지급보험금
127,343 111,245 116,662 106,233 461,483 89,849 84,037

-26.3 -12.6 4.9 -8.9 12.1 -15.4 -6.5

사 업 비
17,333 16,355 14,919 17,403 66,011 13,558 15,099

-13.8 -5.6 -8.8 16.6 -8.0 -22.1 11.4

보험수지차
-34,655 -25,867 10,944 -10,911 -60,490 -4,575 -3,522

-18.6 25.4 142.3 -199.7 -1,099.8 58.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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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율, 총자산수익률의 분기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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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 FY'99 2/ 4분기 수입보험료는 個人保險 중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지난 분

기에 이어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 종목에서

는 감소세를 보여 전분기 대비 3.3% 감소한 9조 5,615억원을 보이고 있음.

o 사망보험이 증가한 것은 최근 보험소비자의 경향이 特定危險 또는 特定疾

病에 대해 低保險料로 高保障하는 무배당 보장성보험을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o 단체보험의 감소세는 기업구조조정 이후 신규계약의 창출이 정체된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임.

□ 支給保險金은 보험해약이 다소 둔화되어 전분기대비 6.5% 감소한 8조

4,037억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24.5% 감소를 보여

해약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o 또한 保險金支給率은 전분기대비 3.0%p 감소한 87.9%를 보이고 있어

수입보험료에 비해 지급보험금의 지출이 적음을 알 수 있음.

□ 事業費率은 전분기대비 2.1%p 증가한 15.8%이며, 사업비 증가율은 전분

기에 비해 11.4% 증가하였음.

個人保險의 경우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
해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과 사업비가 악화되었
으며, 團體保險은 지급보험금은 개선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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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ㆍ수입보험료증가율ㆍ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8 FY '99

1/ 4 2/ 4 3/ 4 4/ 4 연간 1/ 4 2/ 4

생존
보험

보험료 23,766 21,664 24,146 33,183 102,761 22,774 24,227

증가율 -17.1 -8.8 11.5 37.4 -29.3 -31.4 6.4

비 중 21.6 21.3 16.9 29.4 22.0 23.0 25.3

사망
보험

보험료 18,404 19,118 20,412 21,744 79,680 22,735 24,436

증가율 1.8 3.9 6.8 6.5 19.4 4.6 7.5

비 중 16.7 18.8 14.3 19.3 17.1 23.0 25.6

생사혼
합보험

보험료 45,245 42,072 31,545 31,827 150,690 29,088 27,555

증가율 -33.1 -7.0 -25.0 0.9 24.9 -8.6 -5.3

비 중 41.1 41.4 22.1 28.2 32.3 29.4 28.8

개인
보험계

보험료 87,416 82,855 76,104 86,754 333,131 74,597 76,219

증가율 -23.6 -5.2 -8.1 14.0 0.1 -14.0 2.2

비 중 79.5 81.4 53.4 77.0 71.3 75.5 79.7

단체
보험계

보험료 22,604 18,877 66,420 25,970 133,873 16,517 13,344

증가율 -54.0 -16.5 251.8 -60.9 -14.7 -36.4 -19.2

비 중 20.5 18.6 46.6 23.0 28.7 16.7 14.0

전 체

보험료 110,020 101,733 142,525 112,725 467,004 98,832 95,615

증가율 -32.7 -7.5 40.1 -20.9 -4.6 -12.3 -3.3

비 중 2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비중은 전체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고, 연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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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個人保險

□ FY'99 2/ 4분기 個人保險 收入保險料는 생사혼합보험(5.3%)이 감소하였으

나 생존보험(6.4%)과 사망보험의 증가(7.5%)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2.2%

증가한 7조 6,219억원을 기록하였음.

o 保險種目別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생사혼합보험은 전분기 보다

0.6%p 감소한 28.8%(전년동기의 비중은 4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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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은 전분기 대비 2.6%p 증가한 25.6%, 생존보험은 2.3%p 증가한

25.3%를 보여, 전체 개인보험의 비중은 전분기(75.5%)대비 4.2%p 증가한

79.7%를 기록하고 있음.

□ FY'99 2/ 4분기 개인보험 保險金支給率은 FY'98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보

험금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7.5%p 감소한 66.7%로 나타났으며, 전년동

기보다 12.9%p 감소하였음.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ㆍ지급보험금증가율ㆍ보험금지급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1/ 4 2/ 4 3/ 4 4/ 4 연간 1/ 4 2/ 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50,484 39,289 30,466 28,626 148,866 19,996 18,533

증가율 -37.8 -22.2 -22.5 -6.0 -24.4 -30.1 -7.3

지급율 212.4 181.4 126.2 86.3 144.9 87.8 76.5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7,209 7,887 7,528 7,464 30,088 7,038 7,376

증가율 15.8 9.4 -4.6 -0.8 72.1 -5.7 4.8

지급율 39.2 41.3 36.9 34.3 37.8 31.0 30.2

생사혼
합보험

지급보험금 21,643 18,775 18,264 30,287 88,969 28,340 24,895

증가율 -18.0 -13.2 -2.7 65.8 53.6 -6.4 -12.2

지급율 47.8 44.6 57.9 95.2 59.0 97.4 90.3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79,336 65,952 56,258 66,377 267,923 55,374 50,803

증가율 -30.2 -16.9 -14.7 18.0 -1.6 -16.6 -8.3

지급율 90.8 79.6 73.9 76.5 80.4 74.2 66.7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48,007 45,292 60,404 39,969 193,673 33,996 32,724

증가율 -18.6 -5.7 33.4 -33.8 38.9 -14.9 -3.7

지급율 212.4 239.9 90.9 153.9 144.7 205.8 245.2

전 체

지급보험금 127,343 111,245 116,662 106,346 461,596 89,849 84,037

증가율 -26.3 -12.6 4.9 -8.8 12.1 -15.5 -6.5

지급율 115.7 109.3 81.9 94.3 98.8 90.9 87.9

註: 1) 보험금지급율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증가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은 전년동기대비
3) ' 99년부터 전체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o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전 개인종목에 걸쳐 보험금지급

- 38 -



국내보험동향

율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11.3%p, 0.8%p, 7.1%p가 감소한

76.5%, 30.2%, 90.3%로 나타났음.

o 이는 실업율의 감소, 실질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해약 추세의 둔화 및

타 금융권으로의 이탈 축소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

(12.6%)한 데 기인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ㆍ사업비증가율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1/ 4 2/ 4 3/ 4 4/ 4 연간 1/ 4 2/ 4

생존
보험

사업비 3,754 3,259 3,281 4,675 14,969 2,869 2,882

증가율 -19.3 -13.2 0.7 42.5 -37.6 -38.6 0.4

사업비율 15.8 15.0 13.6 14.1 14.6 12.6 11.9

사망
보험

사업비 7,276 7,809 7,193 7,912 30,190 6,995 8,170

증가율 -6.9 7.3 -7.9 10.0 4.1 -11.6 16.8

사업비율 39.5 40.8 35.2 36.4 37.9 30.8 33.4

생사혼
합보험

사업비 5,549 4,508 3,548 3,775 17,380 2,829 3,029

증가율 -14.8 -18.7 -21.3 6.4 15.8 -25.1 7.1

사업비율 12.3 10.7 11.2 11.9 11.5 9.7 11.0

개인
보험계

사업비 16,579 15,576 14,021 16,362 62,539 12,693 14,080

증가율 -12.6 -6.0 -10.0 16.7 -8.0 -22.4 10.9

사업비율 19.0 18.8 18.4 18.8 18.8 17.0 18.5

단체
보험계

사업비 754 779 898 1,051 3,482 861 1,005

증가율 -32.8 3.2 15.3 17.0 -7.9 -18.0 16.7

사업비율 3.3 4.1 1.4 4.0 2.6 5.2 7.5

전 체

사업비 17,333 16,355 14,919 17,413 66,011 13,558 15,099

증가율 -13.8 -5.6 -8.8 16.6 -8.0 -22.1 11.4

사업비율 15.8 16.1 10.5 15.4 14.1 13.7 15.8

註: 1)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2) 증가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은 전년동기대비
3) ' 99년부터 전체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3) 團體保險

□ FY'99 2/ 4분기 團體保險 收入保險料는 전분기 대비 19.2% 감소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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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억원이며, 점유율도 2.7%p 감소한 14.0%를 보임.

o 이는 企業構造調整이 마무리 단계에서 전년도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 이탈 이후 뚜렷한 신규계약의 창출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FY'99 2/ 4분기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보험금(0.9%)과 환급금(4.2%) 및

배당금(44.3%)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19.2%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39.4%p 증가한 245.2%(전년동기 대비 5.3%p 증가)를 나타냈음.

□ FY'99 2/ 4분기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기타 단체보험의 신규계약이 전분기

보다 증가하였고, 단체보험의 대리점 판매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

비 2.3%p 증가한 7.5%를 보이고 있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99 2/ 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매형태는 전분기대비 2.3%p, 전년동기대비 3.6%p 증가한 80.1%를 보이고

있으며, 會社職級은 16.7%로 전분기(20.0%)대비 4.3%p 감소하였음. 또한 代

理店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분기대비 0.9%p 증가한 3.2%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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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회사 대리점, 임직원을 정비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모집조직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회보험료 기준 募集人의 비중이 80.1%로 증가한 반면, 會社職
級의 비중은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존사와 외국
사의 경우 모집인 의존 현상이 두드러져 85% 이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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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1/ 4 2/ 4 3/ 4 4/ 4 연간 1/ 4 2/ 4

개인
보험

회사직급 1.1 4.1 5.2 2.9 3.1 1.2 0.2

모 집 인 95.4 92.5 89.4 92.7 92.9 95.3 95.6

대 리 점 3.3 3.4 5.4 4.4 4.0 3.5 4.2

기 타 0.2 0.0 0.0 0.0 0.1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587 26,053 16,241 28,547 99,427 13,385 14,229

단체
보험

회사직급 57.9 59.4 43.7 42.3 48.1 53.2 60.7

모 집 인 42.0 37.2 54.8 57.6 50.7 46.6 38.9

대 리 점 0.1 3.4 1.5 0.1 1.1 0.2 0.4

기 타 0.0 0.0 0.0 0.0 0.1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019 10,541 38,368 16,503 80,430 7,504 5,341

전체

회사직급 20.7 20.0 32.3 17.3 23.2 19.9 16.7

모 집 인 77.0 76.5 65.1 79.8 74.0 77.8 80.1

대 리 점 2.2 3.4 2.6 2.7 2.7 2.3 3.2

기 타 0.1 0.0 0.0 0.1 0.1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3,606 36,594 54,609 45,050 179,858 20,889 19,570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個人保險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에서 회사직급은 3.9p %가 감소한 0.2%이

며, 모집인은 3.1% 증가한 95.6%로 나타나 회사직급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한편, 전분기대비 모집인에 의한 수입보험료 비중은 0.3%p 증가한 95.6%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직급은 1.0%p 감소한 0.2%, 대리점은 전분기 대비

0.7%p 증가한 4.2%를 나타났음.

□ 團體保險의 경우, 회사직급이 60.7%, 모집인의 비중이 38.9%를 차지하여

여전히 회사직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리점의 비중은

전분기의 0.2%에서 0.2%p 증가한 0.4%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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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99 2/ 4분기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을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

로 살펴보면 내국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모집인의 의존도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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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旣存社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85.9%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

은 각각 10.9%, 3.2%를 보이고 있음. 또한 신설사 중 內國社의 경우 회

사직급의 비중이 61.4%, 모집인과 대리점은 37.3%, 1.3%로 회사직급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外國社의 경우 회사직급, 모집인 및 대리점의 비중이 각각 2.2%, 85.5%,

7.8%로 전분기에 비해 모집인의 비중은 0.4%p 증가하고, 대리점의 비중

은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99 1/ 4 FY'99 2/ 4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11.0 76.6 30.6 14.7 3.5 10.9 61.4 43.1 38.8 2.2

모 집 인 86.6 22.4 66.5 82.7 85.1 85.9 37.3 53.2 58.0 85.5

대 리 점 2.4 1.0 2.9 2.7 8.0 3.2 1.3 3.8 3.2 7.8

기 타 0.0 0.0 0.0 0.0 3.4 0.0 0.0 0.0 0.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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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2 2,415 1,285 771 127 16,348 1,159 639 1,277 147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다) 市場占有率 現況

□ FY'99 2/ 4분기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85.0%로 전분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FY'99 2/ 4분기 동
안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6.4%, 기존 6개사는 85.0%를 기
록하여 전년동기대비 현저히 시장집중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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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84.9%)에 비해 0.1%p 높아졌으며, 내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음.

o 상위 3개사와 지방사 및 외국사의 市場占有率은 각각 76.4%, 5.7%, 2.8%로

전분기에 비해 1.6%p, 3.1%p 1.5%p 증가한 반면, 내국사 및 합작사는 전

분기 보다 각각 0.9%p, 0.8%p 하락한 7.1%, 2.9%로 나타났음.

□ 이러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정부의 부실생명보험회사 정리에 대

한 영향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선호추세가 대형사로 몰리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내국사에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o 이러한 추세는 보험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

나, 향후 부실보험회사의 退出 및 引受가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되느냐

에 따라 그룹사별 시장점유율의 추이도 변할것으로 보임.

□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전분기보다 0.01521p 상승한

0.2271로 나타났음.

<표 7>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 98 FY ' 99

1/ 4 2/ 4 3/ 4 4/ 4 연간 1/ 4 2/ 4

상위 3개사 70.1 72.2 69.6 75.7 72.2 74.8 76.4

기존 6개사 80.8 81.4 79.1 84.2 81.7 84.9 85.0

내 국 사 9.0 8.5 11.1 7.8 9.3 8.0 7.1

합 작 사 4.1 3.9 4.6 3.8 4.1 3.7 2.9

지 방 사 5.6 5.6 4.8 3.6 4.5 2.6 3.0

외 국 사 0.4 0.5 0.4 0.6 0.5 1.3 1.4

허핀달지수 0.1845 0.1984 0.1787 0.2374 0.1987 0.2119 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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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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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99 상반기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96조 858억원으로 FY 98

대비 4.1% 증가함.

о 旣存社의 경우에는 4.8% 증가, 신설사의 경우에는 0.1% 감소하였는데

신설사중 內國社는 1.5% 증가, 합작사는 0.4% 감소, 지방사는 6.4% 감

소, 외국사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37.7%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36.0%, 부동산이 9.5%, 현예금

및 예치금 5.6%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유가증권의 비중은 지난 99년 3월말에 비해 2.7%p 증가하였으며, 대

출채권의 비중은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

른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는 기존사와 신설사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о 유가증권의 경우 기존사는 투자유가증권이 총자산의 3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설사는 상품유가증권이 총자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어

두 그룹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설사중 외국사는 투자유가

증권이 총자산의 43.1%를 차지하고 있음.

FY 99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4.1% 증가하
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년대비 2.7%p 증가한 37.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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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이는 기존사와 외국사가 국내 타 신설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외국사의

경우 투자채권 및 투자수익증권의 비중이 타 그룹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о 대출채권의 비중은 국내사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외

국사의 경우 10.3%로서 국내사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표 8> FY'99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전체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평균

현예금 및 예치금 4.8 9.0 9.5 11.3 21.8 10.5 5.6

유 가 증 권 38.2 31.6 41.1 29.2 47.0 34.3 37.7

상품유가증권 7.2 26.3 25.1 27.3 3.9 24.6 9.7

- 주 식 2.0 6.4 2.1 5.1 1.0 4.8 2.4

- 채권 등 0.9 6.2 6.9 2.3 2.5 5.3 1.6

- 수익증권 4.3 13.7 16.1 19.9 0.4 14.5 5.7

투자유가증권 31.0 5.3 16.0 1.9 43.1 9.7 28.0

- 주 식 3.9 3.3 3.2 0.5 0.4 2.5 3.7

- 채권 등 12.5 1.3 12.5 1.4 39.9 6.6 11.7

- 수익증권 14.6 0.7 0.3 - 2.8 0.6 12.6

대 출 채 권 36.4 37.4 29.6 35.5 10.3 33.3 36.0

부 동 산 9.9 7.7 5.2 9.6 0.3 7.0 9.5

운 용 자 산 계 89.3 85.7 85.3 85.6 79.4 85.1 88.7

비 운 용 자 산 9.2 13.3 14.1 14.0 20.6 14.2 9.9

일반계정 자산 계 98.5 99.0 99.4 99.6 100.0 99.2 98.6

특 별 계 정 자산 1.5 1.0 0.6 0.4 0.0 0.7 1.4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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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4월부터 도입된 退職保險을 운용하는 特別計定資産은 전체의

1.4%이며, 기존사는 1.5%, 신설사는 0.7%임(외국사는 0%).

□ FY'99 상반기 국내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율(운용자산/ 총자산)은 88.7%로서

FY 98 보다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사의 자산운용율이 신

설사 보다 4.2%p 높게 나타남.

나) 生命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99 상반기 국내 생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2.5%로 FY 98에 비해

2.4%p 증가하였으며, 運用資産收益率은 13.9%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о 운용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증권시장의 활황

에 따른 상품주식의 높은 수익률(기존사 121.1%, 신설사 92.0%)에 힘입

어 26.0%의 고수익률을 시현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이 10.9%의

수익률을 시현함. 유가증권중 채권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 보험사 그룹별 운용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17.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합작사 14.4%, 기존사 13.2%, 지방사 12.7%, 외국사 10.7%

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국내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주식투자

FY 99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3.9%로 전년에 비
해 1.7%p 증가한 양호한 수익률을 시현하였는데 특히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상품주식의 수익률이 매우 높게 나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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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외국사의 경우 상품주식의 투

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한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

로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 그룹별 유가증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34.0%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지방사 22.9%, 기존사 19.8%, 합작사 17.7%, 외국사 12.0%

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9> FY'99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전체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평균

현·예금 및 예치금 5.9 7.9 9.7 5.5 7.9 7.7 6.6

유 가 증 권 19.8 34.0 17.7 22.9 12.0 20.5 26.0

상품유가증권 42.6 34.2 22.0 23.7 25.2 28.4 40.0

- 주 식 121.1 87.9 126.6 91.8 63.4 92.0 117.4

- 채권 등 16.7 5.7 10.9 6.4 12.7 7.3 12.8

- 수익증권 18.4 19.8 15.9 9.4 0.2 15.7 18.0

투자유가증권 15.5 33.4 9.8 9.9 11.0 16.9 16.2

- 주 식 46.0 45.8 15.0 7.9 35.0 35.7 49.9

- 채권 등 12.3 8.0 9.1 10.7 10.9 9.9 6.6

- 수익증권 10.8 22.1 3.4 5.3 9.3 12.1 10.6

대 출 채 권 10.8 10.8 13.2 10.1 10.9 11.1 10.9

- 개인대출 11.9 13.1 14.8 12.9 11.8 13.5 6.6

- 기업대출 9.9 10.9 10.8 8.7 8.5 10.2 10.6

부 동 산 2.0 1.4 1.3 1.4 1.0 1.4 1.9

운 용 자 산 계 13.2 17.2 14.4 12.7 10.7 15.2 13.9

비 운 용 자 산 0.2 0.4 0.1 0.5 0.1 0.3 0.3

총 자 산 11.9 14.8 12.3 11.0 8.3 13.0 12.5

註: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포함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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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내국사의 수익률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상품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았고 투자유가증권의 수익률이 33.4%로서 타 그

룹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임.

□ 보험사 그룹별 대출채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합작사가 13.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외국사 10.9%, 기존사 및 내국사 10.8%, 지방사 10.1%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지방사의 수익률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기업대출

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총대출의 68.2%)이며, 외국사들의 경우에는 기

업대출의 비중이 낮음에도 약관대출과 같은 안정적인 대출을 주로 함

으로써 타 그룹에 비해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상우 연구원/양성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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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99 2/ 4분기 損害保險 收入保險料는 경기회복 및 자동차보험의 성
장에 기인하여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3조 5,942억원을 시현함

□ FY 99 2/ 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總資産은 25조 5,64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保險料收入은 경기회복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1/ 4분기

대비 4.0% 증가한 3조 5,942억원을 기록함.

о 자동차보험(9.6%), 해상보험(22.6%) 및 보증보험(6.0%)을 제외한 보험종

목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보험산업의 總營業利益은 전분기에 비하여 대폭 악화된 1조 9,833억원의

赤字를 시현하였음.

о 이는 자산운용이익은 계속적 발생하고 있으나(1/ 4분기: 1조 63억원,

2/ 4분기: 1,755억원) 전분기에 비해 보증보험사의 실적악화로(2조 2,383

억원의 영업적자) 보험영업의 적자폭이 확대된데 기인함.

о 국내 11개 원수사의 총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30% 감소(6,798억원 ⇒

4,761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업성과로 당기순이익도 전

분기의 6,672억원에 비해 2,844억원 감소한 3,828억원을 시현하였음.

□ 이와 같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11개 원수사의 경우 상반기 현재 1조

2,126억원의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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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총 자 산
211,021 222,149 224,295 224,295 254,274 255,645

5.0 5.3 1.0 12.5 13.4 0.5

원 수 보 험 료
37,575 31,749 33,733 142,536 34,571 35,942

-4.8 -15.5 6.2 -12.7 2.5 4.0

순 보 험 금
4,201 13,816 13,117 47,348 17,186 15,629

-74.1 228.9 -5.1 -20.4 31.0 -9.1

순 사 업 비
9,365 8,138 8,167 33,912 8,524 8,920

13.6 -13.1 0.4 -12.0 4.4 4.6

장 기 환 급 금
13,382 10,513 10,834 48,558 9,523 9,259

-3.2 -21.4 3.1 17.2 -12.4 -2.8

보험영업이익
1,212 -2,728 -1,412 -21,155 -6,402 -21,588

-106.6 -325.1 -48.2 -7.3 353.4 237.2

자산운용이익
3,854 807 888 8,911 10,063 1,755

14.6 -79.1 10.0 -26.9 1,033.2 -82.6

총 영 업 이 익
5,066 -1,921 -524 -12,244 3,661 -19,833

-134.1 -137,9 -72.7 15.2 -798.7 -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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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 純事業費는 전분기대비 4.6% 증가한 8,920억원을 기록하였음.

о 이는 일반보험의 사업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의 사업비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長期還給金은 전분기에 비해 2.8% 감소하였고, 1/ 4분기에도 12.4% 감소하였

는데, 이는 경기회복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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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FY'99 2/ 4분기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은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플러
스자동차보험의 판매 증가, 보증, 해상보험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4
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1) 種目全體

□ FY'99 2/ 4분기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3조 5,9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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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原收保險料는 경기회복,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해상, 자동차, 보증

보험의 보험료수입이 증가하여 1/ 4분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시현함.

о 화재보험, 개인연금보험의 성장률이 1/ 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난 반면, 해상보험 22.6%, 자동차보험 9.6%, 보증보험 6.0%의 증가세를

시현함.

□ 손해보험에서 長期保險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2.0%p 감소한

41%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활발한 영업활동 및 플러스보험 판매호

조로 전분기 보다 2.0%p 증가한 38.5%를 기록하여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о 대부분의 일반손해보험 종목은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о 다만, 해상보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物

動量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의 合算比率은 전분기에 비하여 21.9%p 높은 141.2%를 기록하였음.

о 손해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21.8%p 높은 114.7%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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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보험(65.8%→68.8%)과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큰폭으로 증가한데

(299.8%→523.9%)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о 2/ 4분기 사업비율은 26.5%로서 전분기에 비하여 0.1%p 증가하였음. 특

히, 전분기에 비해 해외원보험의 사업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활

발한 해외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여짐.

<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화 재
보험료 668 739 581 2,735 664 643
성장율 -10.6 10.6 -21.4 -15.0 14.3 -3.2
비 중 1.8 2.3 1.7 1.9 1.9 1.8

해 상
보험료 885 905 945 3,738 1,069 1,311
성장율 -11.8 2.3 4.4 -6.2 13.1 22.6
비 중 2.4 2.9 2.8 2.6 3.1 3.6

자동차
보험료 13,802 13,202 11,703 52,805 12,613 13,828
성장율 -2.1 -4.3 -11.4 -14.5 7.8 9.6
비 중 36.7 41.6 34.7 37.0 36.5 38.5

보 증
보험료 3,004 -1,928 1,150 6,108 1,305 1,383
성장율 -22.6 -164.2 -159.6 -52.8 13.5 6.0
비 중 8.0 -6.1 3.4 4.3 3.8 3.8

특 종
보험료 2,227 2,208 2,156 9,052 2,355 2,322
성장율 -9.5 -0.9 -2.4 7.4 9.2 -1.4
비 중 5.9 7.0 6.4 6.4 6.8 6.5

해외원

보 험

보험료 231 168 232 859 160 200
성장율 1.3 -27.3 38.1 8.9 -31.0 25.0
비 중 0.6 0.5 0.7 0.6 0.5 0.6

장 기
보험료 15,042 14,846 15,400 60,447 14,857 14,748
성장율 -0.8 -1.3 3.7 -4.1 -3.5 -0.7
비 중 40.0 46.8 45.7 42.4 43.0 41.0

개 인

연 금

보험료 1,717 1,609 1,566 6,792 1,548 1,507
성장율 -9.6 -6.3 -2.7 -24.9 -1.1 -2.6
비 중 4.6 5.1 4.6 4.8 4.5 4.2

전 체
보험료 37,576 31,749 33,733 142,536 34,571 35,942
성장율 -4.8 -15.5 6.2 -12.7 2.5 4.0

註: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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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動車保險

□ FY'99 2/ 4분기 자동차보험의 原收保險料는 1조 3,828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에서의 비중 또한 전분기

에 비해 2.0%p 증가한 38.5%를 시현하였음.

о 이와 같은 보험료 증가 추이는 경기상승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의 증

가 및 플러스보험의 판매호조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103.2%로 전분기에 비해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о 이는 사업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손해율이 전분기에 비해 3.0%p 증

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사고증가 및 小

損害事故의 청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о 98년 8월 1일 요율 인하조정으로 인한 상대적인 손해율 상승 및 가입

경력 할인할증 평균적용율의 계속적인 하락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1조 4,748억원, 1,5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0.7%, 2.6% 감소하였음.

о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0%, 4.2%로 장

기보험은 전분기대비 2.0%p 감소한 반면, 개인연금보험은 전분기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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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 '98 FY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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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50.0
56.1

55.2
58.3

56.1
60.4

32.5
59.0

44.9
57.8

합산비율 106.1 113.5 116.5 91.5 102.7

해상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36.0
45.5

40.3
46.8

43.9
46.2

23.7
42.5

36.3
42.5

합산비율 81.5 87.1 90.1 66.2 78.8

자동차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59.4
33.1

61.5
33.1

61.7
34.9

65.8
34.3

68.8
34.4

합산비율 92.5 94.6 96.6 100.1 103.2

보증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394.4
5.4

359.3
10.5

300.7
21.8

299.8
14.6

523.9
13.2

합산비율 399.8 369.8 322.5 314.4 537.1

특종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21.6
38.2

58.1
39.5

57.1
36.9

56.3
23.0

58.9
21.0

합산비율 16.6 97.6 94.0 79.3 79.9

해외원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69.5
51.9

69.5
55.0

60.6
33.4

41.6
30.1

45.1
38.2

합산비율 121.4 124.5 94.0 71.7 83.3

장기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94.2
18.8

94.1
18.2

93.1
16.9

91.2
20.7

92.1
20.7

합산비율 113.0 112.3 110.0 111.9 112.8

개인연금
손 해 율

사업비율

111.3
12.7

111.6
11.6

114.1
8.4

109.4
14.9

111.1
15.6

합산비율 124.0 123.2 122.5 124.3 126.7

전 체
손 해 율

사업비율

95.0
24.4

91.8
25.4

89.6
25.5

92.9
26.4

114.7
26.5

합산비율 119.4 117.2 115.1 119.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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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추세는 손해율 악화로 인한 일부사의

판매중지와 적극적으로 신규계약을 유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짐.

□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전분기대비 0.9%p 증가한 112.8%,

개인연금보험은 전분기대비 2.4 %p 증가한 126.7%로 나타났음 .

о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손해율은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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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111.1%를 기록하였음.

о 사업비율은 각각 20.7%, 15.6%를 기록하여 개인연금은 전분기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4) 保證保險

□ FY'99 2/ 4분기 보증보험의 실적은 이행보증과 기타보증의 호조로 인해

원수보험료가 전분기대비 6.0% 증가한 1,383억원을 시현하였음.

о 이행보증과 기타보증의 꾸준한 증가세에 기인하여 보증보험의 시장점

유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3.8%로 나타남.

□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523.9%로 전분기에 비해 22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이는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손실과 보험금의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о 사업비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1.4%p 감소한 13.2%를 시현하여 사업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

(5) 其他保險

□ 해상보험은 전분기에 비해 22.6% 성장한 1,3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도 0.5%p 증가한 3.6%를 보이고 있음 .

о 화재 및 특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분기에 비해 각각 3.2%, 1.4% 감

소한 643억원, 2,322억원을 시현하였음.

□ 동 보험종목들의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02.7%, 해상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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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특종보험이 79.9%로서 화재보험의 경우 수익성이 전분기(91.5%)에

비해 악화되었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모집인과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회사직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FY'99 2/ 4분기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3조 5,942억원 중

회사직급 8.9%, 모집인 48.9%, 대리점 45.2%, 공동인수 0.4%로 나타났음.

о 모집인과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

면, 회사직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DM, TM, CM 등의 다양한 모집채널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모집채널별

비중이 점차 多元化될 것이며, 기존의 판매채널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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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13.6
45.4
40.5

0.5

9.2
46.8
43.6

0.4

1.1
51.1
47.5

0.3

10.3
46.6
42.5

0.5

9.7
46.4
43.9
0.3

8.9
48.9
45.2
0.4

원수보험료 37,575 34,955 33,733 142,536 34,571 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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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손해보험회사의 규모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價格自由化 및 활발한 마케
팅 활동 등의 요인에 따라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시장이 과점화되는 추세에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규모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價格自由化 및 활발한 마케팅

활동 등의 요인에 따라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

장이 寡占化되는 추세에 있음.

о FY'99 2/ 4분기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4%p 증가한

53.0%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0.3%를

유지하고 있음.

о 이와 같이 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會社認知度 및 財務健全性

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과 활발한 영업활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전분기 0.1354에 비하여 다소 증가

한 0.1373으로 나타났음.

<표 14>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구 분
FY '98 FY '99

2/ 4 3/ 4 4/ 4 연간 1/ 4 2/ 4

점유비

상위1개사 25.1 25.4 25.1 25.5 25.8 26.4
상위3개사 50.2 51.8 51.3 51.7 52.6 53.0
상위5개사 68.9 72.3 71.9 71.5 72.6 73.5
일반사 계 91.7 96.3 96.2 95.4 95.9 95.8
전 업 사 8.0 3.3 3.4 4.3 3.8 3.9
외 국 사 0.3 0.3 0.3 0.3 0.3 0.3

허 핀 달 지 수 0.1255 0.1329 0.1312 0.1320 0.1354 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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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 分析

가)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 FY'99년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25조 5,645억원으

로 FY 98 대비 14.0% 증가함.

о 大型社의 경우에는 17.1% 증가하였으며 外國社, 및 保證社도 각각

12.8%, 46.8% 증가하였으나, 中小型社의 경우에는 1.4%p 감소, 재보사

는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

□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47.1%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13.8%, 현예

금 및 예치금이 11.4%, 부동산이 9.7%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유가증권의 비중은 지난 99년 3월말에 비해 4.8%p 증가하였으며, 대

출채권의 비중은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

른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о 대형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비중이 총자산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34.0%에 불과함. 특히 중소형사의 상품유가증권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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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 99 상반기 국내 손보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4.0%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년말 대비 5.1%p 증가한
4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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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증권의 투자비중이 대형사의 1/ 3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대형사의 경

우에는 소속그룹이 전부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어 증권사를 통한 수익

증권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15> FY'99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대형사 중소형사 재보사 보증사 외국사 전체
현·예금 및 예치금 11.5 17.7 6.2 2.0 17.1 11.4
유 가 증 권 51.5 34.0 44.1 42.8 40.6 47.1

상품유가증권 37.0 29.1 42.2 51.9 38.7 37.4
- 주 식 2.6 5.1 0.2 2.2 4.3 3.1
- 채권 등 20.4 18.3 39.3 13.0 34.4 16.5
- 수익증권 14.0 5.7 2.7 36.7 - 17.8
투자유가증권 14.5 4.9 1.9 1.2 1.9 9.7

- 주 식 5.7 2.6 0.2 0.8 - 4.0
- 채권 등 8.2 2.3 1.7 0.4 1.9 5.3

- 수익증권 0.6 0.2 - - - 0.4
대 출 채 권 15.1 20.9 0.6 0.3 4.7 13.8
부 동 산 10.1 12.1 7.7 4.8 - 9.7
운 용 자 산 계 88.2 84.6 58.6 60.2 62.3 82.0
비 운 용 자 산 11.2 15.2 41.4 39.8 37.7 17.6
일반계정 자산 계 99.4 99.8 100.0 100.0 100.0 99.6
특 별 계 정 자산 0.6 0.2 - - - 0.4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о 외국사의 경우에는 상품채권의 비중이 국내 원수사의 2배 정도를 차지

하여 국내사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보사의 경우에도 9월중 상품수익증권을 매각하여 상품채권에 대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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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입시킴.

о 대출채권의 비중은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하여 5%p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사의 경우에는 국내사의 1/ 4수준에 불과한데 외국사

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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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이며, 대형사는 0.6%, 중소형사는 0.2%임(외국사는 0%).

□ FY'99 상반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율(운용자산/ 총자산)은 82.0%로서

FY'98 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대형사의 자산운용율은 88.2%, 중소형사는 84.6%, 재보사, 보증사 및 외국

사는 60% 전후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비운용자산인 보험미수금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임.

나) 損害保險會社 資産運用收益率

□ FY'99 상반기 국내 손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2.4%, 運用資産收益率은

15.3%로 나타남.

о 운용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증권시장의 활황

에 따른 상품주식의 높은 수익률(국내원수사 168.4%, 외국사 55.3%, 재

보사 310.3%, 보증사 93.8%)에 힘입어 23.8%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

FY 99 상반기 국내 손보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5.3%의 양호한 수익
률을 시현하였는데 특히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상품주식의 수익
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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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이 12.0%의 수익률을 시현함.

□ 보험사 그룹별 운용자산수익률을 살펴보면 중소형사가 17.0%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외국사 15.1%, 대형사 및 재보사 14.8%, 보증사 14.1%

의 순으로 나타났음.

о 이는 중소형사의 경우 상품주식의 투자비중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기 때문임.

<표 16> FY'99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대형사 중소형사 재보사 보증사 외국사 전체

현·예금 및 예치금 6.3 15.8 8.4 3.0 6.8 9.8

유 가 증 권 23.9 31.9 17.8 16.0 22.0 23.8

상품유가증권 25.7 37.3 18.2 15.4 22.7 25.5

- 주 식 180.2 152.5 310.3 93.8 55.3 165.3

- 채권 등 12.7 9.4 18.7 16.2 18.1 12.8

- 수익증권 12.9 12.7 10.3 10.2 - 12.1

투자유가증권 4.2 2.9 6.4 40.3 10.2 15.3

- 주 식 0.1 0.2 25.1 1.2 - 0.3

- 채권 등 6.0 8.2 2.7 269.2 10.2 7.7

- 수익증권 18.3 1.7 - - - 15.3

대 출 채 권 12.1 11.9 4.8 3.3 6.8 12.0

부 동 산 1.2 0.9 4.5 1.2 - 1.2

운 용 자 산 계 14.8 17.0 14.8 14.1 15.1 15.3

비 운 용 자 산 - - - - - -

총 자 산 12.9 14.2 8.2 8.4 9.4 12.4

註: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포함

資料: 각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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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 그룹별 유가증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소형사가 31.9%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대형사 23.9%, 외국사 22.0%, 재보사 17.8%, 보증사

16.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손보사 그룹별 대출채권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형사 및 중소형사가 각각

12.1% 및 11.9%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업사나 외국사에 비하여 훨씬 높

은 수익률을 시현함.

3) 生·損保社 資産運用 比較 分析

□ FY'99 8월말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121조 2,035억원으로

99년 3월에 비해 6.0% 증가하였음.

о 전체 보험사 총자산중 생보사 비중은 79.0%이며, 손보사 비중은 21.0%

로서 99년 3월말에 비해 생보사는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FY'99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이며, 다음은 대출채권으로 나타났음.

о 손보사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은 47.1%로서 생보사 보다 9.4%p 높으나

유가증권중 장기투자대상인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은 9.7%로서 생보사

(28.0%)에 비해 18.3%p나 낮음. 대출채권의 비중도 13.8%로서 생보사

FY 99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99년 3월에 비해 6.0% 증가
한 121조 6,504억원에 이르고 있음 . 국내 원수손보사들은 유가증권의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수익률이 생보사보다 2.8%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상품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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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22.2%p 낮게 나타나 손보사의 자산운용이 생보사보다는 단기적

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о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은 생·손보사 모두 대출비중이 국내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사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7> FY'99년 상반기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존사 신설사 외국사 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계

총 자 산* 825,942 134,9 16 9,884 960,858 149,670 57,944 751 255,645

포

트

폴

리

오

현예금 및 예치금 4.8 10.5 21.8 5.6 11.5 17.7 17.1 11.4
상품유가증권 7.2 24.6 3.9 9.7 37.0 29.1 38.7 37.4
투자유가증권 31.0 9.7 43.1 28.0 14.5 4.9 1.9 9.7

대출채권 36.4 33.3 10.3 36.0 15.1 20.9 4.7 13.8
부 동 산 9.9 7.0 0.3 9.5 10.1 12.1 - 9.7

운용자산계 89.3 85.1 79.4 88.7 88.2 84.6 62.3 82.0
비운용자산 9.2 14.2 20.6 9.9 11.2 15.3 37.7 17.6

특별계정자산 1.5 0.7 - 1.4 0.6 0.1 - 0.4

자
산
운
용
수
익
율

현예금 및 예치금 5.9 7.7 7.9 6.3 6.3 8.2 4.7 7.0
상품유가증권 42.6 28.4 25.2 36.9 25.7 37.3 22.7 25.5
투자유가증권 15.5 16.9 11.0 15.6 4.2 2.9 10.2 15.3

대출채권 10.8 11.1 10.9 10.9 12.1 11.9 6.8 12.0
부 동 산 2.0 1.4 1.0 2.0 1.2 0.9 - 1.2

운용자산계 13.2 15.2 10.7 13.5 14.8 17.0 15.1 15.3
비운용자산 0.2 0.3 0.1 0.2 - - - -

총자산 11.9 13.0 8.3 12.1 12.9 14.2 9.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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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각 생명/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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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99 상반기 국내 손보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5.3%로서 생보사보다

1.8%p 높게 나타났음.

о 이는 증권시장의 활황과 함께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유

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상품주식의 수익률이 생

보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임.

о 외국사의 경우에는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

자를 견지함으로써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단기적

인 수익률제고 측면에서는 국내사 보다 뒤진 것으로 나타났음.

(오승철 연구원/양성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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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政策 및 制度動向

가 . 金融業種別 核心業務外 領域制限 廢止

□ 2000년부터 은행·보험·증권사의 업종별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영

역에 대한 제한이 모두 폐지될 전망임.

о 정부가 현행 금융기관 업무영역 규제를 positive system' (허용된 업무

외에는 금지)에서 negative system' (핵심업무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우선 2000년 초부터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임.

о 다만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기존 保險募集人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로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

드시 해당 보험사 모집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保險仲介人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할 방침임.

□ 국내에서도 은행의 생명보험업 진출과 생명보험사의 투자신탁회사 설립

등과 같은 종합금융기관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1999년 4월 허용된

持株會社 설립도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는 2000년경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세계적 흐름인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은행
ㆍ보험ㆍ증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에 대한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어서 각 금융권간 업무제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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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행은 자회사인 주은투자신탁운용(주) 지분 20%를 278억 4천만원에

네덜란드 ING 그룹에 매각하고 ING 생명보험의 지분 20%를 408억원(주

당 40,800원)에 취득하기로 하여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음.

о 주택은행과 ING는 子會社에 대한 상호출자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은행,

보험 및 투자신탁 등 주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됨.

о 주택은행은 ING생명 부사장을 임명하고 상품판매채널을 제공하며,

ING는 경영기술, 상품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게 됨.

□ 흥국생명은 지본금 100억원의 投信運用會社를 설립하기 위해 ' 99년 11월

중순 금감원에 투신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1월 말 예비인가를 받았고

본인가는 2000년 1월 초에 획득할 예정임.

о 흥국생명이 설립하는 태광에셋 투신운용사는 흥국생명이 55%의 지분

을 갖고 태광산업 이호진 사장이 25%를 출자하면서, 신영증권(12%),

한빛증권(5%) 등이 지분참여를 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종합금융기관화의 진전으로 보험회사들은 은행과 引受보다는

提携를 통해 파트너 관계를 정립할 가능성이 높음.

о 서로 다른 금융업무에 대한 cross-market을 통해 거대시장에 대한 기

회를 제공받게 될 것인데, 이런 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판매채널간의

조화로운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임.

□ 미국에서도 金融改革法案의 통과로 1997년 11월에 AIG가 정부에 신청한

은행업에 대한 허가를 얻어 보험회사가 정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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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음.

о AIG Federal Bank의 소재지는 Wilmington, Delaw are가 될 것이며, 은

행업 진출을 계기로 AIG가 새로운 綜合金融商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о AIG사 이외에도 미국의 많은 대형 보험 회사들이 연방예금은행

(federal saving bank) 운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정부는 36개

의 은행이 아닌 회사들의 서류를 검토 중이며, 그 중 18개가 보험 회

사들인 것으로 알려짐.

(양성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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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IMF와의 保險産業에 관한 合意 事項

□ 政府와 IMF는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主要事項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보험산업 관련 주요 내용은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

준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임.

□ 개정된 지급여력 기준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3월

까지 점진적으로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о 1998년에 經營正常化 計劃書를 제출한 생보사는 2000년 12월부터 동일

한 EU 지급여력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2000년 4월부터 단행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상품의 예정이자율과

사업비율 자유화로 인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 標準責任準備金制度를 도입함.

о 동 제도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豫定基礎率(이자율, 위험율)과 책임

준비금 적립시 적용되는 評價基礎率(이자율, 위험율)을 이원화시켜 일

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표준적 예정기초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유화에

따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재산운용상 보험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總資産의 30% 이상을

株式으로 보유할 수 없음.

о 또한, 總資産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總資産의

5%를 초과하는 單一物件을 보유할 수도 없음.

정부는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IMF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사 자
산운용기준, 지배구조 및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등 IMF와의 보험산업
에 관한 합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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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여 非保險契約者(nonpolicy

holders)에 대한 貸出의 경우, 최고한도를 설정함.

о 또한 2000년 7월부터는 미래의 상환능력을 보고 기업에 대출하는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재무구조 및 사업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社外理事의 선임, 최소한 위

원의 2/ 3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내부 및 외부 감사로부터 보고를 받

는 監査委員會의 설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함.

□ 수탁고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遵法監視人(compliance officer)을 임명하도

록 하였는데, 보험업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2000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о 보험사업자는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

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도록 保險業法을 개정하였음.

□ 일본과 미국에서는 법령준수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

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음.

о 동 제도는 사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가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법률

및 규제의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보험사에는 보

험모집 분야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 69 -



海外保險動向

가 . 1998년의 世界保險市場*
1 )

1998년의 전세계 보험시장은 규제완화, 과잉담보 및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등에 기인하여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낮아졌는데, 특히 신흥시장의 경기침

체로 인해 선진국과 기타 국가와의 보험산업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 全體 保險市場 >

□ 1998년 전세계 보험시장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2조 1,550억 달러로 전년대

비 2.3% 성장(인플레이션 조정 후 자국화폐 기준)에 그쳤음.

о 생명보험은 4.1% 성장한 1조 2,640억 달러(점유비 59%)이며 손해보험은

0.1% 감소한 8,910억 달러(점유비 41%)를 기록함.

□ 1998년의 보험산업 실적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였음.

о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북미는 강세를 보여 지난 10년

평균치 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금융위기를 겪은 극동,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시장은 극도로 침체되었음.

о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감소는 북미, 서유럽,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 시

장의 강세로 상쇄되었음.

* Sw iss Re의 Sigm a, N o.7/ 1999인 W orld In su rance in 1998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

1. 경 영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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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시장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전세계 수입보험료의 9/ 10를 북미, 일본,

서유럽과 오세아니아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о 선진국들은 전세계 인구의 14.6%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전세계 GDP

의 76.9%를 생산하며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о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美洲 지역으로 손해보험의 49.3%, 생

명보험의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은 손해보험 33.3%, 생명보

험 31.8%를 차지하고 있음.

о 아시아 시장은 손해보험 비중은 14.8%로 낮지만, 생명보험이 34.7%로 높

아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을 상회하고 있음.

<표 1> 세계 보험시장 개관(1998)

(단위: %, 백만 달러)

인구비중 GDP비중
손해보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미 주 12.9 38.0 439,133 49.3 378,725 30.0

북 미 4.8 31.2 411,561 46.2 368,032 29.1

남 미 8.0 6.7 27,573 3.1 10,693 0.8

유 럽 17.7 33.5 297,126 33.3 402,348 31.8

서 유 럽 7.2 31.0 286,221 32.1 398,627 31.5

중앙/ 서유럽 10.5 2.4 10,905 1.2 3,721 0.3

아 시 아 56.6 25.1 132,252 14.8 439,020 34.7

일 본 2.0 13.2 91,991 10.3 361,102 28.6

동남아시아 50.5 9.6 33,020 3.7 74,410 5.9

중 동 4.1 2.2 7,241 0.8 3,507 0.3

아 프 리 카 12.4 2.0 7,125 0.8 21,668 1.7

오세 아니아 0.5 1.5 15,476 1.7 22,396 1.8

전 세 계 100.0 100.0 891,112 100.0 1,264,156 100.0

선진국가 14.6 76.9 805,249 90.4 1,150,157 91.0

신흥시장 85.4 23.1 85,864 9.6 113,9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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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進國 市場 >

□ 선진국 시장의 성장세는 1990년대 들어 下向安定化 되었는데 특히 손해보험

시장에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о 98년 생명보험은 전년대비 2.3%p 낮은 4.1% 성장하여 1990년대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손해보험은 0.2% 감소하였음.

□ 선진국 시장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о 보험시장으로 新規資本이 유입되고, 미국과 유럽 지역의 주식시장 활황으

로 요율이 인하되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음.

о 유럽과 일본 지역에서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경쟁을 심화시켰으

며 가격인하를 유도하였음.

о 일본에서의 경제위기가 손해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음.

□ 북미 지역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0.9% 성장하였는데, 최대 손해보험 시장

인 미국은 1.4% 성장한 반면, 캐나다는 6.2% 감소하였음.

□ 미국 지역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과거 10년 평균치를 훨씬 상회

한 10.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높은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實績

配當型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서유럽 지역은 경제성장률이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은 0.2% 감

소하였음.

о 지역내 가장 큰 시장인 영국, 프랑스와 독일에서 1.2∼3.7% 감소한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6% 이상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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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 지역의 생명보험은 6.2% 성장하였는데 이는 민영보험의 수요를 촉진

하는 財政 및 年金改革에 기인한 것임.

о 특히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민영보험에 대한 수요를 대폭 증가시켜 1997

년과 1998년에 각각 39.1%, 37.3% 성장하였음.

□ 일본은 GDP 감소율(2.2%)보다 더 큰 보험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는데, 생명

보험은 3.4%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은 이보다 높은 5.8% 감소하였음.

о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금융 부문 자유화로 인

해 보험요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임.

о 생명보험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생보사에 대한 소비자

의 信賴度가 저하된 데 기인함.

о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일본의 1998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1992년과 동일

한 수준으로 나타남.

□ 호주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장률이 각각 8%, 15%에 달해 고성장

세를 보였음.

< 新興 市場 >

□ 신흥시장은 개인부문 보험의 성장률이 -9%∼+22%에 이르는 등 과거 10년

동안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였음.

о 신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남아시아로 이 지역은 신흥시장 수입

보험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8년에는 대부분 심각한 金融

危機로 인하여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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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는 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생명보험은 14%나 성장하

였고, 손해보험도 5% 성장하였음.

о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중앙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멕시코(7.8%)와 아르헨티

나(8.7%)의 성장률이 매우 높음.

□ 1990년대 들어 社會保險의 民營化를 단행한 국가에서 생명보험은 두 자리수

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

о 1997년 중반 이후 障害와 死亡給付에 대해 민영보험 선택을 가능하게 한

멕시코에서는 생명보험이 42% 성장하였음.

о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인 브라질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緊縮經濟로 인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2.7%에 머물렀음.

□ 중앙/ 동부 유럽은 러시아와 불가리아의 시장이 크게 침체되어 전체적으로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4.5% 감소하였음.

□ 1980∼1997년 동안 연 평균 10% 이상 성장세를 시현하였던 동남아시아 시장

은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시장도 침체를 면치 못하여 전체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2.7%, 1.7% 감소하였음.

□ 油價下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험산업의 발

달이 느려서 보험산업이 經濟狀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о GDP는 5%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은 9.7% 성장하였으

며 손해보험 역시 1.0% 성장하였음.

□ 아프리카 시장은 남아공화국의 영향이 절대적(수입보험료의 80% 이상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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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데 남아공화국은 생명보험이 29.9% 성장하였고, 손해보험도 2.4% 성장

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о 이는 단체보험과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 主要 項目別 國家 順位 >

□ 국가별 수입보험료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전세계 수입보험료의 34.17%를

차지하여 1위, 일본은 21.02%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함.

о 우리 나라는 전 세계 보험시장의 2.23%(생보 2.82%, 손보 1.38%)를 점유

하여 7위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단계 낮아진 것임.

<표 2> 1998년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 자국통화,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보험료

(자국통화)
증가율

수입보험료

(미국달러기준)
시장점유율

1 미 국 USD 736,470 5.3 736,470 34.17

2 일 본 JPY 58,008,780 -3.8 453,093 21.02

3 영 국 GBP 109,319 7.2 181,045 8.40

4 독 일 DEM 240,531 0.7 136,691 6.34

5 프 랑 스 FRF 688,121 -11.6 116,640 5.41

6 이 탈 리 아 ITL 100,605,104 20.6 57,945 2.69

7 한 국 KRW 62,353,640 -10.7 47,989 2.23

8 캐 나 다 CAD 63,971 -2.5 43,123 2.00

9 네 덜 란 드 NLG 73,440 7.9 37,021 1.72

10 호 주 AUD 54,732 12.4 34,38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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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43.44%) 2위

인 일본(10.32%)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о 우리 나라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손해보험의 수요가 감소하여 12

위를 차지하였음.

□ 생명보험 부문은 貯蓄性向과 위험에 대한 준비 성향이 높은 일본 사회의 특

성에 기인하여 일본의 점유율이 28.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표 3> 1998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 자국통화,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보험료

(자국통화)
증가율

수입보험료

(미국달러기준)
시장점유율

1 미 국 USD 387,080 1.4 387,080 43.44

2 일 본 JPY 11,777,440 -5.4 91,991 10.32

3 독 일 DEM 137,733 -1.2 78,272 8.78

4 영 국 GBP 34,439 -3.7 57,035 6.40

5 프 랑 스 FRF 251,271 -3.0 42,592 4.78

6 이 탈 리 아 ITL 48,818,800 6.9 28,118 3.16

7 캐 나 다 CAD 36,316 -6.2 24,481 2.75

8 네 덜 란 드 NLG 30,825 3.6 15,539 1.74

9 스 페 인 ESP 2,257,123 6.4 15,108 1.70

10 브 라 질 BRE 15,920 4.2 13,718 1.54

11 호 주 AUD 20,635 7.9 12,963 1.45

12 한 국 KRW 15,963,200 -7.0 12,28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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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27.64%를 차지하고 있음.

о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나타

났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6위를 차지하였음.

□ 1인당 보험료 수준인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스위스가 4,654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일본으로 3,584달러로 나타남.

о 스위스는 생명보험 부문의 보험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보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1,431달러로 가장 높음.

о 선진국의 1인당 보험료는 평균 2,132달러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20위에 속하는 1,033달러에 머물고 있음.

<표 4> 199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 자국통화,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보험료

(자국통화)
증가율

수입보험료

(미국달러기준)
시장점유율

1 일 본 JPY 46,231,340 -3.4 361,102 28.56

2 미 국 USD 349,390 10.1 349,390 27.64

3 영 국 GBP 74,880 13.1 124,010 9.81

4 프 랑 스 FRF 436,850 -15.9 74,048 5.86

5 독 일 DEM 102,798 3.5 58,419 4.62

6 한 국 KRW 46,390,440 -11.9 35,703 2.82

7 이 탈 리 아 ITL 51,786,300 37.3 29,827 2.36

8 스 위 스 CHF 34,740 12.5 23,962 1.90

9 네 덜 란 드 NLG 42,615 11.3 23,482 1.70

10 호 주 AUD 34,097 15.4 21,42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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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중인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신흥 시

장에 속하는 남아공화국과 한국이 각각 20.63%와 13.87% 수준으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

о 양국의 수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는 銀行貯蓄보다 생명보

험의 貯蓄性 商品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임.

о 선진국의 평균적인 보험침투도는 8.8%인데 비해 신흥시장은 선진국의 절

반에도 못미치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о 선진국 중에서는 스위스가 12.61%로 가장 높음.

<표 5> 1998년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

(단위: 미국 달러)
순위 국가 전체 손해보험 생명보험

1 스 위 스 4,654.3 1,279.4 3,374.9

2 일 본 3,584.3 727.7 2,856.6

3 영 국 2,858.9 744.5 2,114.4

4 미 국 2,722.7 1,431.0 1,291.7

5 네 덜 란 드 2,359.5 990.4 1,369.2

6 덴 마 크 2,230.6 825.4 1,405.2

7 핀 란 드 2,028.2 480.1 1,548.1

8 프 랑 스 1,961.7 704.5 1,257.2

9 호 주 1,930.7 690.1 1,240.6

10 아 이 랜 드 1,904.6 616.1 1,288.5

20 한 국 1,033.6 264.6 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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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책임연구원)

<표 6> 1998년 보험침투도(GDP대비 수입보험료)

(단위: %)
순위 국가 전체 손해보험 생명보험

1 남아 공화국 20.63 3.49 17.14

2 한 국 13.87 3.55 10.32

3 스 위 스 12.61 3.47 9.14

4 영 국 12.09 3.15 8.94

5 일 본 11.73 2.38 9.35

6 호 주 9.96 3.56 6.40

7 네 덜 란 드 9.79 4.11 5.68

8 미 국 8.65 4.55 4.11

9 아 이 랜 드 8.30 2.68 5.61

10 핀 란 드 8.14 1.93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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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WTO加入에 따른 中國의 保險市場

□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배경으로 개척되지 않은

유망한 潛在市場으로 각광받아 왔는데, 2000년에 WTO 가입이 확정되면 각

종 규제가 철폐되고 외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제거되어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о 1990∼1996년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

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 이하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高成長勢를 보

이고 있음.

□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보험시장은 세계 5위권 수준에 이르는 등 중국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험시장은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음.

о 1998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GDP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치인

7.3% 보다 훨씬 낮음.

о 1인당 보험료 역시 12달러 수준에 그쳐 세계 평균치인 423달러의 2.8%에

불과한 실정임.

о 1999년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0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성장

하였으며, 9월말 기준 자산총액은 2,390억 위안으로 나타남.

□ 미국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보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 맺어진 협약에
의하면 외국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취급하는 보험종목 확대, 영업지
역 제한 철폐 등 각종 자유화 일정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외국 보험
사의 중국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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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о 도시가구의 38%만이 민영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이중 12%의 가입자가

손해보험, 33%가 건강보험, 62%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음.

о 보험침투도는 도시지역마다 상이한데, Qingdao과 Shanghai는 각각

50%, 49%이며 Xi' an, Xiamen, Hangzhou와 Chengdu는 40∼43% 수준,

Chongqing, Zhengzhou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각 28%, 29%이며

Beijing은 35% 수준임.

о 보험침투도는 1998년과 비교하여 베이징은 3%p, 샹하이는 2%p 증가한

것임.

о 가구조사 결과 민영보험을 구입하는 최저 가계소득 수준은 月 RMB1,500

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국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사는 국영보험사 4개, 주식회사 9

개, 외국합작사 4개와 외국 보험사의 지점 9개 등 총 26개에 불과함.

о 현재 외국사의 영업허가 조건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2

년 이상 중국 내에서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적어도 30년 이상의 언

더라이팅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о AIG가 1992년에 최초로 지점형태로 진입한 이후 16개의 외국사가 이미

영업을 허가 받았으며, Allianz도 합작사인 Allianz Dazhong을 설립하여

99년 2월부터 샹하이에서 생명보험 상품판매를 개시하였음.

о 영국의 Prudential과 중국의 국제신용투자회사(Citic)는 합작회사를 설립하

여 Guanzhou에서 생명보험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

о 현재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국사 중 7개사는 합작사 및 지점개설을 준비하

고 있음.

- 81 -



해외보험동향

о 시장진입에도 불구하고 외국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한 수준임.

□ 외국 보험사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東部沿岸 도시들로서 이 지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손해보험 특히 화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인구의 老齡化로 인해 연금시장의 전망 역시 아주 밝을 것으로 기대되

는데,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인데 이 수치가

2025년경에는 20%로 높아질 전망임.

о 세계은행(World Bank)의 1997년 추계에 의하면 중국의 연금자산은 2030

년경에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현재 중국의 公的年金制度는 높은 갹출수준2)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未熟

으로 연금자산이 매우 부실하여 실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о 年金基金의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1999년 초 시범 실시 결과 펀

드매니저와 은행이 크게 손실을 입은 후 취소되었고, 현재 연금기금은 국

채, 은행예금 등 수익률이 낮은 대상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됨.

□ 중국 정부가 政府獨占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

어 연금 부문에 대한 외국사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о 뛰어난 자산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AIG, Morgan Stanle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itigroup 등은 중국내 資産管理業務를 허가받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음.

2) 샹하이에 위치한 국영기업체는 종업원 임금의 24.5%를 국민연금으로 갹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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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보험산업 자유화는 오랫동안 미국 통상 담당자의 핵심 요구사항이

되어 왔음.

о 잠재적 계약자가 10억명에 이르기 때문에 면허취득 조건을 완화시키는 데

관심이 높았음.

о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보험산업을 재편시켜 왔지만, WTO 가입

을 계기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임.

□ 1999년 11월에 체결된 美ㆍ中 협약은 2000년으로 예정된 중국의 WTO 가입

시 보험시장의 개방 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地域制限 撤廢

о 현재 외국보험사는 Shanghai와 Guanzhou 지역에서만 영업이 허용되었으

나, WTO 가입 후에는 이러한 지역제한이 철폐되어 생보사는 가입 후 3

년 이내에, 손보사는 5년 이내에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임.

о 외국사들은 시장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영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 및 영업장소는 아주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간 雙務協商을 통해

거대규모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② 子會社 設立 許容

о 현재 외국 손보사는 합작투자(최대지분 51%)와 지점 설립만이 가능하

지만, 향후에는 100% 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가능해질 것임.

о 외국 생보사는 중국 보험사와 합작형태(최대지분 50%)로 진출이 허용

되는데 동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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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保險種目 擴大

о 외국 생보사에 대해 전체 수입보험료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단체보

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의 판매를 허용할 것임.

④ 外國社의 免許에 대한 數的 制限 廢止

о 현재에는 매년 기껏해야 3개 정도의 보험사가 영업 허가를 받고 있으

나, 향후 면허시 숫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 CIRC)는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질서에 기반한 보험업무 감독을 위한 새로운 법규

를 구체화시킬 예정에 있음.

□ 외국 보험사들은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에 경쟁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임.

о 개방으로 인해 보험회사 수가 증가하고 이것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

시켜서 중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외국사의 진입으로 기존 보험시장 구조와 소수의 國營保險會社에 의해 주도

된 시장독점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임.

о 외국 보험사들이 중국 내 합작회사, 자회사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

о 축적된 경험이나 經營技法,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는 외국사가 우월할 것

이지만, 중국 보험사들도 低費用 및 국내 문화에 대한 친밀도 등과 같은

利點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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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유럽 保險社의 美國市場 進出 成功要因 分析

□ 미국 LOMA는 Eight European Insurance Conglomerates with U.S.

Operations: A Study in Consolidation 에서 미국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유럽의 보험사들(Axa, ING, Allianz, Prudential UK, Zurich, Fortis, Aegon,

Skandia)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음.

□ 동 보험사들은 국내 시장의 정체와 경쟁심화 등으로 海外進出을 모색하였는

데,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한 개의 거대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한 사례

о Prudential UK는 Jackson Natioal을 인수하였고, Axa는 Equitable을 인

수하였으며 양사는 은행이나 투자회사와 같은 판매채널을 통해 연금판

매에 주력하였음.

②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한 사례

о 본사가 네덜란드에 위치한 Aegon, ING 및 벨기에에 소재한 Fortis는 유

럽보다는 미국에서 더욱 성공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덜 심하였기 때문임.

③ 노련하고 선별적인 아웃소싱 사례

о Allianz는 개인보험 중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부문에서 마케팅, 영업, 관

유럽의 보험사들은 국내 시장의 협소함과 경쟁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서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는데, 미국시장에서 이들의
성공요인은 보험회사 인수, 선별적 아웃소싱, 자산관리회사 인수 등
회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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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문을 아웃소싱하였으며, Skandia는 마케팅, 영업과 자산운용 부문

을 아웃소싱하였음.

④ 미국의 대형 자산관리회사를 인수한 사례

о Axa와 Zurich는 미국 주식시장의 메이저 투자자로서 이를 통해 미국내

보험 뿐만 아니라 연금시장에 진출하였음.

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인수한 사례

о Zurich는 Kemper Corp .와 Farmers Insurance를 인수하였는데 이를 통

해 미국과 유럽에서 교차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들 유럽의 보험사들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국제금융으로 인한 이득이 더

많다는 것을 배웠음.

о 제한된 상품이나 국가에 집중해온 Aegon과 Prudential UK같은 회사들은

다각화를 추구한 회사보다 株主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о 그러나 동시에 이런 회사들은 市場飽和나 시장침식(erosion of demand)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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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美國 保險會社의 99년 上半期 中 M&A 急減

□ Conning & Company의 연구 Mergers & Acquisitions and Public Equity

Offerings Midyear 1999 Review : A Tough Act to Follow 에 의하면, 1999

년 상반기 중 미국 보험산업의 M&A는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 71%, 건수

기준 9% 감소하였음.

о 합병금액은 98년 상반기의 1,079억 달러에서 30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거래 규모 면에서도 전년에는 대규모 거래가 몇 건 존재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단지 한 건의 대규모 거래만 성사되었음.

□ M&A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이유는 작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거래에 대한

수습작업의 진행으로 이해할 수 있음.

о 또한 미국 내에서 보험산업은 成熟市場이란 견해가 많아서 성장의 여지가

높지 않고, 그 결과 잠재적 수요자가 가격협상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협

상력을 갖고 있음.

о 아울러 HR.10 법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로 관련자들이 M&A 활동에 적극

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M&A 활동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 부문과 보험서

비스 부문에서의 거래는 활발하였음.

о 보험판매 부문에서는 보험사들이 판매채널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거래 건

수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하였는데, 이 중 50% 정도가 대리점이 타

대리점을 인수한 것이며 은행의 대리점 인수도 16%를 차지함.

о 보험서비스 부문의 거래는 보험사가 서비스회사로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지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금액 기준

으로 전년동기 대비 287%나 증가하였음.

(이경희 책임연구원)

99년 상반기 중 미국 보험산업의 M &A는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중 보험판매 부문과 보험서비스 부문의 거래실적
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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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日本 東京海上 , 日本火災 積立型 自動車保險 開發

□ 일본의 東京海上과 日本火災는 최근 밀레니엄 시대을 맞이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상품개발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의 오랜 숙

원 사업이었던 적립형 자동차보험 상품을 최초로 개발하였음.

о 적립형 자동차보험의 개발은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안정적인 일본 보험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기획되었던 것으로 수

차례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개발되었음.

□ 東京海上과 日本火災는 동 상품의 이름을 각각 「적립 TAP」과 「Get

Back」이라 명명하였는데, 동 상품의 판매시기는 東京海上은 1999년 12

월이고, 日本火災는 Y2K문제를 고려하여 2000년 2월부터 판매할 예정임.

□ 동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о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동 상품의 보

험기간은 보통 2∼5년의 장기형 상품임.

о 純粹保障性保險인 기존의 자동차 보험상품에서 탈피하여 보험계약자의

자동차사고의 유무 또는 건수에 관계없이 예정된 滿期還給金을 확실히

지급한다는 최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으로 저축기능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한 획기적인 상품임.

2. 상 품

日本의 損害保險業界에서는 최근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장
기보험의 혼합형태인 「積立型 自動車保險」인 「적립 TAP」과
「Get Back」보험을 최초로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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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또한 자동차 검사 비용 또는 신차 구입비용 등의 자금 니즈에 대응하

여 보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중도에 환급할 수 있는

상품임.

□ 적립형 자동차보험 상품은 자유화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보

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동 상품의 판매 추이

에 따라 타사의 상품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о 시장점유율에 대하여 東京海上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반면 日本火災

는 동 상품을 2000년도의 핵심상품으로 정하고, 연간 50만건의 보험계

약과 700억엔의 수입보험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회사별 상품내용은 다음과 같음.

< 東京海上 >

о 동경해상의 「적립 TAP」보험은 기존의 순수보장성 자동차보험 상품

에 비교하여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음.

о 즉, 실제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에서 1년마다 무사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저렴하며, 가령 보험기간중 사고가 있

을 경우에도 그 건수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므로 매년 갱신

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보다도 비교적 저렴함.

о 「적립 TAP」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판매중인 「TAP」상

품이나 「SAP」·「PAP」에서도 적립형의 이용이 가능함.

о 대상계약은 개인 또는 법인에 상관없이 Non Flate(차등보험료 적용)

계약임.

о 보험기간은 2년, 3년으로 자동차검사 기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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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예정이율은 2년 계약의 경우 0.2%이고, 3년 계약은 0.25%임.

о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 연납, 일시납으로 단체보험으로도 이용이 가능함.

о 만기환금금은 예산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중도환급금의 지

급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음.

< 日本火災 >

о 적립된 보험료의 자산운용 결과와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 종래의 순수

보장성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가령

만기환급금 30만엔 상품의 경우 최대 20%까지 경감이 가능한 상품임).

о 「Get Back」상품의 대상계약은 「SAP」·「PAP」상품의 Non Flate

계약임.

о 보험기간은 2년, 3년, 4년, 5년임.

о 예정이율은 2년 계약이 0.5%이고, 3년과 4년은 0.7%, 5년이 1.0%임.

о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 6월납, 연납, 일시납임.

о 중도 환급금의 지급과 계약자 대출의 서비스도 가능함.

о 대물 임시비용 담보(1사고 2만엔) 등이 포함됨.

о 보상 측면에서는 종래의 기본보상을 추가하여 인신상해보상, 탑승자상

해보험의 의료보험금의 7일간 2배 지급이 가능.

о 단, 7일간 2배 지급의 경우 진단서 제출을 생략하고 初迅速支拂"을 원

칙으로 함.

о 또한, 자동차사고 이외의 생활 속의 각종 리스크를 보상하는 「안심

어시스턴트 Plu se」등을 특약으로 할 수 있으며, 사고보상 지원기능으

로서 99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안심서비스」를 제공함.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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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葬禮費用保險(Pre -Need Ins urances)

□ 미국의 생명보험사 중 일부는 장례비용보험(Pre-Need Insurance)이란 독

특한 상품을 통해 收益性 있는 수입보험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

о 1993∼98년 동안 일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42.5% 성장하였으나 장례비

용보험은 51.2% 성장하여(1993년 8.7억 달러 → 1998년에는 13억 달러)

일반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률을 상회하였음.

□ 장례비용보험은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補償하고자 하는 특별한 보험계

약으로 장례에 관한 조건을 事前的으로 계약하는 부분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됨.

о 동 상품의 형태는 보험회사가 장례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는 제도, 제3자인

장례서비스업체가 고객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소요

된 비용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음.

о 동 상품 판매시 장례서비스업체가 보험계약자에게 棺 選擇, 運柩, 장례서

비스 시설의 사용, 埋葬 관련 옵션 등 세부사항에 관해 설명을 해 줌.

о 동 상품의 핵심은 事前的인 계약체결보다는 계약자 사망시 장례서비스

조항과 장례 관련 물품공급으로 성공적인 장례비용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이 필수요건임.

□ 장례비용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장례비용을 준비하고

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70세 정도의 노인계층이 주요 고객임.

미국, 영국에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장례비용보험이 일반 생명보
험의 성장률을 능가하여 수익성 있는 특화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동 상품도 차별화와 뛰어난 서비스가 성공의 요건이며 상당규모의
시장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전망이 밝은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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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死亡率은 장례비용 관련 상품의 價格算定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많

은 회사들이 가장 높은 연령 그룹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낮은

手數料를 지급함.

о 동 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바

가지 요금이 극성인 장례서비스 시장에서 미리 정해둔 장례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게 함으로써 가족의 수고와 直接負擔을 완화시켜줌.

□ 장례보상보험에 소요되는 資金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을 통해서

조달되며 사망시 장례업체에서 保險給付를 제공함.

□ 보험사는 장례시 필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각종 펀드에 투

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장례서비스업체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우

려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위험들이 基金增加에 의해 상쇄되었음.

① 豫想投資收益보다 낮을 때

② 과다한 費用이 소요될 때

③ 장례서비스업체에게 樂觀的인 약속을 한 때

④ 사망률에 관한 基礎統計에 오류가 있을 때

□ 타 생명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장례비용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낮은

액면금액 때문에 더 보수적인 投資戰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으로 장례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보험계약

의 계약금액을 消費者物價指數에 連動시켜 상향조정함.

□ 상품종류는 終身型과 實績配當型이 있으며, 납입형태는 일시납 계약과 단

기납 계약(보통 10년 割賦納)이 있는데 대부분 일시납 형태로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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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일시납 이외의 계약은 1∼2년 이내의 급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에 완전한 급부를 보장함.

о 최고 給付金 규모는 대부분 액면 10,000∼25,000달러 수준인데, 주요

21개사의 1998년 말 보유계약 기준에 의하면 4,300달러 이하로 나타남.

□ 장례비용보험 상품의 판매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о 장례서비스업체나 葬儀業體의 허가받은 종업원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을 계기로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여 판매함.

о 그러나 권유판매의 경우 逆選擇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장례서비스업체

는 이런 방식에만 의존하지는 않음.

о 독립적인 마케팅 조직이 장의업자를 선정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래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о 附加價値를 높이고,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몇몇 보험회사들은 棺을

판매하는 업자를 포함하여 商人들과 協定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런

협정은 명시적으로 할인과 같은 혜택으로 장의업체 비용을 감소시켜주

는 利點이 있음.

о 장례서비스업체가 破産 등의 이유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대다수 업체

는 보험급부를 타 업체로 移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미국에서 장례비용보험을 주 업무로 하는 보험사의 信用等級은 이들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 A등급에서 C++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음.

о American Memorial Life Insurance Co.(AML) : 세계적인 장례서비스

업체인 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SCI)의 子會社로 SCI가 사전

에 계약된 장례비용보험을 AML로 이관함. 상품판매는 주로 제휴한

장의업체를 통해 이루어짐. ALM은 장례비용보험상품 개발과 부수적

- 93 -



해외보험동향

서비스 및 마케팅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о Forethought Life Insurance Co. : 장례관련 용품을 공급하는 Batesville

Casket Company Inc.와 장례비용보험을 공급하는 Forethought

Financial Service Inc.로 이루어져 있는데 Forethou ght Group은 관련

회사와의 지속적인 連繫를 취하고 있음.

о Homesteaders Life Insurance Co. : 1906년에 설립된 相互會社로 37개

州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장례비용에 충당하도록 설계된

생명보험상품 및 연금상품에 特化하였음.

□ 영국의 경우에도 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о 매년 40,000∼50,000건 정도의 장례비용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총 보

유계약은 25만건 정도임.

о 실제 장례식 중 2% 정도가 장례비용보험을 통해 치러지고 있음.

□ 영국에서 동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에 달하

는 대형3사와 대다수 소규모 업체임.

о 대형3사는 다국적 회사인 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SCI)와 the

Co-operative Wholesale and Retail Societies(the Co-ops) 및 Golden

Charter임.

□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장

례비용보험의 加入率은 낮은 상태여서, 동 상품에 대한 향후 시장성은 매

우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о 동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전통적인 상품과 마찬

가지로 차별화된 내용과 부대 서비스가 고급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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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日本 日動火災 , 『슈퍼 CGL 보험』開發

□ 일본의 중견 손해보험사 중의 하나인 日動火災는 최근 기업에 관련된 배

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음.

о 日動火災는 이 상품명을 「슈퍼 CGL보험」이라고 하고 1999년 12월부

터 판매하기로 하였음.

□ 「슈퍼 CGL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о 주로 産業災害 사고와 관련된 사업주의 배상리스크 및 PL사고 발생시

의 리콜비용 등으로 구성된 12개 항목의 배상리스크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о 사용자 배상위험 보험료를 종전의 63% 수준으로 정하고, 복수의 보상

에 가입한 경우 전체보험료에 10%의 추가할인 혜택을 적용 받는 등

기존의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 수준이 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슈퍼 CGL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о 시설의 결함이나 PL사고에 관련된 배상리스크 등의 일반적인 배상리

스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근로자 재해 종합보험에서만 보상되었던 근

로자 사고와 관련된 배상리스크(사용자 배상위험)를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음.

о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PL사고 발생시의

日本의 損害保險業界에서는 최근 기존의 賠償責任保險에 勤勞者
災害保險이 추가된 「슈퍼 CGL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저렴한 보
험료로 PL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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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비용이나 긴급 의료비용, 초기대응 비용, 소송대응 비용 등, 배상

리스크에 부수되는 비용, 고객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한 접대 및 재물

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인격침해 위험(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

해) 등 새로운 보상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 「슈퍼 CGL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 종류

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о 「Stand Plan」은 시설위험, 하청작업 위험, 생산물 위험, 사용자 배상

위험 등 일반적인 배상리스크를 보상하는 것임.

о 「Wide Plan」은 「Stand Plan」을 확대하여 인격침해 위험, PL확대

위험, 긴급 의료비 비용, 소송대응 비용 등을 보상함.

о 「Option Plan」은 보관물 위험, 자동차 관리자 위험, 임대위험, 생산

물제공 위험에 대한 개별적 니즈를 보상함.

□ 日本은 1995년에 제조물배상책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PL사고 발생시의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이 경감되었고, 최근에는 새로운

民事訴訟法이 시행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英美式 PL법 환경

의 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о 日本에서 PL訴訟·判決 제1호가 된 「오렌지 쥬스 PL소송」을 시작으

로 피해자의 立證責任을 큰 폭으로 완화한 판결이 다수 나오는 등 소

비자 보호에 입각한 법적 판단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

о 1999년 9월에는 勞動省이 정신장해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되는 지침

을 전국의 勞動基準監督書에 하달하여 정신장해의 질병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о 향후 정신장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정신장해에 의해 종업원이 자살한 경우에도 안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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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을 근거로 사업주가 책임을 분담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슈퍼 CGL보험」의 보상방식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및 면책금액, 연간보

험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슈퍼 CGL보험」의 보상방식별 예시

註: 업종=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연간 임금총액=1억엔, 종업원 수=20인, 자기소유건물, 연
간매출= 12억엔 기준임.

(이상우 연구원)

보상방식 보험금 지급한도액 면책금액 연간보험료

Stand

Plan

시설위험 1억엔(1사고) 1,000엔 69,880엔

하청작업위험 억엔(1사고) 엔 엔

생산물위험 1억엔(1사고·보험기간중) 1,000엔 574,460엔

사용자배상위험 1억엔(1사고) 0엔 83,380엔

Wide

Plan

PL확대위험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생산물 위험의 보상한도액 3 %
·1,000만엔

생산물 위험의

보험료에 포함

소송

대응

비용

등

소송

대응

비용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각 담보 위험의 보상한도액 3 %
·1,000만엔 각 담보위험의

보험료에 포함초기

대응

비용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각 담보 위험의 보상한도액 1%
·3,000만엔

10,000엔

인격침해위험
표준유형 :
100만엔(1사고·보험기간중)

1,000엔 4,950엔

긴급의료비등
표준유형 : 1인
1사고·보험기간중 200만엔

5,700엔

Option

Plan

보관물 위험 만엔 (1사고·보험기간중) 엔 엔

자동차관리자

위험
만엔 (1사고·보험기간중) 엔 엔

임차인 위험 만엔 (1사고) 엔 엔

생산물 제공위험
시설위험과
동일(1사고·보험기간중)

1,000엔
시설위험의 보

험료에 포함

합계보험료 783,37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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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美國 保險社 ,「重病保險」 商品 開發

□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중견 보험회사들이 「중병보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

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미국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о 이들 상품은 Mutual of Ohama(네브라스카), Kanawha Insu rance(사우

스 케롤라이나), Canada Life(토론토) 등의 보험회사에 의해서 주도적

으로 개발되고 있음.

о 동 상품이 미국에서 널리 보급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나 특화

된 상품으로서 향후 미국 보험시장의 주요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됨.

< Mutual of Ohama >

□ Mutual of Oham a社는 34년 동안 중병보험의 일종인 암보험을 주로 판매

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7월에 신상품을 개발하였음.

о 동사가 판매한 기존의 상품은 주로 保險金 先支給에 의한 상품과 치료

비용에 대한 급부를 병행한 상품, 입원비·치료비·수술비 등의 비용

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상품, 급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전

부 환급해 주는 상품 등이 대부분임.

□ 동사가 개발한 중병보험의 보장내용은

美國의 保險業界에서는 최근 암을 비롯한 主要疾病에 대하여 醫
的 診斷의 결과에 따라 保險金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重病
保險」상품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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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알츠하이머, 시력상실, 청력상실, 심장마비, 주요 장기이식, 다발성 경

화증, 마비, 심부전,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 보험금을 전액 지불함.

о 또한, 혈관형성 외과수술, 관상동맥수술, 생명을 위협하는 암의 경우는

보험금의 25%가 지급됨.

о 기타 취업불능 소득보상급부 및 재해사망·손발절단 급부가 특약으로

이용됨.

о 가입금액은 2.5만∼75만 달러 수준임.

□ 동 상품의 주요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음.

о 주요 가입대상은 高年齡層 및 퇴직 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

고 있는 40대∼50대 계층임.

о 동 상품의 판매방법에는 기존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① 전문영업직원,

② 보험중개인, ③ 직접판매방법 등이 있으나, DM에 의한 판매가 유

효할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할 방침임.

о 또한 동 상품은 주로 개인계약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향후 중소기

업 규모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임.

< Canada Life >

□ Canada Life사는 작년 중병보험의 신상품을 판매한 바 있음.

о 이 상품에서 특정한 12개의 질병 중 1개의 증상이 진단되어 최저 20일

간 생존한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이 지불되는 보험임.

о 동사는 신상품의 주요 고객을 독신층이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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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 취업불능소득 보상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중 의사

나 변호사 등으로 하고 있음.

< Kanaw h a Insurance >

□ Kanawha Insu rance는 최근 미국 보험업계가 중병보험의 상품 판매에 생

산직 종사자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점을 착안하여 潛在需要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상품개발에 착수하였음.

о 동사는 보험회사 대부분의 중병보험 관련 상품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동 보험 대부분이 생산직 종사자층이 가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보험

료가 높다고 판단하고 생산직 종사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저렴한

중병보험 상품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함.

(이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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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美國 損保社 , 새로운 企業休止保險 商品 開發

□ 기업활동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企業休止保險

이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개념의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음.

о Trade Disruption Insurance(TDI)라는 이름의 신상품은 일반 企業休止

保險(BI)이 요구하는 물질적 피해가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임.

о 종전의 企業休止保險은 보험계약자의 보험 목적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나 이익상실이 생긴 경우에 보상을 하나, 새로이 개발된 TDI보험은 물

적 손실을 당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특징임.

□ TD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о TDI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유형에는 화재, 번개나 폭발, 홍수, 빙산이

나 폭설, 지진이나 화산, 잘못된 하역, 충돌, 탈선, 운송기구의 고장, 정

부의 강제 집행, 합류나 면허 취소, 전쟁이나 파업 등이 있음.

о 이 상품의 특징은 증권발행일로부터 5일이 지나야 보험기간이 시작되

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100만∼1억 달

러 수준이고, 보상기간은 360일임.

□ 동 상품은 貿易會社나 運送會社들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 인하

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보다는 향후 매출액의 감

소를 보상해 주는데 초점을 맞춘 보험임.

(이상우 연구원)

최근 美國의 損害保險業界는 기업이 물적손해를 입지 않더라도
利益喪失을 보상해주는 新槪念의 企業休止保險 상품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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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Ha rtford社 大規模 마케팅 提携 實施

□ 保險ㆍ金融서비스 회사인 미국의 Hartford社는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 회사인 Ford社와 마케팅 제휴를 체결하였음.

о Ford, Lincoln 및 Mercury 차종 소유자와 동 차종을 리스한 자, 포드 신

용카드(Ford Credit) 고객에게 포드자동차 차량보험(The Ford Motor

Company Vehicle Insurance Program)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о 미국 내 동 차량의 소유자는 1천 7백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

о 동 보험은 99년 9월에 플로리다州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는 미국 전

역으로 확대될 예정임.

□ 동 보험의 판매채널은 DM을 시작으로 점차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추가적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계획인데, 혁신적인 판매기법이 대거 도입될 것으로

기대됨.

о 포드 자동차 소속 6,000여명의 딜러가 認證된 Direct Repair Providers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동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о Ford, Lincoln, Mercury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동 보험이 적용되는

3. 마 케 팅

Hartford Financial Serv ices Group은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금융서비스
업체와의 대규모 마케팅 제휴를 체결하여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뿐만
아니라 개인보험 부문에서의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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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존 고객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о 손실이 走行距離 15,000 마일 이내, 차량소유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면 신

규 차량으로 교체해 줌.

о Ford社나 Direct Repair Provider를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控除金

額에서 100달러를 할인해 주며, 고객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수리를

보장함.

о 품질보증서상의 保證期間까지 유지하기 위해 차량 수리시 순정부품

(orignial equipment manufactured parts)을 사용함.

о 보상서비스는 연중(1일 24시간, 1주일 7일) 가능함.

□ Ford와의 제휴는 Hartford社의 直接販賣 및 보상 센타의 전문능력을 활

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о Hartford는 Ford 고객에게 自動車保險과 個人保險을 판매하여 개인보험

부문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동류집단(affinity group) 영역에서의 우위를

기대하고 있음.

о 동 자동차보험이 포드 고객들에게 住宅所有保險, 賠償責任保險, 水上레저

機具保險 등과 같은 개인용 보험을 교차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о Hartford社의 동류집단에 대한 마케팅은 1984년 全美退職者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에 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 판

매를 시작하면서 그 전문성이 확보되었음.

о 동사는 현재 AARP와 기타 동류집단에 대한 판매를 통해 5천만 이상의

가구에 개인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 Ford社가 제휴 상대로 Hartford를 선택한 이유는 동사의 브랜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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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料率算出 能力이 우수하며, 보상서비스 및 동류집단 마케팅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Hartford Life는 미국의 대형 뮤추얼펀드인 American Funds, Franklin

Templeton, MFS Investm ent Management를 통해 個人變額年金을 판매

하기로 업무제휴를 체결하였음.

□ Hartford사는 연금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성공요인은 상품, 판

매망, 브랜드 면에서 모두 革新的인데 기인함.

о 98년에 연금판매 1위 업체인 Planco를 매수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о Hartford사의 個人變額年金 판매실적은 98년 기준 99억 달러로 5년 연속

상위권에 있으며, VARDS(Variable Annuity Research and Data Service)

에 의하면 동사가 3년 연속 연금 판매 부문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부

문에서도 優秀償(DALBAR)을 수상하였음.

□ 향후 연금판매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기존의 중개(transaction) 기능 위주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자문(advice)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모시켜서 競爭力을 유

지시킬 계획임.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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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顧客滿足 , 契約更新率과 브랜드 Loya lty間의 關係

□ Conning & Co.와 마케팅 관련 연구ㆍ컨설팅업체인 Surveys and Forecasts社는

1999년 5∼8월 동안 미국의 2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시장(small-bu siness

market)을 대상으로 顧客滿足, 契約更新比率과 브랜드 loyalty 사이의 關

聯性을 조사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객만족도와 loy alty >

□ 小規模事業體市場에서 元受保險社와 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와 자기가

가입한 원수보험사를 관련 업체에 소개하려는 의사는 보험가입자의 만족

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о 평균적으로 소규모 사업체 계약자의 89%가 그들의 원수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1%는 동료나 관련업체에 그들의 원

수보험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о 이에 비해 그들의 전 위험담보(overall coverage)에 매우 만족한 회사들은

동 질문에 대해 각각 8%p, 12%p 높은 97%와 83%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о 반면 전 위험담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회사는 각각 16%p, 33%p 낮은

73%와 38%만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하였음.

2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손해보험 시장에 대
한 조사결과, 가입자의 만족도, 원수보험사에 대한 계약갱신비율이
브랜드 Loy alty와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고처리도 고객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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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사결과, 지금까지 단지 추정만 되었던 顧客滿足度와 契約更新率 사

이의 높은 相關關係가 사실로 입증되었음.

□ 보험사 입장에서 높은 계약갱신율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한데, 주어진

목표수익 하에서 높은 계약갱신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新規販賣의 필

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임.

□ 고객만족, 계약을 갱신하려는 의향 및 다른 업체에 원수보험사를 추천하

려는 의사는 고객 loyalty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이러한 충성심은 價格

競爭의 壓力을 완화시켜줌.

о 소규모 사업체 계약자의 이들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 고객 loyalty

점수는 79%로 나타났음.

о 이에 대해 그들의 전 위험담보에 매우 만족한 회사의 고객 loyalty는 93%

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 회사는 37%로 조사되었음.

□ 고객만족이 直ㆍ間接的으로 고객의 계약갱신 계획이나 타 업체에 대한

권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만족이 고객 loyalty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어 나타남.

□ 충성심이 없는 고객은 낮은 價格을 중시하고 단지 가격 때문에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고객 loyalty는 가격경쟁을 격화시키

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음.

о 다시 말하면, 보험산업이 低價格 에 기반한 경쟁에 집중된다면 보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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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고객 loyalty를 갖고 있는 계약자도 구매 결정시 가격이 가장 중요

한 決定要素라고 설득될 것임.

о 이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점점 더 가격에 더욱 敏感하도록 만드는데, 가격

에 민감한 고객은 브랜드 loyalty가 높은 고객과는 반대되는 개념임.

□ 반면, 고객 loyalty는 가격결정력(pricing power)을 낳는데 고객 loyalty가 강

해질수록 가격결정력도 더욱 높아지므로, 만족스런 고객은 고객 loyalty의

先行條件임.

< 사고처리와 고객만족도 >

□ 오랫동안 사고처리의 質的 水準이 계약자의 전반적인 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어 왔지만, 그 관계의 강도에 관한 이해는 낮았음.

о 소규모 사업체 계약자의 75%가 그들의 전반적인 보험서비스에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음.

о 과거 3년간 사고경험이 있는 소규모 업체 중 최근의 사고처리에 매우 만

족했을 경우, 동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96%로 높아졌으며 사고처리 서비

스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30%로 낮아졌음.

□ 응답자의 35%가 과거 3년간 한 건 이상의 사고를 신고하였는데, 이들 중

79%가 최근의 사고처리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사고처리 과정을 10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

였을 때,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인 79%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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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예를 들면, 最終協商이 공정하고 적정하였으며, 사고신고 과정이 수월하였

다는 응답이 88%로 나타났음.

о 仲裁者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대리점과 보험사 모두 협조적이었다는 응

답이 85%로 나타났음.

о 나머지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항목 중 4/ 5가 평균치인 79% 이상을 획득

하였음.

□ 이와 같이 사고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각 개별과정에 대한 만족

도가 크게 不一致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고처리 과정에서 좋지 못한 한

가지 경험이 전반적인 사고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

는 것을 나타냄.

□ 위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고객만족, 계약갱신율

이 브랜드 loyalty와 아주 밀접한 相關關係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보험사는 고객만족을 통해 브랜드 loyalty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임.

о 또한 사고처리에 대한 만족이 소규모 사업체 가입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 결정의 核心要素로 나타나, 사고처리의 全段階에 걸쳐 고객만족을

위한 보험사의 노력이 요구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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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監督體系

□ 영국 정부는 統合金融監督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8년에 은행, 증

권, 보험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監督, 檢査 業務를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FSA)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음.

о 동 법안은 현재 심의 중에 있으나 FSA로의 과도한 權限集中의 문제가 제

기되어 아직 의회을 통과하지 못하였음.

□ 기존 금융감독기구의 統合節次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о 1998년 4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英蘭銀行(Bank of England)의 銀行監

督權 및 支給決濟機能을 FSA로 이관하였음.

о 제2단계는 현행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ing Organizations: SORs)1)과 기

타 금융업종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감독기구들을 통합하는 과정임.

□ 영국 정부는 동 법안이 2000년 하반기 경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FSA는 영국 내 모든 금융업무에 대한 유일한 법적 감독

기구가 될 것임.

□ 통합 2단계에서 FSA는 기존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9개 기구를 흡수할 예정

인데, 흡수되는 기구 및 담당 業務領域은 다음과 같음.

1) SFA, IMRO, PIA 등

4. 주요국의 보험정책: 영국

영국은 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원 (FSA)이 2단계
에 거쳐 출범할 예정인데, 보험산업은 보험회사법에 의해 감독 받고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청의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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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uilding Societies Commission (BSC) - Building Societies

② Friendly Societies Commission (FSC) - Friendly Societies

③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 보험업무

④ 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zation(IMRO) - 투자신탁업무

⑤ Personal Investment Authority(PIA) - 소매투자업무

⑥ Registry of Friendly Societies(RFS) - 소비자 신용조합업무

⑦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 (SFA) - 증권, 선물업

⑧ Securities Investment Board - 투자업무(결제업무 포함)

⑨ Bank of England - 은행업

□ 현재 감독형태는 FSA가 과거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자율규제기관과 계약

을 통해 금융감독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英蘭銀行法

개정으로 이관받은 銀行監督權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감독기관이 감독권

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으로 보험감독의 主務官廳도 기존의 통상산업부(DTI)에

서 1998년 초 재무부(HM Treasury)로 변경되었음.

о 감독권한이 재무부에서 FSA로 적용제외(contract out)되었으나 감독 시스

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주로 시장의 安全性과 信賴性 유지 등과 같

은 健全經營에 중점을 두고 있음.

о FSA는 授權機關인 PIA와 같은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생명보험, 개인연금

등을 감독하고, 재무부에 감독 내용을 보고함.

□ 英國保險者協會(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는 감독 책임은 없지만,

회원들에게 模範慣行을 준수하도록 권장함.

о 브로커등록협의회(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Council)는 브로커에 대

한 감독을 수행하는 法定團體로 동 기구에서 허가를 받은 브로커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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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 영국 보험산업의 주요 감독 법규는 保險會社法(Insurance Companies Acts

1982)으로 중점사항은 認許可, 보험사가 면허취득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영업조건 등임.

о 보험사의 지급불능이나 금융사고 등에 기인한 금전적 피해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해 資本適正性과 健全經營에 중점을 두었음.

□ 生死混合保險, 變額保險 등 투자관련 보험은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1986)에 의해 감독 받고 있으며, 판매, 경영, 광고 등의 업무에 관해

서는 FSA(이전에는 SIB와 PIA)의 허가를 받아야 함.

о FSA는 투자자보호를 책임지고 있어 금융기관이 허가를 얻기 위해 갖추어

야 할 誠實性, 競爭力, 金融資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о 제정된 법률은 公正去來廳長(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 DGFT)에

의해 정밀검사 되는데, 만약 경쟁을 현저히 왜곡, 제한, 방해하는 조항이

발견되면 재무부에 보고함.

о 재무부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反競爭的 效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동 법률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나 . 市場狀況

□ 영국의 보험시장 규모는 1998년 수입보험료 기준 1,093억 마르크(생보 749억

마르크, 손보 344억 마르크) 수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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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損害保險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1997년 기준) 자동차보험이 23.0%

로 가장 높고, 財物保險 22.1%, 해상/ 항공보험 11.8%, 상해/ 건강보험

10.4%, 배상책임보험 6.7% 순임.

□ 영국의 보험시장은 820개 이상의 많은 보험회사(생보 242개, 손보 586개)

가 존재하며, 법적으로 獨占에 해당하는 시장점유율 25% 이상인 보험회

사도 존재하지 않아 시장이 극도로 分散되어 있음.

о 特化市場에 해당하는 특정종목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는 있지만, 주요 보험종목인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가재도구담보보험과

같은 종목에서는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갖는 회사는 없음.

□ 정부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상

을 위한 自動車賠償責任保險이 대표적이며 專門家賠償責任은 의사, 변호

사 등 각종 단체에서 필요로 함.

о 부동산에 대한 보험은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의

무적일 수 있음.

다 . 競爭과 規制

□ 영국의 보험산업은 매우 分權化되어 있으며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각종 법률을 통해 公正去來 및 獨占禁止에 관한 감독을 받고 있음.

о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규정과 이의 집행은 주로 M&A에 관한 檢査에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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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

о 영국 보험산업에서 公正去來法에서 요구하는 資産條件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간 합병은 흔한 일이지만,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음.

о 감독당국은 영국 내 新規進入者 뿐만 아니라 외국 경쟁자의 신규진입에 대해

서도 진입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一般損害保險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저축형태의 長期保險은 연금, 이자지급 저축계좌(interest-paying savings

accounts) 또는 投資信託會社 등과 경쟁관계에 있음.

□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財務健全性 측면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가격,

상품, 계약, 약관, 회사형태 및 소유 등에 관해서는 제한하지 않음.

о 비록 계약 및 약관 규제는 받지 않지만 소비자 계약의 불공정 조건에 관

한 EU지침(EU Directive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을

준수해야 함.

о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 내에는 동 지침을 시행하기 위

한 팀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불공정 조건을 방지하고 있음.

다 . 競爭과 執行

□ 영국에서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 관련법이 보험산업(브로커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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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중개기관 포함)에도 적용됨.

о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73)에 의해 시장참여자들은 DGFT와 독

점 및 합병위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 MMC)의 검

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о 이런 檢査權은 재량적인 것이어서 집단적인 反競爭 행위의 가능성이

있거나, 시장에서의 힘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행사됨.

о 競爭法(Competition Act 1980)에도 동일한 권한이 있지만, 동 법안은

단일 기업에 의한 경쟁제한의 경우에만 적용됨.

□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역시 M&A에 관한 검사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 법안은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거나 합병으로 인해

總資産이 7천만 마르크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됨.

□ 제한적 거래관행 규제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 RTPA)은 가격이

나 시장점유율에 관한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특정 형태의

협약에만 적용됨.

о 보험회사는 RTPA로부터 적용제외 되지만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보험중개기관이나 보험 관련 부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о 동 법안은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보험회사법(In surance Companies

Acts)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됨.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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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危機 以後의 아시아 保險市場 1 )

*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감소, 수지 악화, 손해율

증가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99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ㆍ규제완화ㆍ국제화ㆍ판매채널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

업재편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외국사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임

< 아시아 12개국의 保險産業 槪觀 >

□ 아시아 12개국(일본, 중국, 홍콩 특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이 세계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損害保險 15%, 生命保險 38% 수준임.

o 이중 일본의 비중이 손해보험 74%, 생명보험 83%로 매우 높음.

o 아시아 국가들은 생명보험 비중이 손해보험 보다 3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반면, 손해보험 비중은 전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특성이 있음.

□ 금융위기 이전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하여 일본을 제외

한 11개국은 생ㆍ손보 모두 13%대의 수입보험료 성장을 기록하였음.

□ 1997년 7월 태국 바트貨의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

해 수입보험료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資産價値 하락으로 보험사의 經營收

支도 惡化되었음.

o 1998년에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을 제외한 7개국이 마이

* 본 논문은 Sw iss Re의 Asia' s in su rance m arkets after the storm (Sigm a, N o.5/ 1999) 내용
을 요약ㆍ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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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o 자산가치 하락은 보험사의 收支惡化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주식, 채권,

부동산 보유가 많은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음.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購買力 減少와 현저한 환율인상 등으로 계약자는

감소하고 解約은 증가하였는데, 빈곤의 증대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

□ 생명보험 산업의 어려움은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生命保險會社의 安全性

에 대한 市場의 信賴가 저하된 데에도 기인하며, 양자가 결합하여 보험사

의 심각한 流動性 문제를 야기하였음.

□ 손해보험 산업은 新車登錄臺數의 현저한 감소, 貿易去來의 감소, 주요

SOC 투자의 부진 등에 기인하여 침체되었음.

o 태국과 한국의 손해보험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대부분 아시

아 국가에서 GDP 감소보다 손해보험의 收入保險料가 더 크게 감소하

여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아시아 12개국은 1998년 하반기부터 外換, 經常收支, 利子率, 産業生産 등

의 경제지표가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1999년 들어서는 금융위기를 극복

하고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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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保險市場의 成長 可能性 >

□ 아시아 12개국의 人口와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

와 23%로 양자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아시아 보험시장의 성

장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경제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GDP와 보험시장 발전 정도인 보험침투

도(in surance penetration)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S 커브 이론에 의하면 아

시아 국가들의 손해보험 소비가 전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12개국이 경제발전에 비해 보험침투도가 낮은 이유는

① 기업의 리스크 관리 문화가 전반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② 대부분 국가들이 발달된 法的 裝置를 갖추지 못하고

③ 중국, 인도 등에서는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아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萎縮되었으며

④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손해보험 중 가장 중요한 自動車保險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임.

< 아시아에서의 外國社 位置 >

□ 외국사들이 아시아 진출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시장점유율은 明示

的ㆍ默示的 制約으로 인해 낮은 수준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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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7년 기준 외국사의 비중은 회사 수 기준으로는 30%에 이르고 있지

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손해보험 6.8%, 생명보험 6.2% 수준임.

o 외국사들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비중

이 높은데,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金融危機 以後 市場再編 >

□ 中期的 觀點에서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이지만, 아시아 보험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다시 시현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o 높은 貯蓄率, 높은 교육수준, 經營技術과 개선된 企業支配構造 등과 같

은 요인에 기반하여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됨.

o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認識을 제고시켜줄 외국사업자의 진출, 보험산업

의 專門化 및 경제적 침체로 인해 危險保障의 필요성이 높아짐.

o 민간 및 기업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潛在

的 好況의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1개국의 1999∼2005년 연평균 수입보험료 성장률

은 손해보험 7%, 생명보험 8% 수준으로 전망됨.

o 이는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예상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

□ 손해보험의 경우 베트남과 필리핀이 10% 이상 高成長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태국, 대만 등은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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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10% 이상 성장할 것이며, 홍콩 특구,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은 5∼10%, 한국

과 일본은 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됨.

□ 일본의 경우 貯蓄性保險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성장률은 1.7% 수준에 그

칠 것이며, 생명보험 역시 금리 逆마진이 우려되며 금융 빅뱅의 영향으로

타 금융상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성장 전망은 비관적으로 예상됨.

□ 수입보험료 증가세 회복과 함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산업의

構造的 變化가 예상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합(Consolidation)현

상으로 이를 촉진시키는 經濟ㆍ社會的 要因은 다음과 같음.

① 다수의 보험시장(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中小規模의 보험사에 의해 分散되어 있음.

② 최근 資産價格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수지상태가 매우 불안한

데, 이런 상황은 보험사 재무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M&A의 계기를

제공할 것임.

③ 외국사들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개선된 시장접근 기회를 갖게 될 것

이며, 이런 환경은 자국 시장 방어를 위해 內國社들의 大型化를 촉진

시킬 것임.

④ 국내 보험산업의 安全性을 높이고, 외국사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정

부가 적극적으로 통합을 촉진할 것임.

⑤ 가족소유의 大企業集團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非核心部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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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⑥ 破産, 流質法(foreclosu re law s) 등과 같은 적절한 退出節次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촉진되고 있음.

[그림 1]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보험시장의 재편

□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보험시장은 WTO 자유화 일정에 따라 외국사에 시

장을 개방하였는데, 향후 아시아 시장의 재편과정에서도 외국사들이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o 금융위기에 따른 시급한 資本擴充을 위해 외국자본을 도입한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장래에도 市場開放의 觸媒

役割을 할 것임.

o 외국사들에게는 건전성 위주의 감독, 규제완화 등의 환경 하에서 그들

의 경쟁력(顧客細分, 商品革新, 費用-效率的 판매채널 등)을 발휘하기 수

월해질 것이므로 아시아 시장은 外國資本에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임.

(이경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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