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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우리 나라 금융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현안은 2003년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일 것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

터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방카슈랑스가

1990년대 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

는 계기가 되어 보험산업의 수익성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

다. 분업주의 환경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쟁 대상이 보험회사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겸업주의 환경이 되면 경쟁 대상이 타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어 보험산업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금융겸

업화가 은행의 보험 진입만을 허용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03년 8월 이후를 대비하여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

가 어떻게 하면 생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

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

내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이 아직 방카슈랑스를 경험한 바가 없어 그 논

의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방카슈랑스가 발

달한 유럽의 경우도 주로 은행이나 방카슈러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방카슈랑스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본 보고서는 기존 방카슈랑스 연구와는 달리 방카슈랑스의 원인, 기

회 및 위협 요인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외

국의 사례와 실증분석을 통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대응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본격적인 방카슈랑스를 준비중에 있는 국내의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

님을 밝혀둔다.

2002년 12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임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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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론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은행과 결합해야 할 것

인지 또는 결합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보험 진출에 대해 어떻게 대

응하여야 할 것인지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 만약 은행과 결합을 한

다면 효율성 등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판매조직구조, 상품

포트폴리오 등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중요성

— 방카슈랑스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방카슈랑스의 한 당사자인 보험

회사가 은행과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이 수립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에게 어떠한 위협 요소가 있으며, 이

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보험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과제임.

연구의 방법

—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외국 사례분

석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은행과 보험권의 방카슈랑스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함.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DEA (d ata envelopm ent

analysis)를 사용하여 방카슈랑스 전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함. 은

행 및 보험회사가 서로간 결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비

용절감을 통한 비용효율성 향상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

성 분석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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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카슈랑스의 개념 , 기회 및 위협

방카슈랑스의 개념

— 방카슈랑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여 은행이 보험상품을 고

객에게 판매하거나, 은행조직 또는 은행화된 조직 내에서 보험을 생

산·판매함으로써 고객에게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방카슈랑스라고 정의함.

□ 방카슈랑스로 인한 기회

— 판매제휴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 또는

타금융회사의 기존 지점망을 판매채널로 이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절

감시킬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방카슈러의 판매수수료 및 경비는

수입보험료의 10%미만인 반면, 기존 보험사의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은행 채널을 활용하여 상품별로 적합한 채널

전략을 펼칠 수 있음. 복잡한 상품은 기존의 전문설계사 채널(FP)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시키고, 단순한 상품은 은행채

널을 사용하여 판매비용을 절감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로 인해 은행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고 금융시

장에서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음.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보험회

사와 은행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행보다는 오

히려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얻는 이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은행의 브랜드와

인지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외국 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해 현지국의 시장점유율을 확

대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보험사가 국내보험사에 비해 방카슈랑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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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방카슈랑스로 인한 위협

— 은행이 보험회사와 일정기간 판매제휴 또는 합작투자를 유지한 후,

보험상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 대규모 자본과 판매채널 측면

에서 우위를 점하는 신규경쟁자가 보험산업에 출현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고, 제휴를 했던 기존 보험회사의 수익은 급속히 감소될 수 있음.

— 국내 보험산업은 유럽과 달리 모집인 판매채널이 절대 다수를 차지

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판매채널과 전통

적 판매채널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과 보험의 업무 이질성 및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갈등은 방카슈

랑스의 이점을 초과하는 조정비용을 수반할 수 있음.

3 .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

□ 한국의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

—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회사방식을 통하여 타

금융업 진출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

도록 제한하고 있음.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

할 수 없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은행은 보험회사 등 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음.

□ 일본의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

— 일본은 금융산업의 부자유, 불투명, 불채산에 기인했던 90년대의 금

융기관 도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포기 등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개혁법」을 1998년 12월 시행함으로써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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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은행·증권회사간의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을 허용하였음.

— 2002년 10월, 은행 창구판매가 허용된 신용생명보험 1상품과 손해보

험 3상품(주택대출관련 장기화재보험, 장기상해보험 및 해외여행상

해보험)에 추가하여 정액 및 변액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은행이 판매

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

—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인 Gram m-Leach-Bliley (GLBA)법을 제

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타금융업 상호 진출을 허용함.

단, 은행본체에서 보험의 인수·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은행·증권·보험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비

율 등의 인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시킨 금융지주

회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금융업무에 진입할 수 있음.

□ 영국의 방카슈랑스 관련법규

— 1988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을 시행함으로써 전통적

인 분업주의체제가 겸업주의체제로 전환됨. 겸업화의 방향은 지주회

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 형태로 추진되었음.

— 금융서비스법의 제정과 함께, 감독의 일환으로 「자율규제기구」는

고객에게 수수료 및 경비를 금액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공시

원칙(hard disclosure)」과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고하여야

한다는 「최선의 권고원칙」, 그리고 생명보험의 판매원은 직급조직

이나 전속모집인 또는 독립중개인(IFA)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이

분화의 원칙」 등 3원칙을 채택하게 함.

— 이 원칙으로 인해 은행들은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전속으로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의 형태 또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

립중개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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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 .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대응전략 제시방법

—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간 결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비용

절감을 통한 비용효율성 향상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함. 외국의 사례를 보

더라도 방카슈랑스 초기에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증분석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한해 실시함.

—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전후의 비용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성의

증감을 야기시키는 경영변수를 파악하고자 함.

—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이외의 방카슈랑스 형태별 대응전략은 외국사

레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함.

— 판매제휴 이외의 보험회사 대응전략은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와 M &A에 대비한 매각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함.

□ 판매제휴시의 대응전략

— 판매제휴시의 비용효율성 증감을 설명하는 기업 경영변수를 파악하

고자 시장지배력, 상품 특성, 판매채널 특성, 지역집중 특성 요인등

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음.

— 시장지배력 요인

·보험산업 내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회사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

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시장지배력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판매제휴 전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영국의 생명보험산업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인 Stan dard 생명보험회

사나, N orw ich Union, Sun Alliance 등과 같이 규모가 큰 보험회사

가 은행과 판매제휴를 하였음.

— 상품 특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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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

체보험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적합한 이유는 단체보험이 일반적

으로 개인보험보다 상품설계 측면에서 간단하기 때문임. Préd ica나

Deutsch은행 등 대부분의 유럽 방카슈러도 초기에는 단순한 보험상

품을 판매하여 성공해 왔음.

·사망보험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사망보험상품이 기존의 은행상품과 유사성이 별로 없기 때문

에 방카슈랑스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판매채널 특성 요인

·보험생산보다는 판매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회사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

타남. 또한, 사업비에서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행과

판매제휴를 통해 모집부문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

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현재 모집부문에 상대적으로 많

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회사가 은행을 판매채널로 이용할 경우 비

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집중 특성 요인

·판매채널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집중된 보험회사의 경우, 편중된 판

매채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은행과의 판매제휴를 통해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즉, 지역중심의 성향을 띈 보험회사의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은행과의 판매제휴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은행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대응전략

— 특화전략

·상품특화전략: 은행계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사에 비해 브랜드력 및

판매채널 비용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 보험상품 생산기술 및 판

매경험 측면에서는 기존 보험회사보다 열위에 있음. 따라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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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험회사는 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을 특화하면 상품영역의 상

이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고객특화전략: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존 보험사는 자사의 고객을 특

화하여 유휴인력과 여유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함. 특화

전략 성공사례로는 軍과 정부조직에 특화했던 미국의 USSA와 중소

기업, 세무사관련 단체를 특화했던 일본의 태양생명을 들 수 있음.

·판매채널 특화전략: 은행 직원들은 기존의 은행업무와 보험판매업무

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계약자 설득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은행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존 보험회사가 우위

에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판매채널 특화전략이 필요함.

— 대형화 전략

·대형화전략은 현재 보험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보

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대형화 전략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과 상이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

사를 인수하는 보험그룹화 전략으로 대별할 수 있음.

·기존 보험사업의 대형화: 보험사업 대형화의 장점으로는 첫째,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고, 둘째,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

으며, 셋째, 중복되는 조직이나 인력 및 점포를 감축하거나 통폐합하

고 전산설비투자를 축소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다만, 시너

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력상품이나 주력판매채널 및 시장

기반이 서로 같은 보험회사간의 대형화 추진은 피하고, 보완적인 대

형화 전략이 필요함.

·보험그룹화: 보험그룹의 장점은 부수업무를 관리하는 각 회사의 조

직을 통·폐합하거나 분리하여 비용의 효율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

고하는데 있음. 보험그룹은 종합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일괄적

으로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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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매각전략

— 인수자에 따라 구조조정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피인수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은 인수 주체에 대한 선호를 달리 할 수 있

음.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대부분 중복된다

고 볼 수 있는 반면, 은행에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관리인력부문에

서 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은행의 보험회사 인수 목적은 보험상품개발, 보험인수 및 사정업무

와 같은 보험사업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 취득에 있음. 반면, 보험회

사의 기존판매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판매조직을 지닌 보험회사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자산취득의 목적으로 기존의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은행은 보

험회사의 자본구성 및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

토한 후에 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임.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은행의

인수조건에 부합하도록 자사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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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나라 금융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 중 보험회사

의 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는 방카슈랑스일 것이다. 유럽의 주

요 선진국들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었고, 미국

은 1999년 말부터 겸업화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도 방카슈랑스

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나라도 2003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

입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

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분업주의 환경에서는 동일 금융권내에서 시장

이 형성되었고, 가치사슬(valu e ch ain)을 형성하는 주활동 및 보조활동

의 수준이 시장참여 회사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기업간 가치사슬의 구

조 및 각 활동별 상대적 중요도는 유사하였다. 하지만 겸업주의 환경이

되면 각 금융권별 가치사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사슬 자체가

바뀌게 되고 따라서 이익의 원천 및 나아가 소비자 가치사슬 역시 바뀔

수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는 국내 금융 및 보험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분업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기

회가 은행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종 금융

산업간 합작 또는 인수 및 합병이 발생하여 분업주의 환경과는 전혀 다

른 형태의 금융시장 및 경쟁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보험산업의 경

우도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생겨 시너지가 창출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고객 정보망과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

는 위협적인 경쟁자가 보험산업으로 진출하는 결과가 되어 겸업 전 보

험시장과는 상이한 시장 및 경쟁 구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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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겸업화 또는 방카슈랑스가 국내 보험 및 금융산업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국 사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 및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등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이 아직 방카슈랑스를 경험한

바가 없어 그 논의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은행이 보험산업을 매력적인 산업으

로 생각하여 진출하려고 하는지, 은행이 보험산업에 진입한 후 어떤 형

태의 방카슈랑스를 선호하는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다. 또

한 은행과 보험회사에게 방카슈랑스가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은 어떤 것

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방카슈랑스

가 실제 도입된 후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미진

하였다.

이에 비하여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방카슈러

(bancassurer)입장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면에서의 방카

슈랑스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이는 방카슈랑

스에 대한 은행의 태도가 비교적 능동적인 입장인데 반해 보험회사는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을 가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방카슈랑스의 기회 및 위협,

외국의 경험사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은행의 보험산업 진출을 다소 수동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도입 후 어떠한 기업전략과 사업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방카슈랑

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기업전략(corp orate strategy)으로 은행과 보험

회사의 결합여부, 은행계 보험자회사에 대응하는 특화 또는 대형화전략

을 제시하고, 사업전략(business strategy)으로는 은행과 결합을 통해 효율

성 측면의 성과를 제고하는 판매조직구조,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및 특화·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분석 및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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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및 금융기관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수입증대와 보험회사의 비용절감

으로 인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에 의해 계약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방카

슈랑스는 업무영역 완화를 통해 소비자 효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의 도입 후 만약 예상과는 달리 금융기관간 이

해상충에 따른 시장교란, 동반 부실화에 의한 리스크 증대, 고객정보의

악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계약자의 보험효

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은행과 보험회사에게도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가지

고 올 수 있다. 은행의 경우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

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는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은행의 지점

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은행의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반

드시 성공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은 방카슈랑스에서 성공

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기업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오히려 실패를 경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Lloyd s TSB와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너럴

(Societe Generales)간 방카슈랑스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유럽에서 국경간 최초의 방카슈러인 Fortis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

다.(Bu siness Week, 2002)

방카슈랑스라는 금융환경 변화는 보험회사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방카슈랑스가 진전될수

록 기회보다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되어 생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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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받을 수 있다. 초기 방카슈랑스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판매제휴 단계

를 지나면, 은행은 추가적 이익의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

지 못한 명성, 고객정보 및 판매채널 특유의 우위를 내부화

(internalization)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시장을 상

실할 리스크가 매우 높다. 더욱이 우리 나라와 같이 보험의 은행 진출

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은행의 보험 진출이 완화되는 환경에서 방카슈

랑스는 보험회사에게 기회보다는 위협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져다준다

고 보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어떤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중요 연구가 될 것

이다. 즉, 방카슈랑스의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은행과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보험

회사에게 어떠한 위협 요소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

제일 것이다. 더욱이 2003년 8월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시

의 적절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아진다.

3 . 연구의 방법

방카슈랑스 환경에서는 보험회사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외국 사례분석 및 은행과 보험권의 방카슈랑스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한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DEA (d ata envelopm ent

analysis)를 사용하여 방카슈랑스 전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은행

및 보험회사 서로간 결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비용절감을 통

한 비용효율성 향상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을 사용

하여 보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가상의 데이터를 가정하여 실증분석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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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너무 많거나 피상적인 경우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은행이 보험회사와 판매제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행한다.

판매제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먼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보험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효율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방카

슈랑스 이후의 보험회사 효율성은 보험회사가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

료 수준이 기존의 모집인 또는 대리점 채널보다 저렴하다고 가정하고

측정한다. 방카슈랑스 이후 방카슈랑스가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

하는지, 그리고 수수료가 어느 정도 저렴한지를 각각 5%간격으로 두고

서로간 조합별로 방카슈랑스 후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각 회사별 효율성 값을 방카슈랑스 전 효율성 값과 비교하여 분

석한다.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경영 특성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값에 대해 경영변수를

회귀분석 한다. 경영변수로는 시장지배력, 상품, 판매채널 및 지역집중

특성 네 가지를 고려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제휴 방카슈

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시나리오 분석을 판매제휴에만 한정할 경우 은행과 보험회사

의 결합에 대한 전체 현상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방카슈랑스 사례를 병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방카슈랑스 및 겸업화 사례는 일본,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가

장 발달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국내의 금융겸업화와 관

련된 금융제도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의 국내 보험회사와

은행의 현황을 방카슈랑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다. 이와 같은

사례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방카슈랑스 환경에 처한 국내 보험

회사들에게 위협과 기회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방카

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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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며 6개

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중요성, 방법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2장에서는 방카슈랑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생 원인 및

기회와 위협을 분석한다. 방카슈랑스의 개념은 Hu izinga (1993),

Elikin gton (1993), H oschka (1994), Dain el(1995), Skip p er (2001), 한국보험

학회(2002)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나라에서 예상되는 일반적인 방카슈랑스 형태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을 고려하여 방카슈랑스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또한 방카슈랑

스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금융겸업화, 종합금융화, 유니버셜뱅킹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방카슈랑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한다.

첫째, 기존 산업에서 유사 또는 타 산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존재하는 Porter (1980)의 일곱 가지 진입장벽 요소를 은행의 보험산

업 진출에 적용하여 방카슈랑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은행과 보험

의 대리인 관계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은행의 경쟁 및

수익성 감소 측면에서 방카슈랑스의 원인을 설명한다.

방카슈랑스의 기회와 위협은 은행과 보험회사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

한다. 기회와 위협은 방카슈랑스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형태별

로 기회와 위협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및 겸업화 사례를 설명한다. 방카슈

랑스의 형태를 좌우하는 주요국의 금융겸업화 관련제도의 변천을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은행이 보험업으로 진출한 경우와

보험이 은행으로 진출한 경우로 나누어 주요국의 사례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왜 비용효율성 분석이 필요

한지를 제시한다. 둘째, 실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및 측정방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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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방카슈랑스 전후의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5장에서는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

시한다. 보험회사의 전략은 방카슈랑스의 유형에 따라 판매제휴, 은행계

보험회사, M&A 방카슈랑스로 나누어 제시한다.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전략은, 4장에서 구해진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보험회사

의 경영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나머지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기업 및 사업전략은 2장과 3장에서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6장에서는 요약, 결론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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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방카슈랑스의 개념 , 동인 , 기회 및 위협

1. 방카슈랑스의 개념 및 형태

가. 방카슈랑스의 개념

국내에서도 프랑스어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는 용어가 사용

된 지 꽤 오래되었지만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금융겸업화(financial convergence), 종합금융화

(financial conglom eration), 유니버셜뱅킹(u niversal banking) 등의 용어

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카슈랑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Huizin ga(1993)와 Skipp er

(2001)1)는 판매채널에 국한하여 은행과 보험의 교차판매(cross-sellin g)를

방카슈랑스로 정의하고 있다. Elikington (1993)은 이에 비해 은행과 보

험회사가 동일한 조직 내에 있으면서 은행 및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을 방카슈랑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H oschka (1994)는 보다 포괄적인 정

의를 하고 있는데, H oschka에 의하면 방카슈랑스란 은행이 보험상품

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은행이 보험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카슈랑스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H oschka (1994)

가 정의한 방카슈랑스의 개념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준은 은행이 어떤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느냐 이고, 둘째

기준은 은행이 보험산업에 어떻게 진출하느냐와 관련된다.

첫째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Daniel(1995)의 방카슈랑스 발전단계를 제

시할 수 있다. 그는 방카슈랑스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

1) 단, Skipper (2001)는 보험회사가 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어슈어파

이넌스(assurfinance)라고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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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를 들어 방카슈랑스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를 세 단계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이전에 해당되는데,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편리를 위해 고유업무와 관련된

보험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것으로 신용보험의 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 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에 해당되는데, 프랑스 은행이 보

험상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받은 은행 저축상품(Cap italization

p rodu ct)을 판매하면서 프랑스에서 방카슈랑스가 일반화되었다. 세 번

째 단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은행이 고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

는 보험상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단계로 이 때부터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었다.

두 번째 기준인 은행이 보험산업에 어떻게 진출하느냐, 즉 은행의

보험사업에 대한 통합의 정도에 따라 방카슈랑스는 4단계로 나눌 수 있

다. (H oschka: 1994) 첫째, 통합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은행이 보

험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형태(De novo entry 또는 Green field en try)이

다. 둘째, 은행이 보험회사를 합병·인수(m ergers & acquisitions)하는

형태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은행이 보험회

사를 인수하여 보험업에 진출하는 형태이다. 셋째, 은행과 보험회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합작하는 형태(join t ven ture)이다. 넷째, 은행과

보험회사가 판매제휴(distribu tion alliance)하는 형태로 통합의 정도가

가장 낮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나라에서 예상되는 일반적인 방카슈랑스

형태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을 고려하여 방카슈랑스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형태는 은행이 단순 판매제휴 또는 합작투자에

서 판매만을 담당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은행이 판매뿐만 아니라 보

험자회사를 통해 직접 보험을 생산하고 언더라이팅을 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은행이 보험판매와 생산을 담당하지만, 초기에는 생산을 간

접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은행이 직접 보

험생산 및 언더라이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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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였는데 이를 은행화한 조직에 의해서 보험 생산 및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졌는지에 있다. De novo 또는 Green field가 두 번째 형태에 해

당되고2), 합작투자에서 은행이 지분을 확대하면서 보험생산을 담당한

경우나 M &A가 세 번째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분류로 나누는 이유는 은행과 보험회사 측면에서 각 분류별로 자

원의 투입, 기회 및 위협 수준, 문화적 갈등 수준이 다르고 따라서 방카

슈랑스 진입 및 대응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 측면에서 보면 각 분류별로 요구되어지는 기술, 경험, 기

회, 및 경영 리스크가 다르다. 은행이 직접 보험생산을 할 경우는 판매

방카슈랑스에 비해 겸업 시너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요구되는 보험 생산기술 및 경험 수준이 높으며, 보험경영에서 언더라

이팅 및 보상 리스크 모두를 은행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은행이 판매만을 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은

행을 하나의 판매채널로 이용하면서 시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판매와 생산을 모두 담당하게 되어 판

매채널에서 우위가 있는 새로운 경쟁자로 출현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

장에서 은행은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전략은 판

매제휴시 전략과는 상이할 것이다.

은행이 직접 보험생산을 하는 것과 간접 생산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화적 갈등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이 직접 보험을 생산

하거나 언더라이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 경우, 처음부터 은행이라는

단일 금융권에서 방카슈랑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문화적 갈

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인 조직을 은행화하여

보험 생산 및 언더라이팅을 할 경우, 두 금융권간 종업원 또는 판매원

2) Green field란 황무지에서 빌딩을 세우는 것처럼 은행이 처음부터 보험자회

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비해 De novo란 "starting again "을 의미

하는 라틴어로 은행이 판매제휴나 합작투자 후 다시 새롭게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대부분의 문헌에서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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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상구조가 상이하고 또한 판매 스타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문

화적 갈등이 높아지게 된다.3)

<그림 II-1> 유니버셜뱅킹, 방카슈랑스 및 금융겸업화

금융겸업화 또는

종합금융화

방카슈랑스 또는

어슈어뱅크

유니버셜뱅킹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 기타금융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

하거나, 은행 조직 또는 은행화한 조직에서 보험을 생산함으로써 고객

에게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방카슈랑스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금융겸업화는 방카슈랑

스, 종합금융화, 유니버셜뱅킹 등을 포함하는 겸업에 대한 일반적 개념

으로 이종산업에서 금융기관, 상품, 서비스간 겸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

념이다. 이에 비해 종합금융화는 금융기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즉,

이종산업의 금융기관간 겸업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의

3)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방카슈랑스의 성공과 관련성이 높음. Tu ohy(1999)에
의하면 M&A의 반 정도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문

화적 차이점에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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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인 방카슈랑스, 어슈어뱅크(Assurbanqu e)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함

께 겸업을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유니버셜뱅킹은 상업은행업무와 투자

은행업무를 단일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방카슈랑스 형태별 장·단점

<표 II-1>은 방카슈랑스의 세 가지 형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보여

주고 있다. 세 가지 형태 중 보험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는 판매제

휴 형태이고, 은행이, 특히 규모가 큰 은행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카

슈랑스 형태는 De novo 형태이다. 은행은 이 형태를 통해 통제를 강화

할 수 있고 전략 및 조직 유연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는 보험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

는 가장 쉬운 방법이나, 상품개발 기술을 획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De novo 형태의 경우에도 상품개발 기술을 보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Prédica의 사례에서

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4)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방카슈랑스는 De novo 형태이다.

특히, Friend s Provid ent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처럼 자사와 판매제휴를

한 은행이 직접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판매제휴를 했던 보험회사

는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5)

한편 은행과 보험 모두에게 비용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형태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이고, 가장 부담이 많은 형태는 M &A이다. M&A

방카슈랑스는 문화적 측면에서 갈등의 여지가 가장 높은 형태인데 이는

은행과 보험의 판매기술, 판매스타일, 인센티브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4) Prédica의 경우 판매제휴에서 De novo 형태로 전환하는데 24년이 소요되었

음. Prédica 사례는 3장 5절 프랑스 참조.

5) Friends Provident 사례는 2장 3절 방카슈랑스의 기회 및 위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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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은행의 방카슈랑스 진입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형
태 보험사 또는 은행의 장점 보험사 또는 은행의 단점

판매
제휴

보
험
사

은행의 지점망을 이용하여
판매를 확대
기존 채널에서 은행 채널이
추가되기 때문에 상품 및 전
략상 다양한 판매채널 전략
을 가질 수 있음

보
험
사

제휴 지속성의 불투명
은행은 보험경영의 know -how를
획득한 후 제휴를 파기하려는 동
기가 있음

은
행 보험 상품개발 기술 획득에 한계

은
행

추가적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보험 know-how 습득
언더라이팅, 기획관리, 판매,
클레임처리 등의 보험사 경
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가
를 공급받을 수 있음
소요 자본이 적음
De novo나 M&A에 비해 적
은 자본이 소요됨

보
험
사
&
은
행

문화적 갈등이 어느 정도 있음
외국의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경
험을 보면 판매방법 및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에서 은행과 보험의
갈등 요소가 있음

De
n ovo
entry
전략

은
행

맞춤형 진입전략의 채택이 가
능
은행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리
고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판매전략을 세
울 수 있음
은행에 적합한 판매 인센티
브 구조를 만들 수 있음
문화적 갈등이 미미함
M&A에서와 같이 새로운 기
업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없음
낮은 판매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보험료 산정이 용이함

보
험
사

은행의 보험진입은 새로운 경쟁
자의 출현을 의미하고 따라서 수
익성이 감소될 수 있음

은
행

보험에 대한 know-how부족과
경험부족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경영에 대
한 컨설팅을 의뢰해야 함
과도한 초기비용과 투자
막대한 자산과 시간의 소요, 인
력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특히 지점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함
판매제휴나 합자투자 후 기존 보
험인력을 포함하여 보험자회사를
설립(De novo)하는 경우 문화적
갈등이 있음

M
&
A

전략

보
험
사

보험 경험 및 지식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인수될
수 있음

보
험
사

실제 기업가치보다 낮은 가치로
인수될 수 있음

보
험
사
&
은
행

방카슈랑스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음
은행의 판매 우위와 보험사
의 생산 우위가 결합하여 시
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은
행

높은 인수비용
방카슈랑스에서는 M&A가 De novo
entry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함
채널간 충돌
보험사의 기존 판매채널의 저항은
M&A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음

보
험
사
&
은
행

기업문화의 충돌
판매기술, 판매스타일, 인센티브
구조의 상이함에서 오는 충돌
성공확률이 낮음

자료: Tu ohy, M. R., "Financial Services: What Lies Ahead?", Emphasis, 3, 32,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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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카슈랑스의 발생 원인

본 절에서는 방카슈랑스의 발생 원인을 진입장벽, 대리인 관계, 경쟁

요인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가. 진입장벽 측면

기존 산업에서 유사 또는 타 산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기회뿐만 아니라 및 진입장벽이 존재하기도 한다. 기존 산업에서 특정

산업으로 진출할 때는 추가적인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

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경영의 노하우 등과 같

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추가적인 수익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익의 증대만을 가져오기도 한다.

은행의 보험산업 진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M. Porter (1980)가 상술한 진입장벽의 요소를 중심으로 은

행이 보험산업으로 진출할 때 진출을 촉진시키는 요소와 저해하는 요소

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진출촉진 요소와 저해요소의 비교

를 통해 방카슈랑스가 발생하게되는 원인을 살펴본다. 한편, 은행과 보

험회사가 결합할 때 은행이 갖게되는 강·약점과 보험회사가 갖는 강·

약점을 이해함으로써 결합과 관련된 기업 및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

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orter (1980)는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는데 따른 일곱 가지 진입장벽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정책, 규모의 경제, 판매채널 접근, 제품차별

화, 요구자본, 교체비용(sw itching costs), 규모와 무관한 비용 열위(cost

d isadvantage in dep end ent to scale)가 일곱 가지 진입장벽 요소이다.

진입장벽 요소 중 특정 요소는 환경 변화, 은행의 생산구조 및 특성, 은

행과 보험의 관련성 등에 의해 오히려 은행의 보험산업 진출을 촉진시

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어떤 요소는 그 반대로 진출 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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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곱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해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특히 영국의 사례를 통해 진출 촉진 및 저해 요인을 설명하여 보면 다

음과 같다.

1) 정부정책

정부정책은 타 산업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철도, 군수, 금융산업 등은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했고, 새로운

진입자의 허용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금융기관간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 내에서 전문화를 도모하는 분업주

의를 채택하여 왔었다. 분업주의는 영역간 경영위험을 차단하기 때문에

전염효과(contagion risk)를 방지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1933년 글래스-

스티글(Glass-Steagall)법이 통과된 후 전세계적으로 분업주의가 일반적

현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 후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 및 감독정책이 분업

주의에서 겸업주의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보험산업 진

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 ancial

Service Act) 및 1986년 주택대부 조합법(Build ing Society Act)의 발효

로 업무영역 규제가 완화되어 은행 및 주택대부조합이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으로 알려진 GLBA

(Gram m-Leach-Bliley Act)의 제정에 의해 업무영역 제한이 사라지게 되

었다. 일본의 경우도 1998년 6월 금융시스템 개혁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가 허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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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의 경제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진입장벽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철

강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비용 우위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 이

러한 산업으로의 진출은 진출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진출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정설이 없다. 한편 은행이

보험산업으로 진출할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커미션과 고정고객

확보 효과(lock-in effects of cu stom ers)로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어 규

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H oschka, 1994) 따라서 규모의

경제라는 진입장벽 요소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오히려 진출 촉진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판매채널 접근

판매채널 접근의 경우 역시 방카슈랑스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시 기존 유통경로를 설득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발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면 동 산업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이미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지점이 오히려 보험산업 진출 동인이기 때문에 판

매채널 접근이라는 진입장벽 요소는 오히려 진출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이미 보험 판매를 위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 판매채

널은 보험의 기존 판매채널보다 비용상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비용 이점은 왜 방카슈랑스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에서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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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전체 비용 중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에서 높기 때문에 은행의 생명보험 진출이 손

해보험 진출보다 비용 우위를 더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체 사업비에서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2000년 70.5%로 손해보험산업의 61.8%보다 높다.6)

방카슈랑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그림 Ⅱ-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만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이 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림 II-2> 유럽의 방카슈랑스 점유율(2000년)

자료: Drury, S., Europ ean Bancassurance - consolid ation an d
com p etition-, Lafferty Publications Ltd ., 2001 참조.

6) 판매비용은 신계약비로 측정하였음.(단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통계연감 에서

신계약비, 대리점수수료 및 모집비를 분리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 항

목을 합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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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차별화 우위

진출 대상 산업에 속한 기존기업들이 제품차별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새로운 진입자는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제품차별화는 고객 충성도, 브랜드력, 기업명성, 상품 자체의 차별성 등

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런 차별화의 원천을 획득하는데는 상당한 기간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품차별화 진입장벽은 방카슈랑스의 경우 차별화의 원천에 따라 은

행의 보험진출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즉, 일반적으로 은행은 보험회사보다 오히려 명성이 높고, 브랜드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에 따른 제품차별화는 은행의 진출을 촉진시키

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 자체의 차이성에 기인한 제품 차별

화는 보험상품의 복잡성, 은행상품과의 차별성 등으로 인해 은행의 보

험진출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의 명성 및 브랜드력 우위는 은행이 왜 방카슈랑스 형태 중 완

전통합(fu ll-scale entry)을 다른 진출 형태보다 선호하는가를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명성과 브랜드력은

은행산업이 지니고 있는 산업특유우위(in du stry-sp ecific advantage)로

타 금융산업 및 기관이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우위가 아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이 자신의 상표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은,

일단 실패할 경우에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명성 우위를 타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겸업 형태보다는 내부화 하여 은

행 자신만이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 결과 진출 형태 중 은행의 통

제력이 가장 강한 완전통합을 선호하게 된다.

5) 요구자본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요자본이 과도한 경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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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투입되는 자본의 위험부담이 많

은 경우 동 산업의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카슈랑스의 경우 요구자본으로 인한 진입장벽 요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방카슈랑스 형태 중 판매제휴의 경우 은행 입장에

서 추가적인 납입자본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설사 은행이 보

험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규모에 비하여 납입자본의 규모

가 일반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은행이 보험사업을 위해 투입

하는 자본은 오히려 은행의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은행과 보험의 수입 원천과 듀레이션(duration)이 다르기 때

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은행 수입의 원천인 예금과

대출이자율의 차이인 예금대출마진은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한 반면, 보

험료 수입은 보험계약이 장기적이라는 특성으로 경기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부채부문(보험금지급)이 자산부문(투

자)보다 긴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행은 자산부문(대출)의 듀레

이션이 부채부문(예금)보다 길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의 결합은 효과적

인 자산부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6) 교체비용

교체비용도 특정산업으로의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체비용이란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기존제품에서 다른 공급자의 제품

으로 바꿀 때 그 과정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교체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현재 공급자를 고수하

려고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방카슈랑스에서 교체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교체비용으로 이는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하던 것을 방카슈러(bancassu rer)로 교체할 때 계약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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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설계사의 내방을 통한 보험 구매에서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시간 및 금전상의 비용을 예로들수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진입장벽으로는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

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은행의 접근은 용이하고 또한 오늘날 기술

의 발전으로 굳이 대면접촉을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은

행을 통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판매자 입장에서의 교체비용으로 은행상품만을 취급하던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 및 판매 기술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 자체는 진입장벽 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의 업무 이질성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방카슈랑

스가 진행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체비용은 은행의 보험산업 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

행의 핵심품은 통화인 반면 보험회사의 핵심품은 리스크이고, 은행은

반복적 수동적 서비스 중심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회사는 적

극적 판매를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업주의 환경에서 은행

상품만을 판매하여 온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문화적 차

이 및 갈등에 의해 시간 및 금전상 막대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

다.7)

7) 문화적 갈등은 방카슈랑스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임. 즉, <표 Ⅱ-1>
에 설명된 바와 같이 M&A 형태의 방카슈랑스에서 문화적 갈등이 가장 심

하고, 은행이 겸업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였다면(Green
field)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보험

회사와 합작한 후 기존보험회사의 인력을 사용하여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였

다면(De novo) 문화적 갈등이 높을 것임. 일반적으로 판매제휴 형태의 방카

슈랑스에서는 문화적 갈등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스페인 등의 판매제휴 방

카슈랑스 경험(국내 방카슈랑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임)을 보면

판매제휴에서도 문화적 갈등이 때로는 높게 나타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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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보험과 은행의 업무 이질성 및 문화적 차이

핵심품 부산품 문화

은행 통화 리스크 반복적 수동적 서비스 문화

보험 리스크 통화 적극적 판매 중심의 문화

자료 : Swiss Re, 1991.

7) 규모와 무관한 비용우위

만약 기존 산업 내 기업들이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를 가지고 있

다면, 잠재적 진입자는 동 산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며, 진입 후에

도 기존기업과의 경쟁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기업들이 새로운 진입자와 차별되는 생산기술, 유리한 원자재확보

능력 및 입지조건, 정부의 보조, 학습능력 및 경험의 축적을 가지고 있

다면 신규진출기업들은 기존기업들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진입을 꺼리거나 또는 진입 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이러한 진입장벽 요소는 상기에서 언급한 요소들

과는 달리 은행의 보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진

다. 특히, 보험경영에서 생산기술 및 경험의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보험경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보험과 다른 금융상품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험상품은 다른 제조 및 금융상품

과 달리 원가가 가격 결정시 확정되지 않고 미래에 결정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장래 급부를 통제하기 위한 계리 등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에서는 요구되는 않는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

되어진다.(O ECD, 1992)

보험의 이러한 특성으로 은행의 보험진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진출형태 및 취급상품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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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된 영국의 경우 은행들은 보험산업 진입시 직

접 보험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판매제휴, 합작투자 또는 M&A의 형태

로 보험사업에 진출하였다. Abbey N ation al 은행은 Friend s Provident

생명보험회사와 판매제휴로 보험사업을 시작하였다. Midland , N ational

Westm inster, Royal Scottish 은행은 각각 Comm ercial Union, Clerical

Medical, Scottish Equitable 생명보험회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였

다. Lloyd s Bank는 Abbey 생명보험회사를 1988년에 인수하면서 보험사

업에 진출하였다. Lloyd s Bank는 Abbey 생명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노하우를 단기간에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험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인수전략을 택했다.(H oschka, 1994)

영국의 주택대부조합 역시 은행과 유사한 진입형태를 취했다.

H alifax, Leed s, N ationw ide, Alliance & Leicester 주택대부조합은 각각

Stan dard , N orw ich Union, Gu ard ian Financial Services, Scottish

Am icable 보험회사와 판매제휴로 보험사업에 진출하였다. Woolw ich 주

택대부조합의 경우는 처음에 Su n Alliance 보험회사와 판매제휴, 합작

투자 그리고 직접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를 취했다. Britannia 주택

대부조합은 FS Assu rance를 인수하면서 보험업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언급된 모든 은행과 주택대부조합은 현재 모두 보험자회사를 가지고 있

다.

다른 금융상품과 본질적으로 다른 보험상품의 특성은 은행의 진입형태

뿐만 아니라 진입 후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을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은행 또는 주택대부조합이 보험산업에 진입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취

급상품이 다양하지 못하였는데 복잡한 상품에서 요구되는 관련 기술 및

경험의 부재가 그 원인이었다. Leach (1996)는 단순 생명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방카슈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보험상품 및 기업연금을 판

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원

인을 복잡한 상품이 요구하는 기술 및 경험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30



방카슈랑스의 개념, 동인, 기회 및 위협

나. 대리인 관계

1) 은행의 보험 대리인 관계 발생 원인

은행과 보험의 대리인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의 대리인 관계 발생 원인은 은행과 보험 상품의 보완성 및 탐색비

용(searching cost)의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의 보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은행의 주 업무 중 하나인 대출

업무와 전통적으로 관련이 높다. 대출 담보에 대해 은행이 가지는 피보

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은 담보물건 부보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러한 보험의 구입은 은행 업무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

출고객이 보험회사의 판매원을 통해 대출시 마다 구입하게 하는 것보다

는 은행이 보험회사의 판매를 직접 대리하는 것이 편리하였다. 또한 은

행의 보험판매 대리는 대출고객 및 은행의 탐색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2) 은행의 보험 대리인 관계 범위 확장

이러한 은행의 보험 대리는 유럽의 경우 1980년대에 그 범위를 확대

하게 되었다. 즉, 대출 담보물건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연금으로 대리

인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은행산업에서 경쟁이 제고되면

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였는데, 은행은 보험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확

대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은행의 보험 대리인은 생명보험과 연금 분야에서 주

로 이루어져서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생명보험과 연금의 성장률이

손해보험보다 높고, 수익의 안정성이 높으며,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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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은행상품의 단기성과 생명보험 및 연금의 장기성이 서로 보

완하기 때문이다.

3)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

은행의 보험 대리인 역할은 규모가 작은 은행보다는 큰 은행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규모가 큰 은행은 중소규모의 은행보다 다수의 양질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점망이 넓으며, 정보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판매 대리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

건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은

행은 판매제휴 파트너인 보험회사에 비해 협상력이 증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규모 은행은 커미션 협상이나 기타 판매제휴 협상에서 은행

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험회사에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 관

계에서 보험회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은행은 방카슈랑스가 진행되

면서 획득한 보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판매뿐만 아니라

보험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직접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다. 경쟁요인

방카슈랑스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경쟁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 및 캐나다 은행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

기 위하여 타금융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은

행의 보험사업 진출이 급격히 진전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은행산업에서 경쟁의 심화는 규제완화, 인구분포의 변화

등의 거시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규제 완화는 소위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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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big ban g)이라고 불리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의 발효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은행간 합병 및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은

행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게 되었다. 영국 주택대부조합의 경우도 1983

년 이자율 카르텔이 폐지되고, 관련 법령인 1986년 주택대부조합법

(Build ing Society Act)이 제정되면서 주택대부조합산업에서 경쟁이 심

화되었다. 이러한 각 금융권에서의 경쟁심화는 자유화와 업무영역 규제

완화 추세와 함께 방카슈랑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분포의 변화 역시 은행산업에서 경쟁을 심화시

키는 원인이 되었다. 유럽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인구노령화 현상이 급속도

로 진전되었으며, 이는 은행산업의 경쟁심화와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령화가 은행산업의 경쟁심화를 가져온 이유를 보면, 인구노령화의

진전으로 공적연금이 그 한계를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공적연금에 불안

을 느낀 고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역시 노

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의 높은 실질이자율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장기저축에 대한 관

심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저축 및 투자상품의 특성이 있으면서 세제혜

택이 부여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이어져 전통적

으로 은행산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저축시장을 잠식하게 되었다. 결

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수익원으로써 보험

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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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카슈랑스의 기회 및 위협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에게 기회뿐만 아니라 위협을 줄 수

있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이 가지는 가장 큰 기회는 보다 통합된

방카슈랑스 형태로 진출하여 종합금융화를 꾀할 수 있는데 있다. 은행

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업무영역을 다각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용효율성을 증

대시킬 수 있다.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은행은 추가적 커미션 획득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은행이 비록 보험 생산을 직접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지점을 활용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은행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서비스 강화, 추가적

인 수수료 수입 확대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도 방카슈랑스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판

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회사는 은행 또는 타금융회사의 기존 지

점망을 판매채널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은행 판매채널이 보험회사의 기

존 판매채널보다 상대적으로 판매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

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방카슈러의 보험료 대비 수

수료 및 경비가 10%미만인데 비해 전통적 보험회사는 대부분 15%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은행과의 합작투자 또는 인수 및 합병을 통해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은행 지점을 이용함으로써 판매망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고객 기

반 역시 확장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고객의 원-스톱 서

비스의 편리성에 대한 니드를 은행과의 결합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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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회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은행의 고객 정

보 및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측면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보

험회사보다 양질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8), 또한 보험에 비해 상대

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방카슈랑스가 보험회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Copp ers & Lybran d (1993)가 보험

회사와 은행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행보다는

오히려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은행의 금융시장에서의 명성 및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방카슈랑스는 이들 회사에게 산업 내 경쟁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방카슈랑스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 방카슈랑스는 현지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에 비해 방카

슈랑스의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방카슈랑스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게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경우 특히, 직접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방카슈

랑스를 시작할 경우, 복잡하고 정교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을 단기

간에 생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은행의 보험에 대한

생산기술 및 경험의 부재는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시간상 또는 금전

상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회보다는 위협이 더 큰

방카슈랑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방카슈랑스가 보험회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은행이

보험회사와 일정기간 판매제휴를 유지한 후 판매제휴를 더 이상 유지하

8)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험회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은행은 전통적으로 고객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보험은

상품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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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직접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일 것이다. 특히, 수입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제휴 파트너인 한 은행으로부터 거수될 경우 이러한 위협

은 보험회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영국의 Frien ds Provid ent 와 Stand ard 생명보험회사가 이러한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3년 Abbey N ational은행이 Friend s

Provid ent와 판매제휴를 끝내고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기 직전 Friend s

Provid ent 신계약 보험료의 30%가 Abbey N ation al 은행을 통해 거수되

고 있었다. H alifax 주택대부조합 역시 직접 자회사를 만들기 전

Stan dard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방카슈랑스의 위협 요소 중 은행과 보험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다. Porter (1980)의 진입장벽 요소 중 교체비용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은행과 보험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위협이다. 이는 성공

적인 방카슈랑스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M&A

방카슈랑스의 경우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 문화인 반면 보험은 적극적이고

판매중심의 문화이므로 은행과 보험의 결합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존재

하기 마련이다. 특히, 유럽과 달리 모집인 판매채널이 절대 다수를 차지

하는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에서는 새로운 판매채널과 전통적 판매채널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은 은행 지점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로 절감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조정비용을 수반

할 수도 있다.

은행과 보험의 문화적 차이는 상품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은

행상품의 핵심은 통화인 반면 보험상품의 경우는 장래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은행의 경영은 비교적 단기적 관점에

서 이루어져 왔는데 반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두 문화간의 결합에

는 적지 않은 갈등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36



III.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사례

1. 한국

가. 금융겸업화 관련제도

한국은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반까지 엄

격한 금융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금융개방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

여 금융산업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3년 7월에 은행·증권·보험이 타금융업에 진

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금융산업을 선진화·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아 그러한 시도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이 개방됨으로

말미암아 국내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기존의 낙후된

금융제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기로 하고 정부를 배제한 금융전문가 주도의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개편

방안 이 마련되게 되었다.

금융산업 발전 심의회는 1993년 5월에 그 동안 금융제도개편 연구소

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보

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과 소유구조 개편, 진입 및 퇴출

규제의 완화,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

한 감독체계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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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단자·증권·투신·리스·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금

융기관의 업종분류를 은행·증권·보험 및 연금 등 3개 업종으로 단순

화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는 겸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권별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상

호진출을 제한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상호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권별 업무영역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비

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한 이종 업종에의 진출을 확대하

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채널의 다양화·효율화 및

타 금융기관과의 판매제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이 금융제도 개편안을 토대

로 하여 新경제 5개년 계획 금융개혁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에는 정부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국경제의 비

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와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22개의 실무작업반9)을 구성하여 新경제 장기구

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계의 발전전략 등

을 담고 있는 新경제 장기구상 보고서에서는, 21세기에 한국의 금융산

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전략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

진화(2000년), 세계화(2010년), 전략산업화(2020년) 등 3단계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현재의 은행·증권·보험 3

대 축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를 통하여 이종 업종의 부수 업무에 진출하

는 것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금융겸업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7년에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

9) 신경제 장기구상을 위한 22개 작업반은 경쟁촉진, 소비자정책, 국민의식, 재

정, 세제, 금융, 교육정책, 인력정책, 산업정책, 정보화촉진, 과학기술, 에너

지·자원정책, 지역개발, 교통정책, 농어촌대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대외정

책, 통일대비, 문화정책, 무역통상 및 총괄반으로 국가의 모든 분야를 망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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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 낙후된 금융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금융산업개혁안을 1, 2차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동년 4월에 제출된 제1차 보고서에서는

은행·증권·보험의 핵심업무를 설정하여, 핵심업무는 자회사방식을 통

하여 상호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겸

영할 수 있도록 겸영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

년 6월 제2차 보고서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정부가 2000년대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제시할 새

로운 경제 청사진인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선

진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통합이나 겸업 등을 통

하여 자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정부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자회사방식이나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그룹화하여 세

계의 선진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도 금융기관

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등에 관한 규

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타 금융권의 부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 핵심업무는 축소하고 부수 업무

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타 금융권의 상품판매를 대행하는 것도

허용하여 업무제휴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겸업화에 대한 정책추진작업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짐에 따라 금융겸업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개정되게 되

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99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주회사

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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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리고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100% 이내이어야 하며, 자회사가 발행하는 주

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10)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융지주회

사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업무제공,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금융업 또

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등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

록 제한하고 있다.

2) 「금융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2000년 1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의 업무제휴를 활성

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

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에 있어서

본질적인 업무11)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에 대

10)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지주회사가 될 수 있음.
11) 여기에서 본질적인 업무란, 인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주요부분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3자가 당해 업무

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여질 경우,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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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타 금융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 및 계

약체결, 보험계약 인수심사결정, 계약해지·실효·부활처리, 재보험계

약·출수재·정산,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등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를 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3)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2000년 10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

행·증권·보험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

회사방식을 통하여 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

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

리 등의 용역의 제공,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금

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12)를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자회사

를 1개 이상 지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은행)을 지배하거나, 이러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은행법에서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책임 또는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기 곤란

한 경우, 기타 감독정책 및 금융거래질서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위탁

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1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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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13) 동법 제8조에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

므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은행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

만약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주식보유 한도인 10%를 초과하

여 은행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25%·33% 등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비율을 초과할 때

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은행은 보험회사 등 타 금융기관을 자회사

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 등은 금융지주회

사의 설립은 가능하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

할 수 없으므로, 현행 법규정 하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나. 금융겸업화 추진현황

국내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의 보험업 진출은 허용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겸업화는 은행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3년 8월부터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

상품의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대형 은행들은 최근 보험전문인력을 영입하여 보

험업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은행직원이 보험대리점 및 보

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3) 은행법 제15조에서는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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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방식은 크게

판매제휴방식과 자회사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생명보험에 진출

하기를 원하는 은행은 자회사방식을 선호하고, 손해보험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은행은 판매제휴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매제휴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은행들은 대부분이 일

부의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판매제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은행이 2003년 8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

류와 은행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과 보험회사가 판매제휴에 대한 협상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은행들은 현재

자기 은행의 대주주인 외국계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보험자회사를 설립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회사방식을 추진

하는 은행들은 대부분이 보험자회사를 신설하여 보험상품의 개발과 계

약보전 및 보상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상품의 판매는 은

행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보

험회사 조직 및 인력의 최소화로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은행판매

채널의 이용으로 판매수수료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방식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하나은

행이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프랑스의 금융그룹인 BN P-Paribas와 공동

으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인 카디프생명을 설립하여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 카디프생명은 현재 신용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및 질병보

험특약 등을 개발하여 전화판매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 생명보험상품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은행의 최대 주주인 독일 알리안쯔 그룹이 소유하고 있

는 프랑스생명과 알리안쯔화재해상보험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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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업에 진출할 계획으로 있다. 동 은행은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사업

의 운영 및 관리는 프랑스생명과 알리안쯔화재해상보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보험상품의 판매는 전국의 은행지점과 PB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

획으로 있다.

2 . 일본

가. 금융겸업화 관련제도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금융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

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금융산업이 부자유·불투명·불채산

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금융관행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량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탈이 가속화되어 금융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나

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비효율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하에서 일본 대장성은 금융제도개혁의 일환으로

1991년 3월 금융제도개혁관련법에 관한 政省令을 공표하고, 1993년 4월

부터 「금융제도개혁법」을 시행하였다. 이 금융제도개혁관련법에서는

은행과 증권회사가 자회사방식으로 상호간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금융겸업화가 추진될 수 있게 되

었다.

그리고, 1996년 4월에는 「新보험업법」이 시행되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간에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 및 제3분야보험에의 상

호진출이 허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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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금융제도개혁법의 타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은행(신탁은행 포함)
상호진출

←—————————→
(자회사방식)

증권회사

<그림 III-2> 新보험업법의 타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생명보험회사
상호진출

←—————————→
(자회사방식)

손해보험회사

그 후 1996년 11월에는 하시모토 총리가 자유화, 경쟁의 공정·투명

화, 국제화라는 3대 원칙 하에 은행·증권·보험회사간의 상호진출 허

용,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회계 및 세제의 국제표준화, 범세계적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제도개혁을 1997년

부터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판 금융빅뱅

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장성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 보험심

의회,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업회계심의회 등이 1996년 11월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 검토에 착수함으로써 일본의 금융제도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금융제도조정심의회의 권고로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1998년 6월에 대장성의 금융감독업무가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고 있던

「독점금지법」이 폐지되어 은행·증권·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

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

할 수 있게 되는 등 자회사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상호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1일에는 보험업법 등 24개의 금융관련 법안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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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입법화된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시행되게 되었다14). 이로

인하여 금융시스템개혁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

험자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정비·제정됨으로써 보험회

사와 은행·증권회사간의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이 부분적으로 허

용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증권회사와 파산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증권회사는 보험회사를, 은행은 파산보험회사를 자회사

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은행의 보험상품 창구판매를 허용함

으로써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업무제휴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III-3>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보험회사

생명보험
회사

손해보험
회사

은행
(신탁포함)

증권전문
회사

종속업무
전문회사

금융관련
업무전문

회사

외국은행
보험회사

등

그리고, 1999년 10월에는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철폐

되어 보험회사가 은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

써 보험회사의 은행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생

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은행, 증권전문회사, 종속업무

전문회사15), 금융관련업무전문회사16) 및 외국의 은행·증권회사·보험

14) 1998년 6월 금융시스템개혁법의 제정에 의하여 동 법에 포함된 24개 법률

이 포괄적으로 개정되어, 보험업법·은행법·증권거래법 등을 제외한 법률

은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상기의 보험업법과 은행법 및 증권거래

법 등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15) 종속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당해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

사가 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말함.
16) 은행·증권·보험업무에 부수되거나 관련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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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타금융업 진출이 허용되는 동시에, 은행과 증

권회사 등 타 금융기관17)의 보험업 진출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은행에 대하여 파산한 보험회사에 한해서만 허용

하였던 보험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

유를 완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상호진출의 틀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림 III-4 > 금융시스템개혁법의 타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은행(신탁은행 포함)
증권회사

상호진출
←—————————→

(자회사방식)
보험회사

2001년 4월부터는 은행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

용됨으로써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

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은행이 직접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

은 금지되어 있고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은행이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의 경우는 신용

생명보험 1개 상품, 손해보험의 경우는 주택대출관련 장기화재보험과 장기

상해보험 및 해외여행상해보험 등 3개 상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은행이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중 신용생명보험

은 한시적으로 은행의 보험자회사나 계열회사(형제회사)에서 개발한 상

품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국내에는 은행의 보험자회사나

회사로서, 예를 들면 투자신탁위탁, 복지관련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말함.
17)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신용금

고·연합회, 노동금고·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협동조

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연합

회,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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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보험회사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신용생명보험의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개최된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보험

상품의 은행 창구판매 확대를 금융감독당국에 건의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청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손해보험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온 은행의 보험상품 창구판매를 생명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은행직원들이 보험상품의 판매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

간 등을 감안하여, 2002년 10월부터 은행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생명

보험상품에 개인연금보험상품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은행 창구판매를 허용한 것은 개인연금보험은 저축성 상품으로

서 이미 은행이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투자신탁상품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창구판매 대상에 추가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으

로 금융청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 은행이 보험자회사나 계열보험회사에서 개발한 생명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던 규정을 폐지하여 은행이 모

든 생명보험회사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데, 이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손해보험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나. 금융겸업화 추진현황

1) 은행의 보험업 진출현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8년 12월에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제

정됨에 따라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가 최초로 허용되었으나, 소유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를 파산 보험회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 10

월에 이러한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가 완전히 허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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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1년 4월에는 은행에 대하여 신용생명보험과 주택대출관

련 장기화재보험, 장기상해보험 및 해외여행상해보험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2년 10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 판매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개인연금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으

나, 현재 일본의 은행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가격과 주

가의 하락 및 기업 도산의 증가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업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은행들은 현재 자금여력이 없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와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업에의 진출을 시도

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였거나 향후 체결할 예

정으로 있는 은행과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三井住友은행

사쿠라은행18)과 住友은행의 합병으로 설립된 三井住友은행은, 2001

년 9월 동 은행의 계열사인 三井생명, 住友생명, 三井해상과 住友해상

및 三井생명의 자회사인 三井라이프손해보험이 합병하여 설립한 三井住

友해상 등과 포괄업무제휴를 체결하여 금융그룹화를 추진하고 있다.

三井住友은행은 최초에는 은행 주도로 그룹내의 대형 생명보험회사

와 대형 손해보험회사 등을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三井생명과 住友생명

이 재무력이 약하여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三井생명의 경

우는 실질순자산비율과 솔벤시마진 비율이 10개의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최하위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조속한 회복이 곤

란한 실정이다.

三井住友은행이 三井생명과 住友생명의 통합을 추진되기 위해서는

18) 사쿠라은행은 太陽銀行과 神戶銀行이 합병한 太陽神戶銀行과 三井銀行이

합병하여 설립한 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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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井생명과 住友생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부실채권의 처리 등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본제휴에는 이

르지 못하고 업무제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나) 三菱東京 Fina ncia l Group

東京은행과 三菱은행의 합병으로 설립된 東京三菱은행과 三菱신탁은

행, 日本신탁은행 및 東京신탁은행 등이 2001년 4월에 금융지주회사인

三菱東京 Financial Group을 설립하였다. 동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과 3개 신탁은행의 합병을 통하여 경영통합을 실현함으로써 그 동안 각

각 구축하여 온 업무 노하우, 전문인력, 인프라, 고객기반 등을 유기적

으로 일체화하여 다각적이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동 그룹의 주요 주주는 明治생명(4.67%), 日本생명

(2.94 %), 東京三菱은행(2.86%), 住友신탁은행(2.58%), 東京해상(2.46%), 第

一생명(2.08%), 三菱신탁은행(1.5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

은데, 보험상품의 창구판매를 위하여 생명보험은 최대 주주인 明治생명

과, 그리고 손해보험은 日新화재 및 明治생명의 자회사인 明治손해보험

등과 각각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초에 미즈호금융그룹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安田생명이

동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明治생명과 2004년 4월에 합병할 계획으로 있

는데 합병이 예정대로 성사될 경우에는 安田생명은 물론이고 그 자회사

인 安田라이프손해보험과 安田라이프다이렉트도 동 그룹에 참여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다) 미즈호 홀딩스(Mizuho Holdings , Inc .)

미즈호 홀딩스는 第一勤業은행, 富士은행, 日本興業은행 등 3개 은행

이 전면적 경영통합에 관한 계약서에 조인함으로써 2000년 9월 2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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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금융지주회사이다. 동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는 第一생명(3.97%),

日本생명(2.72%), 中央三井신탁은행(2.17%), 住友신탁은행(2.05%), 安田생

명(2.04%), 朝日생명(1.90%), 明治생명(1.30%), State Street Bank and

Tru st Com p any (1.28%), 安田화재(1.21%), 三菱신탁은행(1.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즈호홀딩스는 산하의 第一勸業은행과 富士은행, 日本興業은행을

2002년 4월 1일부터 개인·중소기업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미즈호은행

(Mizuho Bank)과 대기업·외국기업·금융기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Mizuh o Corp orate Bank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산하의 第一勸業증권과

富士증권 및 興銀증권을 미즈호증권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第一勸業

富士신탁은행, 興銀신탁은행을 미즈호신탁은행으로 통합하였다. 이로 인

하여 미즈호 홀딩스는 산하에 은행·증권·신탁은행자회사를 두게 되었

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東京三菱 Fin ancial Group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第一생명 등의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은행창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라) UFJ Holdings

三和은행, 東海은행, 東洋신탁은행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지주회

사인 UFJ H old ings는 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을 UFJ은행과 UFJ신탁

은행으로 각각 통합하였다. 그리고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太陽생명과 大同생명19) 등의 생명보험회사와 日本화재와

興亞화재 및 太陽생명의 자회사인 太陽화재의 경영통합으로 탄생한 日

本興亞손해보험과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19) 大同생명과 太陽생명은 경영을 통합하여 2004년 4월에 지주회사인 T&D 보

험그룹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대동생명과 태양생명을 자회사로 둘 예정으

로 있으며, 또한 2001년 3월에 파산한 東京생명을 T&D Financial 생명으로

개명하여 지주회사 산하에 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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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현황

가) 은행에의 출자 및 업무제휴

日本생명과 東京해상 등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11개사는 2002년 3월 ATM을 이용한 결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IY

Bank20)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추진할 예정이

다. IY Bank는 2000년 10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영업시작 이후 5개

월 동안 5,391백만 엔의 경상손실을 기록하였다. 2001년 9월말 현재 315

억 5천만 엔의 예금잔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금잔고의 대부분인 300

억 5천만 엔을 양도성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인 보험회사는 日本생명, 第一생명, 住友생

명, 明治생명, 安田생명, 太陽생명 등 6개의 생명보험회사와 東京해상,

三井住友해상, 安田화재, 아이오이손해보험, 日本興亞손해보험 등 5개의

손해보험회사인데, IY뱅크의 300억 엔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

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며, 출자금액은 55억 엔으로 각 보험회사 당 5억

엔씩 출자하게 된다.

또한, 출자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들은 IY뱅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IY뱅크에서 편의점인 Seven Eleven Jap an에 설치한 ATM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및 대출 서비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은행에 출자 및 업

무제휴를 하는 것은 일본 최초로서 보험과 은행 업계간의 업무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IY뱅크는 편의점인 Seven Eleven Japan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소매 및

외식업전문 기업그룹인 이토요카도그룹의 계열사로서 2001년 5월에 설립된

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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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생명의 Non-ba nk Ba nk 진출

日本생명은 사쿠라은행이 주도하는 n on-bank bank의 설립에 자본

참가할 예정이다. non-bank bank21)는 소비자대출(Consum er Loan)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여신전문기관으로서, 사쿠라은행이 지분의

60%를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日本생명, 三洋信販(신용판매회사), 住友

은행 및 am .pm Jap an (편의점)이 각각 10%씩 출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운영방식은,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내에 소형단말기와 ATM

을 설치하여 대출심사와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은 무담보대출로

서 고객이 편의점내의 소형단말기를 통하거나,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

화로 대출심사 신청을 하고 심사후 단말기에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 받

아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쿠라은행의 별도 ATM을 통하여 현금

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III-5> Non-ba nk Ba nk의 업무흐름도

→전화·인터넷
사전 대출심사신청

편의점

고객

——————— →
n on-bank

bank
(대출심사)

대출심사신청
소형단말기

←—————— —
설치·운영

대출전용카드
발급

——————— →

ATM 사쿠라은행
대출신청

←—————— —
설치·운영

대출
(현금인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제2000-14호, 2000. 4.

21) non-bank bank는 예금 등을 받지 않고 여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일종의 여신전문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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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사쿠라은행과 日本생명의 융자 및 향후 설립예정인 인터넷

은행의 고객예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비자금융업계

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인 Teller-N et에 가맹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日本생명은 Am·Pm Jap an의 점포망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자

금융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사쿠라은행, Fujitsu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에도 참여하여, 향후 은행과 보험회사의 제휴로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소비자금융 및 인터넷금융 분야

에 대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다) 일본생명의 인터넷전업은행 진출

일본생명은 사쿠라은행이 주도하는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업은행인

Jap an N et Bank (JN B)에 출자하고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 JN B는 은행

과 보험 등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0년 10월 12

일에 설립되었는데, 사쿠라은행이 지분의 50%를 출자하고 住友은행, 일

본생명, Fujitsu , 동경전력, N TT DoCoMo 등이 각각 5∼10%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인

터넷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JN B는 은행점포 없이 인터넷상

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업은행이다.

동 은행은 동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고객과 인터

넷 고객 등의 개인고객을 유치하여, 사쿠라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편의

점 Am·Pm Jap an에 설치되어 있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리고 JN B는 여타 인

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고객도 고객으

로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3년 내에 100만 계좌 및 예금 1조 엔

을 달성할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한편 동 은행에 출자하고 있는 일본생명은, 동 은행과 업무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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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일본생명의 고객에게 인터넷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은행서비스는 물론이고 보험료 납부, 보험금 및 배당

금 지급 등의 보험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III-6> 일본생명과 사쿠라은행의 업무제휴 개념도

일본생명

출자
—————→

융자
n on-bank ban k

출자
←—————

융자

사쿠라은행
↑

자금｜공급
｜

—————→
출자

인터넷은행 ←—————
출자

자료: 김헌수,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보험개발원 보험
연구소, 2000. 6

라) 보험회사의 신탁은행업 진출

日本생명은 생명보험자산과 연금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가증권관

리 및 결제, 효율적인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리스크관리 등 고부가가

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三菱신탁은행, 東洋신탁은행, 독일

은행 및 明治생명과 자본제휴방식으로 2000년 4월에 일본 Master Tru st

신탁은행을 설립하여 신탁은행업에 진출하였다.

새로 설립된 신탁은행은 현재 동 신탁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5개 금

융기관의 연금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자산의 관

리업무,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업무, 연금자산데

이터의 통합관리업무 및 자산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업무 등을 담당

하게 되는데, 2000년 현재 5개 금융기관의 연금자산 규모는 19조 엔으

로 전체 연금시장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동 신탁은행에 출자한 각 금융기관의 출자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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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三菱신탁은행이 각각 전체지분의 33.5%, 45.3%를 출자하였고, 그

나머지를 東洋신탁은행과 독일은행 및 明治생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였

다.

3 . 미국

가. 금융겸업화 관련제도

1)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 s s -Steaga ll Act)22)의 제정

미국은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금융업무 상호간의

벽이 낮아 타금융업으로의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로 인하여 은

행이 증권업에 과도하게 진출하였고, 또한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부당행

위 등으로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여 대공황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

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은행에 대한 신뢰회복과 은행자

금의 투자자금화 방지 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은행과 증권업 등 금융

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1933년에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으로 불려지는 은행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미국은 금융분업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2) 맥커랜-퍼거슨법(MaCa rra n-Fe rguson Act)의 제정

1945년에 보험업에 대한 인가 및 규제는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고

22) Glass상원의원이 주장하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에 대한 제안과 Steagall
하원의원이 주장하는 연방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을 통합하여 개

정한 1933년 은행법의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통칭하여

Glass-Steagall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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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법에서 규제한다는 내용

의 맥커랜-퍼거슨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이기는 하지만 은

행이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여 신용생명보

험을 판매하게 되었다.

3)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

195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게 되자 대형 은행들은 증권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은행이 증권업무와 보험업무를 직접 취급

하거나 자회사를 통하여 취급할 수 없도록 Glass-Steagall법에서 규제하

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Glass-Steagall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지

주회사를 통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와 수평적 계열관계를 맺는 방식

으로 증권업 및 보험업으로의 업무확장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증권업에의 진출이 확대되어 Glass-

Steagall법의 실효성이 저하되자, 1956년에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취

급할 수 있는 업무를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업무와 부수

업무로 제한하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 old ing Com p any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이 금지되

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금융업으로의 진출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연방준비위원회도

1970년대 후반 이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업무범위

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은행의 증권업 및 보험업 진출이 촉

진되었다.

또한, 동 법이 1970년 개정시에 은행을 요구불예금의 수입과 상공업

대출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함으로써, 예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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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출업무 한가지만을 영위하는 n on-bank bank를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69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친 「뉴욕주 보험법」의 개정

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지주회사나 자회사방식을 통하여 은행업무 이외에

투자은행업무, 투자신탁업무, 증권브로커 및 딜링 업무, 신용카드업무

등과 같은 타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간주하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1983년부터 N on-bank Bank의 형태

인 저축대부조합(saving & loan association)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4)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 ncia l S e rvice Mode rnization Act) 제정

이와 같이 1930년부터 금융분업주의를 견지하여 온 미국은, 1980년

대에 들어오면서 금융의 국제화 및 자유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됨에 따

라 국내에서 금융겸업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금융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

은 실제적으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99년 11월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N on-bank Bank 등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상

호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 ancial Service

Modern ization Act of 1999)인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 -Leach-

Bliley Act ; GLBA)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1933년부터 글래스-스티걸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왔던 금융기관간의 상호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향후 미국 금융기관간의

통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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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non-bank bank 등이 금융지주회

사 방식으로 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인데, 은행

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험을 인수 또는 판매하고 있던 은행을 제외하고

는 본체에서 보험의 인수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은행·증권·보험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등과 같은 인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

한 요건을 충족시킨 금융지주회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사전 승인절

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금융업무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 후 인

가 시에 요구되었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금융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까지 가능하였던 일반회사의 저축대부조합이나 저축금융기관 한 개만을

보유하는 단일 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unitary thrift holding comp any)의

신규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에의 진출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은행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중인 경우에는 연간

총수익의 85% 이상이 금융부분에서 발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非금융

업무를 10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였다23).

나. 금융겸업화 추진현황

1) 은행의 보험업 진출

미국의 은행은 현재 그 수가 약 9,000여 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간의 경쟁이 격심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은행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업 등 타 금융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을 다각화하여 왔다.

2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00-14호,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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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에 Gram m-Leach-Bliley법이 제정되

어 선택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

주회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더 많은 은행들이 보험업에 진출

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선택한 금융기관

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이다.

2000년 4월에 'Association of Banks in In surance'에서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4)에 의하면, 현재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초대형 은행의 경우는 약 88%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12%는 연금 및 신용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인 대형 은행의 경우는

52%가 일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26%는 연금 및 신용보험상품만

을 판매하고 있으며, 22%는 보험상품을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보험업에 진출하여 보험상품을 판

매하고 있으나, 현재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가 은행 세전 수익의 1∼

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

이다. 이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에는 너무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연금과 신용보

험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미국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은 살펴보면, 1999년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은행의 전체 보험판매실적의

26.2%에 불과한 반면, 연금과 신용보험의 판매실적은 전체 실적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대비 1.8% 포인트나 증가한 수

치이다.

24) 이 결과는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초대형 은행의 1/ 3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의 1/ 4 이상이 응답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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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미국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실적

구분 연금 기업성
보험 신용보험 가계성

손해보험
건강보험
소득상실 생명보험 기타

1998 63.0% 13.0% 9.0% 9.0% 3.0% 2.0% 1.0%

1999 65.9 % 12.0% 7.9 % 8.4 % 3.0% 1.9 % 0.8 %

자료: Fact Book 2000/ 2001,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그러나, 최근 미국 은행들은 급속도로 통합화·겸업화되고 있는 금

융환경 하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퇴

직연금기금과 자산관리와 같은 은행의 핵심사업에 상호보완적인 보험상

품에서 장기 의료개호보험시장과 같은 타 보험상품으로의 다각화를 시

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개인보험과 같이 시너지를 제

공하는 새로운 보험분야에 은행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까지 은행의 주력 판매상품이었던 신용보험, 대출보험 등과 경쟁하

게 될 지도 모른다.

은행들은 보험업에 있어서 상품혁신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은행에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여기에 대응함

으로써 새로운 은행맞춤형 보험상품들이 발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Citicorp25)

Citicorp는 Citibank와 Travelers 양사의 상품을 교차판매 할 목적으

로 금융 및 보험서비스 복합그룹인 Travelers Grou p과 합병하여 1998

년에 Citigrou p을 설립하였다26). 이에 따라 Citigroup은 Citibank의 직

25) Drury, 2001. 참조.
26) Citicorp와 Trevelers Group이 합병할 당시에는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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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 보험상품 및 뮤추얼펀드 판매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itibank는 인터넷 뱅킹과 ATM, 신용카드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은행

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보다 고객 중심적인 은행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그룹은 중류층 고객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하고 Citibank의

지점 대신에 금융센터(financial cen ter)를 설립하여 고객유치를 위해 다

양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나) Firs t Union Ba nk27)

First Union Insurance라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Fir st Union

Bank는 보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Pivot .com을 인수하였다. 이로 인

하여 First Union Bank는 Pivot을 이용하여 은행에 기존 고객서비스 플

랫폼을 제공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irst Union Bank는 자신들의

브랜드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타 금융서비스그룹과의 제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연금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First Union Bank는 인터넷 중개회사인 Tribu s도

인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영리보험 및 종업원복지연금 서비스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 은행은 자사의 지점을 통하여 생명보험과 연금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2000년 한 해 동안 연금상품의 판매실적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회사법에 의하여 은행과 보험회사가 합병할 수 없었으나, 연방준비은행이

2년 이내에 Glass-Steagall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업무를 분리하는 조건

으로 Citibank, Travelers, Salomon & Smith Barney간의 합병을 승인함으

로써 미국 최초로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27) Dru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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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은행의 보험업 진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이 저조한 이유는 은행업의

경우는 자금결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의 설비확충을 위

한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

여 정부의 규제가 심하며, 또한 이미 은행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진출 유

인이 크지 않은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보험회사의 은행

업 진출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Prude ntia l Ins ura nce of Ame rica 28)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푸르덴셜생명은, 1970년대의 급격한 인플레

이션과 고금리하의 업무자유화 등으로 인하여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해약 및 계약자대출의 급증으로 발생한 생명보험산업의 공동화 현상 등

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인 Pruco Inc.를 설

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산하에 손해보험회사와 신탁은행, 신용카드회

사, 리스회사, 증권중개회사 등의 금융서비스회사와 부동산회사 등을 자

회사로 두고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슈퍼마켓

전략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83년에는 증권자회사를 통하여 아틀란타 주와 조지아 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N on-bank Bank인 Capital City Bank of H ap ebille을

인수하고, 또한 1989년에는 파산한 저축금융기관을 인수하여 Pru d ential

Bank and Tru st로 통합하여 부분적이긴 하지만 은행업무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동 은행은 신용카드의 발행을 주요업무로서 영위하고 있는데,

28) 김헌수,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

구소, 2000.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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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푸르덴셜생명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업을 전개

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고객으로 대상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신용카드 가입자를 14만 5천 여명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카

드의 채권잔액이 2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동 은

행은 신용카드업 이외에 주택담보대출업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1억 1,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Pru d ential Bank an d Tru st와 Pru d ential Savin gs Bank를

Pru d ential Bank로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TM, DM방식에 의한 은행서비스의 제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Pru d ential Bank는 최근 마스터카드 및 비자카드

와 카드발행에 대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푸르덴셜생명은 보험대리점을 이용하여 지주회사 산하 은행

자회사의 예금상품의 판매 및 신용카드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또

한 보험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Pru d ential H om e

Mortgage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보험의 가입을 권유하

는 등 관계회사간의 교차판매방식을 통하여 영업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나) Metropolita n Life Ins ura nce 29)

1999년에 Gram m-Leach-Bliley법이 시행됨에 따라 Glass-Steagall법에

의한 규제가 폐지되자, Metrop olitan Life(MetLife)와 같은 보험회사들은

은행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은행업 진출에 착

수하기 시작하였다.

MetLife는 자체 판매인력을 통하여 보험 및 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

는데, 현재 미국에서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및 예금에 있어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형 보험회사이다.

29) Dru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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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MetLife는 보험회사에서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변신하

기 위하여 2000년 중반에 뉴저지에 소재하고 있는 Grand Bank를 인수

하여 2001년 2월에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향후 은행명을 MetLife

Bank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그러나 MetLife는 Grand

Bank을 인수하면서 고객에게 은행지점이 아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금이나 저축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당시 하나뿐이었던 지점을 인

수하지 않았다.

다) J ohn Ha ncock Life Ins ura nce

John H ancock 생명보험은 모든 종류의 연금과 보험상품 및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로서, 현재 300여 개에 달하는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을 통하여 생명보험·장기 의료개호보험·퇴직관련 상품

과 확정금액지불연금·변액연금 상품 및 뮤추얼펀드 등을 판매하고 있

다.

그런데, 최근 John H ancock Life는 최근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을 통

한 상품판매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Fifth Third Bank, CUSO

Fin ancial Service, South Tru st Securities 등 3개의 금융기관과 판매제

휴를 맺는 등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라) USAA(United S e rvices Automobile As sociation)30)

USAA는 처음에는 군과 정부조직의 간부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

화나 우편 등과 같은 다이렉트 마케팅 방식으로 보험상품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해보험회사였으나, 1963년에 생명보험을 새로운

사업분야로 설정하여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1983년에는

30) Gore, Jean Crooks, 保險システム硏究所 譯, 『バンカシュランス - 銀行, 保

險會社はどう對處すべきか -』, 保險每日新聞社, 1999.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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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A Bancorp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저축금융기관인

USAA 연방저축은행(USAA Federal Savings Bank)을 설립하여 은행업

에도 진출하였다.

그리고 USAA는 軍관계자로 한정하였던 회원을 최근 군대입대자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USAA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

지 않다.

USAA 연방저축은행은 최초에는 USAA가 신용카드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현재에는 USAA 회원에게 신용카드, 자동

차론, Mortgage, H om e Equity Loan 등과 같은 신용상품과 당좌예금,

저축예금, 양도성정기예금 등과 같은 예금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현

재 은행의 행원은 약 1,300명으로서 창구가 있는 지점은 1개소에 불과

한데, USAA 회원의 약 50% 정도가 은행의 고객이 됨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관계가 깊어져 교차판매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USAA Bancorp는 또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의 국가가 보호해온

소규모 산업용 융자기관을 매수하여 USAA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이라 명명하고 USAA 회원에 대하여 당좌예금, 보통예금, 예

금증서 및 소비자론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1984년에는 USAA Buying Service를 설립하여 판매업무 및 회원을

위한 민원처리업무를 개시하였고, 1985년에는 USAA Credit Corporation

을 설립하여 신용카드와 종합소비자금융을 위한 펀드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솔트레이크 시에 USAA Credit Card Bank를 설립

하여 마스터카드와 대형예금증서를 제공하고 있고, 1990년에는 USAA

Credit Card Centre가 USAA회원을 대상으로 카드에 대한 종합적인 서

비스를 시작하였다.

마) State Fa rm31)

State Farm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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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최대의 손해보험회사로서, 현재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판매실적

이 미국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손해보험회사는 1998년 11월에 저축기관감독국(OTS)과 연방예금

보험기구(FDIC)로부터 저축금융기관인 연방저축은행의 설립에 대한 인

가를 취득하고 1999년 5월에 State Farm Financial Service(State Farm

Bank라고도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업에 진출하였다. State

Farm Bank는 점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모회사인 State Farm의

16,000명에 달하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인터넷과 우편, 전화 등으로 고객

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에이전트는 고객이 우편이나 전

화, ATM 등을 통하여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

터 직접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우편물 등을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고객이 대출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에

이전트를 통하도록 하고 에이전트의 검색화면을 보험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은행은 저축계좌, 투자계좌, CD계좌 등과 같은 예금상품과 주택

저당채권대출, 가계관련대출, 신용카드대출, 자동차대출 등과 같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모회사인

State Farm의 ATM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State Farm Bank는 일리노

이 주와 세인트루이스 주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2∼3년 내에 그

영역을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애리조나 주로 확대할 예정이며, 최종적

으로는 미국 전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소비자

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금융상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룹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31) 天野佳子,「英米における保險會社の銀行業務參入」, ニッセイ基礎硏究所,

1999.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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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Alls tate

Allstate 보험회사는 2000년 11월 자사의 생명보험사업과 연금 및 뮤

추얼펀드 등과 같은 타 금융서비스를 결합하기 위하여 Allstate

Fin ancial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Allstate Bank

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은행은 아직까지 당국의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은행이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MMA (Money

Market Account)와 MMC(Mon ey Market Certificate)와 같은 은행서비

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Allstate의 보험에이전트나 인터넷을 통하여

퇴직관련 상품의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4 . 영국

가. 금융겸업화 관련제도

영국에서는 은행업무 및 보험업무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기간

에 걸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이를 감독관청이 추후에 인정

하는 형태로 금융업무가 행하여져 왔다. 이에 따라 Tru stee Savings

Bank32)가 1967년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영국 최초로 방카슈랑스

업무를 개시하는 등, 1960년대 후반부터 특정분야의 금융기관이 감독당

국의 인가를 받아 타금융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영국은 일찍부

터 금융기관이 타금융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법률적 제약이 없

었다.

32) Tru stee Savings Bank는 이후 Lloyds Bank에 인수되어 Lloyds TSB로 통합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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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법의 개정

EC의 생명보험 제1차 지침에 의하여 1982년에 『보험회사법』이 개

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동 법의 시행일 이전까지 생

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고 있던 겸영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험회

사에 관한 활동 또는 그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본체 내에서는

타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타업 금지규정에 의하여 영국의 보험회사는 본체 내에서 타 금융

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타

금융기관들도 본체 내에서 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은행들은 보험회사와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점이 되

거나, 또는 지주회사나 자회사방식으로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

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나 자회사방식으로

은행업이나 증권업 등의 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자회사방식에 의하여 타 금융업에 진출하는 보험회사가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영란은행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여 비은행업의 은행업 진출이 상당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은행업무에 진출할 필요성

을 별로 느끼지 못하여 은행의 보험업 진출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은행

업 진출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금융서비스법(Fina ncia l S e rvice Act)의 제정

1986년에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단행

한 런던증권시장의 대 개혁을 계기로 금융서비스법(Fin an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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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이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금융서비스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1986년까지 영국 정부가 관례적으로 고수하여 왔

던 전통적인 분업주의체제가 겸업주의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동 법에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기관간의 업무

영역을 대폭 조정하는 등 금융겸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겸업화의

방향은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감독

에 있어서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 ; SRO)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자율규제기구는 고객에게 수수료 및 경비를 백분율이 아니

라 금액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공시원칙33)과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

품을 권고하여야 한다는 최선의 권고원칙, 그리고 생명보험의 판매원은

직급조직이나 전속모집인 또는 독립중개인(IFA)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이분화의 원칙 등 3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수수료 및 경비를 공시하게 되었

으며, 모든 보험중개업자는 특정한 보험회사 1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모집인이 될 것이지, 또는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중개인이 될 것이지를 선택하여야 하게 되었다.

독립중개인은 정확한 의미로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을 권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독립중개인으로서 200종이 넘는 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던 은행들은 이렇게 많은 상품

중에서 최상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 원

칙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미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대형 은행들은 자회사의 상품을

전속으로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의 형태를 선택하였으나, 이 이외의 은행

33) 수수료 및 경비를 금액 단위로 공시(hard disclosure)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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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속대리점이 될 것인지 또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중개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대

부분의 은행들은 기존의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 re)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N ational Westm inster Bank, Bradford

& Bingley 및 Ch eltenham & Chester 등의 주택금융조합(Build ing

Societies ; 미국의 저축은행과 비슷한 저축금융기관)은 독립중개인의 형

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동 법에서는 상업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조합

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주택금융조합은 생명보

험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주택

금융조합이 가계보험분야와 저당보상보험(Mortgage Protection보험)분야

에서 영업을 행하는 손해보험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에 따라 주택금융조합도 보험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하여 보험업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금융겸업화 추진현황

1) 은행의 보험업 진출

영국의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은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은행을 통하

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4대 은행인 Barclays, N ational

Westm inster, Midland , Lloyd s TSB 등도 모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으로서, 은행 등을

통하여 산하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자사 고객에 대

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국의 은행들은 1990년대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의 점유율을 두 배로 확대하였다. ABI에 의하면, 생명보험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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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999년에 신규 보험료의 12%, 신규 일시납 보험료의 10%가 은행

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영국의 은행들은 생명보험분야에서 유통망과 고

객기반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계약사정 수익을 얻기 위하여 생명보험시

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까지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을 20%

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4).

이와 같이 영국에서 은행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이유는 2001년 4월부터 도입된 유동연금제도(stakeholder

p en sion)와 관련이 있다. 유동연금제도는 무직자나 민간연금제도에 가

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의 은퇴 후 적정 소득수준을 유

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연금제도로 갹출금이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영국 정부는 유동연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판매 확대를 위해 은행을 주 판매자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35) 향후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영국 은행들의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 현재 정기보험의 경우는 정기보험 총보험료의 12% 정도가 은행

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일시납보험의 경우는 전체 일시납보험료의

20%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표 III-2> 은행의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판매비중

(단위 : 백만 파운드, %)

1996 1997 1998 1999

정기보험
총보험료 2,325 2,682 3,139 3,124

은행등의 판매비중 16 12 12 12

일시납보험
총보험료 16,936 18,877 22,352 27,886

은행등의 판매비중 21 21 19 20

자료: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2000.

34) Drury, 2001. 참조.

35) Dru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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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은행들의 보험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Lloyds TS B36)

Lloyd s TSB는 1995년에 Lloyd s Bank가 소매저축은행인 Tru stee

Savin gs Bank (TSB)를 합병함으로써 탄생한 영국 최대의 금융그룹이다.

Lloyds Bank와 TSB는 1967년에 각각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업에

진출하였으며, Lloyds Bank가 1988년에 생명보험회사인 Abbey Life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 두 회사는 보험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판매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두 은행이 Lloyd s TSB로 합병하고 2000년 5월에 영국의 주

요 생명보험회사인 Scottish Wid ow s를 인수하면서 생명보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 인수로 인하여 Lloyd s TSB는 영국 생명보

험시장의 9%를 차지하는 영국 제2위의 생명보험상품 제공회사가 되었

다. 이는 Pru dential 생명보험의 11%, Stan dard Life의 6%와 비근한 수

치로서, 연금, 뮤추얼펀드 및 기금관리분야에 있어서 Lloyd s TSB의 지

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그룹의 총자산은 약 900억 파운드에 달하게 되었으며,

2000년 현재 세전수익은 전년대비 7% 증가한 38억 6,600만 파운드를,

총수익은 전년대비 7% 증가한 84억 6,900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인수로 인하여 동 그룹은 생명보험 및 연

금시장에서 영국 최고 브랜드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동 그룹의 수익 중

30% 이상이 생명보험사업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Lloyd s TSB는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은 Lloyds TSB Life를 통하

여, 그리고 손해보험서비스 및 상품은 Lloyds TSB Insurance Services와

Lloyds TSB Gen eral Insurance 및 Ambassador In su rance를 통하여 각

각 판매하고 있다. 이 그룹은 이러한 자회사의 보험상품 이외에 타 보

36) Dru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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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의 보험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Lloyds TSB의 전체 보험상품

판매실적 중에서 자회사 보험상품의 판매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Lloyd s TSB는 고객과의 접촉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수익성

장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꾸준히 개

발하고 있다. 이 그룹은 현재 12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폰뱅킹 은행인 Ph on eBank와 대형 쇼핑센터 등에 18개의 지점

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슈퍼마

켓뱅킹 사업체인 Easibank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인

Evelvebank의 설립계획은 보류하였으나, 다각화된 유틸리티인 Centrica

와 공동으로 새로운 온라인 뱅크의 설립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자상거래

전략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Ba rclays Globa l Inves tors

영국의 금융그룹인 Barclays는 자회사인 Barclays Life의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을 은행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을 통한 판매비

중이 Barclays Life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의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

라 Barclays 금융그룹은 1999년 현재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13.5%를 차

지하는 최대 생명보험상품 제공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Barclays 은행은 2000년에 Woolw ich 은행을 45억 파운드에

인수하여 약 2,000개의 은행지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들 지점을 통

하여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은행은 생명보험과 연금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2001년 1월에 영국 제3위 규모의 생명보험회사인 Legal & General

과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판매

제휴를 통하여 Barclays는 Legal & Gen eral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지

않고도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판매제휴는 영국 정부의 유동연금제도가 시작되는 2001년 4월 바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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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개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Barclays 은행은 자사의 고객들에게

Legal & General 생명보험회사의 유동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기업 금융시장의 21%를 점유하는 이 은행은, 소기업에 대하

여 유동연금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휴관계를 통하여, Barclays 은행은 자사의 지점에서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Legal & General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Barclays 은행은 인터넷 고객확보에 있어서도 영국시장의 선두그룹

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약 16%의 소매고객들이 Barclays

은행에 온라인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다. Woolw ich 역시 2000년 말

AXA의 인터넷 포탈에서 AXA의 고객에게 Woolw ich의 Op en Plan 인

터넷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AXA와 동의하였는데, 이

Op en Plan 서비스는 향후 Barclays의 고객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 Nationa l Westmins te r Ba nk37)

N ation al Westminster 은행은 당초 독립중개인으로서 보험상품을 판

매하고 있었으나, 1993년에 타 은행들을 본받아서 생명보험회사인

N ational Westminster Life를 설립하여 보험업에 직접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이 N ational Westminster Life의 생명보험상품을 지

점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동 생명보험회사는 2년 후인 1995년에 생명

보험의 신규계약에 있어서 영국 제9위로 성장하게 되었다. 생명보험회

사의 설립을 지원하였던 Clerical Medical 보험회사는 1999년 현재

N ational Westm in ster Life 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생명보

험회사의 자산관리, 재보험사업의 일부, 계약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의 지

원을 행하고 있다.

37) Gore,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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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bbey Nationa l Mortgage Ba nk38)

Abbey N ation al 은행과 같은 저당은행들은 자신의 핵심사업인 저축

과 부동산담보대출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저축 및 부동산담보대

출상품의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급감하는 수익을 보충하기

위하여 저축과 부동산담보대출시장 이외의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하는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저당은행들은 독립중개인으로부터 다시

핵심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대

신에 강력한 브랜드와 전문기술을 보유한 생명보험회사의 인수를 선호

하고 있다.

Abbey N ation al Bank는 이러한 전략으로서 생명보험회사인 Abbey

N ational Life를 설립하는 한편 생명보험회사인 Scottish Mutu al을 매수

하여 보험업에 진출하였다. 현재 Scottish Mu tu al 생명은 독립중개인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Abbey N ational Life는 은행을 통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Abbey N ational Life의 투자관리, 사

무와 정보시스템, 수리와 회계서비스는 Scottish Mu tu al이 행하고 있다.

또한, 이 은행은 2000년 가을에 생명보험회사인 Scottish Provid ent

를 인수하였다. 이 인수로 인하여 Abbey N ational 은행은 생명보험 상

품판매에서 제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Ha lifax 부동산담보대출은행39)

2001년 2월, 부동산담보대출은행인 H alifax 은행은 10억 파운드에 생

명보험회사인 Equitable Life를 인수하였다. 이 인수를 통하여 H alifax는

저성장사업인 부동산담보대출사업에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H alifax는 Equitable Life가 주도하여 온

단체연금시장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8) Gore, 1999. 참조.

39) Dru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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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 alifax는 매우 경쟁이 치열한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

기 위하여 2001년 1월에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E-sure 온라

인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목적은 궁극적으

로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쟁력 있는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데 있는데, H alifax는 우선적

으로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인터넷보다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통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

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게 될 것이

다.

바) 기타40)

이 밖에도 HSBC 지주회사의 산하의 Midlan d Bank는 1988년에 보

험회사인 Com m ercial Union과 공동으로 Midlan d Life를 설립하고 동

생명보험회사 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Royal Bank of

Scotland는 보험회사인 Scottish Equ itable과 공동으로 Royal Scottish

Life를 설립하고 동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51% 소유하고 있으며,

Direct Line이라는 직판보험회사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은행은 영국

최대의 상호보험회사이면서 자사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는 Stan dard

Life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업에 진출하였다.

2)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가) Prude ntia l(UK)

Pru dential 생명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미국·아시아 지역 등에

서 국제적으로 보험 및 금융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40) Gore,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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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이다.

이 보험회사는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Pru d ential Bank를 설립하

고 1996년 9월부터 우편과 전화 및 직판조직 등을 이용하여 예금과

Mortgage Loan과 같은 은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품을

6,000여명에 달하는 독립중개인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다. Pru d ential

Bank는 1996년 10월 현재 150여명에 불과한 직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주택 Mortgage Loan을 변제하기

위하여 양로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Mortgage Loan은 주택금융조합이

담당하고 이러한 상품에 관련된 생명보험상품은 Pru d ential생명이 제공

하여 왔다. 이에 따라 Pru d ential생명은 매년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보

험급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부금의 대부분인 50∼

60%가 주택금융조합의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Pru d ential생명이 이

급부금을 다시 거두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은행업에 진출하

게 되었다41). 이 은행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

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고 원격지로부터의 거래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지

않는 고객들을 목표로 은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Pru dential생명은 1998년 10월에 인터넷전업은행인 Egg를 설

립하고 이 은행을 통하여 대규모 소매은행 및 슈퍼마켓은행업무를 영위

하고 있는데, 동 은행은 최신 시스템 기술과 인터넷 설계 및 경쟁력 있

는 상품제공 등을 통하여 2000년 말 현재 133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였

다. 그리고, Egg는 핵심상품인 저축과 대출상품을 기반으로 1999년 9월

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말에

Egg/ Boots 신용카드 및 회원카드를 발행함으로써 신용카드상품의 판매

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Egg는 2000년 여름에 Egg In sure를 설립하여 온라인 보험시

장에도 진출하였다. Egg In sure 사이트에서는 현재 9개 보험회사의 상

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Pru d ential생명을

41) Gore,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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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Group am a, Highw ay, CGN U, Providen t, Allianz Cornhill,

Equity Red Star, Royal & Sun, Alliance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gg는 신용카드부문이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

를 올림으로써 2002년 1/ 4분기에 세전 순이익이 240만 파운드에 달하

는 등 설립이후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42). 특히 2002년 1/ 4분

기 동안에만 15만 7,000명의 신규고객을 유치하여 총 고객수가 2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금년 2/ 4분기 들어서도 3주 동안 5만 명

의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등 고객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Egg는 고객기반을 더욱 확충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을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전화은행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잠재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점망을 설치

할 계획이다.

나) Sta nda rd Life43)

영국의 생명보험회사인 Stan dard Life는 400만 명의 영국 고객을 보

유하고 700억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상호보

험회사로서, 현재 독일·오스트리아·아일랜드·스페인·캐나다 등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홍콩과 인도에 합작회사를 두고 있다. Stan dard

Life는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 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독립중개인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Stan dard Life Bank를 통하여 1999년부터

아주 저렴한 자유형 부동산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가입시 까다로운 소득기준 대신에 구입여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납입금

의 유예, 이자율의 일일단위 계산, 초과납입 허용 등과 같은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입비용을 낮추어 주고 있다. 그리고 같은

42) 2002년 4월 26일자 Financial Times지 기사 Egg maintains momentum
and moves into black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43) Drur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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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Stand ard Life는 mini-ISA와 개인추가융자상품 등 두 가지의 부동산

담보대출상품을 새로 도입하였는데, 이 상품은 부동산담보대출과 연계

하여 고객들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여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신용대출

도 가능하게 하였다.

다) CG NU

영국에서 가장 큰 겸영보험회사인 CGN U는, 2000년 Royal Bank of

Scotland의 N ational Westminster Bank에 대한 적대적 합병을 강력하게

지지함으로써 영국 금융계의 구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CGN U는 Royal Bank of Scotland의 생명보험자회사와 N atWest Life의

주식을 50% 취득하였다. CGN U는 Royal Bank of Scotland의 보험협력

회사로서, 1999년 Lloyd s TSB가 인수한 영국 최대의 생명보험 브랜드

와 뮤추얼 생명보험 및 연금그룹을 Scottish Wid ow s로부터 인수하였다.

5 . 프랑스

가. 금융겸업화 관련제도

1) 신 은행법의 제정

프랑스에서는 1984년 「신용기관의 활동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이라

는 신 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제정한 주요 목적은 신용기관간의

공정경쟁조건 확립, 신용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의 일원화 등에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자회사 방식에 의한 타금융업 상호진

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회사에 의한 겸업은 금지되었다.

은행의 경우 예금·대출업무, 외국환거래 유가증권업무 및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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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판매는 유럽통합과 관련한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인하여 확대되었

고, 특히 은행과 보험의 상호 지분참여 및 업무제휴가 증대됨으로써 방

카슈랑스라고 불리는 신종 금융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2) 보험회사의 타금융업 금지규정

1976년 제정된 보험법시행령 R322-2조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허가를

받은 업무와 그 업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이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의 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

실상 타금융업으로의 진출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험법전 R 321-4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일부인 부속보험으

로서 사고사, 취업불능의 위험 등은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은행의 타금융업 금지규정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은 1984년 은행법의 타 업무 금지규정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은행규제위원회가 은행의

보험중개인 업무를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

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금융겸업화 추진현황

1) 은행의 보험업 진출현황

프랑스의 거의 모든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사업에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사업에 진출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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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생명보험상품이 은행의 정기저

축 또는 MMF와 같은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판매하기

용이한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은행과 관련이 없는 프랑스의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에 있는 반

면에 은행의 보험자회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이다.

2000년 현재 프랑스 생명보험 판매실적의 60%는 La Poste(우체국)나

은행 등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프랑스의 모든 대형 은

행들은 보험회사와 판매제휴협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Banqu e Popu laire는 MAAF와 관련이 있으며, Cred it Lyonnais는

Allianz, 그리고 La Poste는 AGP 및 CN P 등의 보험회사와 협정을 맺

고 있다.

한편, 보험업에 진출한 프랑스 은행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d it Lyonn ais의 방카슈랑스 자회

사인 UAF는 2000년 현재 질병 및 사망보험으로 Federvic과 Fed erlpu s

라고 불리우는 투자연계 변액보험상품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 BNP와 Paribas의 합병으로 탄생한 BNP-Paribas

그룹은 기존의 자회사들인 Cardif와 N atio Vie를 그룹으로 흡수하면서

상품개발과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소매은행중의 하나인 Crédit Agricole 은행은 1950년

대부터 은행지점을 통하여 부동산담보대출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

여 왔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생명보험회사인 Prédica와 손해보험회

사인 Pacifica를 설립하여 보험업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Créd it Agricole 은행은 그 동안 은행고객들이 보험회사와 거래하였

던 경험과 제공받은 서비스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연구하여 고객의 기

대를 뛰어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용을 경쟁은행보다 낮

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Créd it Agricole 은행이 이러한

보험사업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분석한 기존 보험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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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은행고객들의 대다수가 중간 소득계층이고, 둘째 기존의 보

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저축분야 및 개인연금부문에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고객은 구입한 보험의 혜택범위에 대

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보험상품이 고객들의 욕구에 맞

춰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회사들의 판매방법에 맞춰 개발되었

으며, 다섯째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동 은행은 생명보험자회사인 Prédica를 통하여 중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수준에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였는데, 이 회사는 현재 양로보험을 주력상품으로 개발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퇴직보험, 정기생명보험 및 투자연계 변액

보험상품 등도 개발하고 있다.

Prédica의 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도 전체 수입보험료 중 약 27%가

개인퇴직상품이었으며, 개인사망보험도 계약건수가 190만 건에 달하는

등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9년 Prédica의 보험상품 중 가장 성

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상품은「Pred issim e 9」으로서, 9가지의 다양한

혜택과 프랑스 프랑 펀드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상품이다. 그리고 2000년

에는 투자연계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프랑스 고객의 관심에 힘입어 보험

료 수입이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100억 유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Créd it Agricole은행은 운영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역은행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우편광고나 전화판매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공략함으로써 1999년에는 생명보험판매를 전년대비 20% 증가시

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Crédit Agricole은행은 현재 프랑스 내의 8,000개의

지점을 통하여 1,55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보험상품들을 제공하여 410만 명에 달하는 보험가입자를 보유하게 되었

다. 동 은행의 총수입은 2000년 현재 전년대비 16.4% 증가한 27.62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생보자회사인 Prédica는 2000년 현재 동 회사의 판매실적이

83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의 10.9%를 차지함으로써 프랑스 생명보험회사 중

CN P, AXA, N atio-Vie/ Cardif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였

으며, 프랑스의 은행계 생명보험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로 발전

하였다.

2)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가) GAN

GAN은 프랑스 정부가 11개의 국영보험회사를 합병하여 설립한 생

명보험회사로서, 1980년 초까지 국내 영업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치중해 왔으나,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5년에 소매금융은행인 CIC를 자본참여방식으

로 인수하였다.

GAN그룹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산하에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GAN SA와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CIC를 두고 있다. 그리고 CIC의 산하

에는 11개의 지방은행이 있으며, GAN SA는 CIC와 공동으로 독일의

A &M을 벤치마킹하여 Socapi 보험판매자회사를 설립하였다.

GAN그룹은 CIC의 은행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GAN의 대리점을

은행에 파견하고 있으며, CIC 산하의 11개 지방은행을 통하여 저축성상

품, 손해보험상품, 연금 등 모든 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UAP

UAP는 유럽시장의 단일화에 대비하여, 첫째 지역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화 정책, 둘째 보험종목별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요율정책,

셋째, 은행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판매망 강화전략을 채택하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프랑스 대형 은행인 BN P의 주식을

10%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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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비교

1. 방카슈랑스와 비용효율성 분석

가. 효율성의 개념 및 종류

효율성은 최적 투입과 산출에 대한 실제 투입과 산출의 정도로 정의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산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

며 생산성의 차이는 기술, 생산효율성 및 생산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Lovell, 1993). 생산성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정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효율성의 정도는 프론티어 효율성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기업 또는 의사결정단위(d ecision m akin g u nit)의 상대적 효율성 측

정은 Farrell (1957)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최적 프론티어와의 차이 측

정시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크게 비용효율성, 수익효율성 및 생산효율

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투입량, 투입요소가격 및 산출량 변수를 사

용할 경우에는 비용프론티어와의 상대적 비율인 비용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투입량, 산출량 및 산출가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익프론티

어 및 수익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생산효율성은 투입량과 산출량 변

수가 사용될 경우 측정될 수 있다.

비용효율성은 다시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분배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4) 기술효율성은 각 DMU

가 사용하는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Sheph erd (1970)의 거리함수

(d istance fu nction)의 역수로 측정할 수 있다.

44) Farrell(1957)은 비용효율성 대신 경제효율성을, 분배효율성 대신 가격효율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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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비용효율성

두 종류의 투입 ( 1, 2)과 하나의 산출(Y)인 경우 <그림 Ⅳ-1>는 등

산출선(isoqu ant)인 QQ', 등비용선(isocost)인 WW' 및 생산점 A, B, C

를 보여주고 있다. 등산출선은 두 개의 투입요소를 최적의 기술을 이용

하여 산출할 수 있는 생산량(Y*)을 나타내고, 등비용선은 최적 생산량인

Y*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비용선을 의미한다. <그림 Ⅳ-1>에서 등산출

선 상의 생산점인 B는 최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점을 나타내

고, 등비용선 상의 생산점인 C는 최적 기술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

화하는 생산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실제 생산점이 A인 경

우 기술효율성은 최적 생산점인 B와의 상대적인 거리인 OA/ OB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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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OB/ OA로 측정될 수 있다. 분배효율성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입요

소의 선택과 관련된 효율성 측정치로 OC/ OB로 측정할 수 있다. 비용

효율성은 기술효율성과 분배효율성의 곱으로 측정되며 <그림 Ⅳ-1>에

서는 다음과 같다.

비용효율성= 기술효율성(O B/OA)×분배효율성(OC/O B)=OC/OA

나. 효율성 측정방법과 DEA

프론티어 효율성 분석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은

DEA (d ata envelopm ent an alysis)이다.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효율성 측

정방법인 DEA를 사용하면 모수 추정 없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

다.(Ch arn es, Coop er and Rhod es : 1978)

기업 또는 의사결정단위(이하 DMU)가 k개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m개의 산출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DMU 0의 효율성 h 0는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목적함수 m ax h 0 =
ｕ 'y i 0

ｖ 'x i 0
(1)

제약조건
ｕ 'y ij

ｖ 'x ij
≤ 1 j=1,2, …… n .

ｕ ( m×1) , ｖ ( k×1) ≥ 0

y i 0 : DMU 0의 산출벡터

x i 0 : DMU 0의 투입벡터
n : 전체 기업 수
ｕ : 산출벡터 가중치
ｖ : 투입벡터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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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식 (1)은 최적 (u*, v*)에 대해 무한해 (αu*, αv*)를 갖게된

다. 이를 피하기 위해 'υ 'x i 0 = 1 '이라는 제약조건을 두면 수식 (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목적함수 max u′y i0 (2)

제약조건 v′x i0 = 1 , j = 1 , 2 , …… n .

u′y ij - v 'x ij ≤ 0

υ = tv,

u = t u , t는 양의 스칼라인 매개변수

수식(2)은 쌍대성이론(Du al Theory)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목적함수 m in θ0 (3)

제약조건 - y i0 + Yλ ≥ 0

θ 0 x i0 - X λ ≥ 0

λ( n×1) ≥ 0

θ0는 DMU 0 기술효율성 측정치이며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높다. 수식 (3)은 투입과 산

출의 수(k+m ) 만큼 제약조건을 가지나, 수식 (2)는 n+1개의 제약조건을

가지게 되어 제약조건 측면에서 수식 (3)이 효율성 측정에 주로 이용되

고 있다.45)

45) 수식 (2)는 Multiplier 형태이고, 수식 (3)은 Envelopment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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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카슈랑스와 비용효율성 분석

산업 또는 기업의 효율성 분석이 사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Cum mins, 1999) 첫째, 동일 산업 내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가진 기업과 자사의 상대적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최적 효율성

을 가진 기업과 자사의 기술효율성, 분배효율성 등을 비교할 수 있고,

최소비용 및 최대수익을 가지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특정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를 분석할 때 효율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M&A의 표적기업

을 선정하기 위해 동일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합병후의 효율성을 제

고시킬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할 때 효율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u mm in s et al. (1999)은 DEA와 Malm quist지수46)를 이용하여 미

국 생명보험산업에서 M&A 표적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바람직한가를

분석하였다.47)

셋째, 효율성 비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또는 전략

도입 전후의 효율성 비교, 기업의 조직내 부서간 효율성 비교, 지점간

효율성 비교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효율성 분석은 정책 의사결정

에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46) 패널데이타의 경우 DMU0의 효율성은 시점이 다른 효율적 프론티어를 기

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Malmquist 지수라 함. Malmquist 지수를

통해 t+1시점에서의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DMU0 ,t + 1의 효율성이 t시점에

서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DMU0 ,t의 효율성 보다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

(catching up effect)와 t+1시점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t시점의 효율적 프론

티어보다 얼마만큼 기술변화(innovation)가 있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음.

Malmquist 지수는 이 둘의 곱으로 계산됨.
47) 연구결과 M&A 표적회사로 비체감 규모의 경제(non-decreasing returns to

scale), 효율적이고 또는 재무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적합함

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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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의 비교 분석은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금융기

관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

다. 왜냐하면 은행 및 보험회사 서로간 결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비용절감을 통한 비용효율성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지점망, 고

객 정보 및 전산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수

익을 확대하는데 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방카슈랑스를 통해 모집

또는 판매에 투입되는 투입량 또는 투입요소 가격을 절감시켜 비용효율

성을 제고시키고자 할 것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목적이 비용효율성 제고에 있기 때문

에 비용효율성 비교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인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

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

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후의 효율성 측정은 한국의 경우 2002년 현재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서 효율성 측정을 위한 실제 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카슈랑스 후를 가상

하여 시나리오 분석하고자 한다. 즉,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후의 가상 데

이터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는 방카슈랑스 도입 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피상적인 경우

현실성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만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은행의 보험에 대한 생산기술 및 경험의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방

카슈랑스 초기 단계에서는 통합의 정도가 낮은 접근 방법을 통해 보험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아진다. 영국 등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카

슈랑스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보험회

사와 판매제휴를 통해 보험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나리오 분석을 판매제휴에만 한정할 경우 방카슈랑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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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하려는 본 연구 목적의 일부

분만 달성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2장에서의 방카슈랑스 동인

분석과, 3장에서 설명된 유럽의 방카슈랑스 선행사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즉, 판매제휴 이외의 방카슈랑스

유형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은 2장과 3장에서의 설명 및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 데이터

비용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량, 투입요소

가격 및 산출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생산과정에서 대표적인

투입요소는 노동, 자본 및 기타 투입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보험회사의

종업원 임금 및 커미션이 총 비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중 노동은 생산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운영을 위한 자본은 크게 자기자본(equ ity cap ital)과 점포,

컴퓨터, 기기 등의 물리적 자본(physical cap ital)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에는 물리적 자본을 자본 투입요소로 사용하고자 한

다.48)

투입량 및 투입요소 가격은 종업원과 모집인(대리점 포함) 각각에

대해 측정한다. 이렇게 분리하여 측정하는 이유는 종업원과 모집인이

생산하는 산출 및 이들에 투입되는 비용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종업원에 대한 투입요소 가격은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에

투입량인 임직원 수를 나누어 측정한다. 모집인(대리점 포함)에 대한 투

입요소가격은 커미션을 투입량인 모집인 수(대리점수 포함)로 나누어

48) 한국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은 산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투입요소로서 부적합함.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다 자기자본이 많은 회

사가 FY2000의 경우 무려 8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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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49)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입요소 가격은 점포운영비, 통신비,

관리용역비 등의 제비용을 투입량인 건물 등의 부동산과 보증금으로 나

누어 측정하였다.

보험회사의 생산활동의 결과인 산출물은 제조업과는 달리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측정할 수 있으며, 언더라이팅과 중개서

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보험자는 계약자들의 개

별 위험을 인수하여 결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자는 개별 계약

자로부터 전가된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유 리스크

를 감소시키고 손실 발생시 계약자에게 약정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보험자의 서비스는 수입보험료 또는 경과

보험료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50)

중개측면에서 보험자는 언더라이팅 활동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약정

급부를 지급하기 전까지 유가증권 또는 대출 등의 투자활동을 한다. 보

험회사는 중개인(interm ediator)으로서 기관 투자자 또는 대출 공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운용자산 투자액으로 측정할 수 있

을 것이다.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데이터는 <표

Ⅳ-1> 및 <표 Ⅳ-2>에 각각 요약되어 있다. 산출물과 투입요소가격은

연도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0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

(d eflate)하여 효율성 측정에 이용하였다.

49)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리점 수를 모집인 수에 단순히 합하여 모집인에 대

한 투입량 및 투입요소가격을 산출하였음. 이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대리

점의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이 모집인에 비해 매우 미약하고, 또한 모집인과

대리점 각각으로부터 거수된 수입보험료 통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

하여 측정하였음. 단,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모집인과 대리점 각각으로부터 거수된 수입보험료 통계가 있

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두어 투입량과 투입요소를 산출하였음.
50) 보험회사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 분석에서 수입보험료 또는 경과보험료를

산출물로 측정한 연구에는 H ou ston & Simon (1970), Colenutt(1977), Grace

& Timme(1992), H ardwick(1994, 1997), Donni & Fecher (1997)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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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방카슈랑스 이전의 생보사 효율성분석 데이터 요약( 98- 00 평균)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산출물

수입보험료
(백만원) 2,053,571 4,255,038 19,235,766 10,484

운용자산
(백만원) 3,869,819 8,787,590 41,758,675 20,194

투입물

임직원(명) 1,512 2,374 8,282 43

모집인(명) 10,557 18,672 64,531 59

물리적자본
(백만원) 492,662 1,049,046 4,529,375 461

투입요소

가격

임직원가격
(백만원) 33.672 9.784 73.210 20.198

모집인가격
(백만원) 16.578 15.201 84.716 4.859

물리적가격
(백만원) 0.343 0.556 2.972 0.033

<표 IV-2> 방카슈랑스 이전의 손보사 효율성분석 데이터 요약( 98- 00 평균)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산출물

경과보험료
(백만원) 911,519 982,505 3,990,929 3,318

운용자산
(백만원) 1,137,969 1,452,305 6,268,899 5,408

투입물

임직원(명) 1,668 1,257 4,255 23

모집인(명) 11,301 9,462 33,191 38
물리적자본
(백만원) 258,162 274,867 1,116,931 625

투입요소
가격

임직원가격
(백만원) 36.131 8.877 71.519 23.093

모집인가격
(백만원) 9.694 5.988 33.476 0.857

물리적가격
(백만원) 0.231 0.273 1.2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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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카슈랑스 이전의 효율성 분석

생명보험회사의 DEA 결과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 생산활동

결과 산출된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투입량을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투입중심 측정(inpu t-orien tated m easures)을 사용

하여 각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산출하였다.51) 그리고 비용효율성 산출시

모든 회사가 최적 규모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VRS(variable retu rns to scale) 모델을 사용하였다. <표 Ⅳ-3>은 1998년

부터 2000년까지 각 연도에 대해 회사별 순수 기술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 분배효율성, 비용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52)

비용효율성 측정치의 산업 평균은 1998년, 1999년, 2000년에 각각

0.611, 0.591, 0.58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전체 비

용의 약 40%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비용비효율성은

분배비효율성과 순수 기술비효율성에 의해 발생되는데, 여기서 기술은

투입량 결정 및 투입이 보험자의 서비스 산출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조직 디자인과 관련있다(Cum mins et al.,1996). 국내 생명보험산업

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한 비효율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

다. 즉, 비용비효율성은 투입요소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입량 때문에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용효율성은 2000년에 가까울수록 감소되고 있다. 즉, 1999년

보다는 2000년이 그리고 1998년보다는 1999년의 비용효율성이 낮게 나

51) 이에 비해 투입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얼마만큼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둔 효율성 산출 방법을 산출중심 측정(output-orientated
measures)이라고 하는데, 불변 규모의 경제(constant returns to scale)인 경

우에만 투입중심 측정과 산출중심 측정의 효율성 값이 동일함.
52) 순수 기술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VRS모델을 사용할 경우 순수 기술효율성이 산출되고, CRS

(constant returns to scale)모델을 사용할 경우 기술효율성이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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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당시의 규제완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3> 방카슈랑스 이전의 생보사 효율성 분석

연도

회사
1998 1999 2000

PTE AE CE PTE AE CE PTE AE CE
L-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C 0.563 0.995 0.560 0.558 0.992 0.553 1.000 1.000 1.000
L-D 0.928 0.992 0.920 0.608 0.943 0.574 1.000 0.995 0.995
L-E 0.688 1.000 0.688 0.722 1.000 0.722 0.899 0.795 0.715
L-F 0.815 0.840 0.685 0.582 0.836 0.486 0.732 0.920 0.673
L-G 0.492 0.999 0.491 0.465 0.890 0.414 0.643 1.000 0.643
L-H 0.969 0.876 0.848 0.829 0.917 0.759 0.624 0.993 0.620
L-I 0.613 0.952 0.584 0.653 1.000 0.653 0.613 1.000 0.613
L-J 0.620 0.998 0.619 0.694 0.887 0.616 0.808 0.689 0.557
L-K 0.514 0.890 0.458 0.589 0.880 0.519 0.477 0.961 0.458
L-L 0.857 0.834 0.714 0.652 0.860 0.561 0.457 0.994 0.455
L-M 0.515 0.822 0.424 0.644 0.666 0.428 0.852 0.510 0.435
L-N 1.000 0.684 0.684 1.000 0.565 0.565 0.495 0.854 0.423
L-O 0.585 0.630 0.369 0.541 0.718 0.388 0.502 0.841 0.422
L-P 0.848 0.884 0.750 1.000 0.760 0.760 0.426 0.978 0.417
L-Q 0.524 0.789 0.413 0.714 0.713 0.510 0.409 0.997 0.408
L-R 0.491 0.735 0.361 0.509 0.815 0.415 0.459 0.832 0.382
L-S 0.465 0.887 0.412 0.630 0.876 0.552 0.363 0.997 0.362
L-T 0.463 0.697 0.323 0.453 0.771 0.350 0.374 0.903 0.338
L-U 0.746 0.702 0.524 0.784 0.741 0.581 0.402 0.793 0.319

평균 0.700 0.867 0.611 0.696 0.849 0.591 0.645 0.907 0.582

표준편차 0.200 0.123 0.208 0.177 0.124 0.177 0.235 0.129 0.235

주: PTE는 순수기술효율성, AE는 분배효율성, CE는 비용효율성을 나타냄.

규제완화시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은 다른 나라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Cum mins et al.(1996)의 이탈리아 보험시장 기술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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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규제완화가 일어났던 1990년-1992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보험시장에서도 규제완화 이후 효율성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홍주와 지홍민,(1999)). 김동훈과 이기형

(2001)의 연구에서도 국내 손해보험산업에서의 규제완화와 효율성 저하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완화시 효율성이 감소되는 이유는 산업 내 경쟁이 증대하고 그

결과 보험회사들이 가격 인하 및 서비스 질 제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회사의 효율성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은 <표 Ⅳ-3>에도 나타난다. 즉, 효율성 값이 0.5 이하

인 회사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8개, 6개 있는데 비해 2000년도에는

11개회사가 0.5 이하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4> 방카슈랑스 이전의 손보사 효율성 분석

연도

회사
1998 1999 2000

TE AE CE TE AE CE TE AE CE
N -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C 1.000 1.000 1.000 1.000 0.937 0.937 1.000 0.839 0.839
N -D 1.000 1.000 1.000 1.000 0.641 0.641 1.000 0.780 0.780
N -E 0.916 0.782 0.716 0.848 0.849 0.720 0.850 0.886 0.754
N -F 0.850 0.922 0.783 0.834 0.907 0.756 0.767 0.886 0.680
N -G 0.764 0.895 0.684 0.757 0.923 0.699 0.790 0.838 0.662
N -H 0.863 0.855 0.738 0.988 0.828 0.818 0.762 0.836 0.637
N -I 0.754 0.878 0.662 0.826 0.851 0.703 0.687 0.878 0.603
N -J 0.972 0.865 0.840 0.834 0.822 0.686 0.838 0.692 0.580
N -K 0.623 0.822 0.512 0.538 0.820 0.441 0.711 0.696 0.495
N -L 0.576 0.906 0.522 0.686 0.873 0.599 0.549 0.846 0.464
N -M 0.467 0.950 0.444 0.467 0.847 0.395 0.413 0.865 0.357
N -N 0.476 0.636 0.303 0.535 0.572 0.306 0.657 0.497 0.326

평균 0.804 0.894 0.729 0.808 0.848 0.693 0.787 0.824 0.656
표준편차 0.198 0.102 0.227 0.189 0.119 0.212 0.179 0.129 0.209

주: PTE는 순수기술효율성, AE는 분배효율성, CE는 비용효율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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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는 손해보험회사의 1998년-2000년까지의 효율성 측정치인

DE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투

입중심 및 VRS 모델(inpu t-orientated VRS m od el)을 사용하여 각 보험

회사의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비용효율성 측정치의 산업 평균은 1998년, 1999년, 2000년에 각각

0.729, 0.693, 0.656을 나타내고 있다. 생명보험산업보다는 효율적이지만

손해보험산업의 경우도 전체 비용의 약 30%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

다. 생명보험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용비효율성은 분배비효율성보다

는 기술비효율성에 의해 발생되는 정도가 높다. 또한 생명보험산업에서

의 효율성 추이와 마찬가지로 비용효율성은 2000년에 가까울수록 감소

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Cum mins et al.(1996), 정홍주·지홍민 (1999)

김동훈·이기형(200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4 . 방카슈랑스 이후의 효율성 분석

여러 가지 형태의 방카슈랑스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시나리오에서

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현재 각 보험회사가 산

출하고 있는 산출량은 그대로 두고, 산출량의 일부분이 은행에 의해 판

매된다고 가정하고 효율성을 분석한다. 보험회사가 은행의 판매 대행에

대해 지급하는 커미션은 기존 판매채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보다 낮다

고 가정한다. 즉, 은행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추가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은행에 지급하는 커미션이 낮은 정도는 5% 간격으로 최고 30%까지

가정하였고, 은행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즉 방카슈랑스의 시장

점유율을 5% 간격으로 최대 20%까지 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커미션과

시장점유율로 24개의 조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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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전의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투입량 및 투입요소가격에

방카슈랑스의 투입 및 투입요소가격을 하나씩 더 추가하여, 4개의 투입

요소와 4개의 투입요소가격으로 효율성 분석을 한다. 방카슈랑스의 투

입량은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과 각 회사의 현재 모집인수에 의해 결

정되고, 방카슈랑스의 투입요소가격은 커미션이 낮은 정도와 각 회사의

현재 모집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각 회사의 물리적 자본 투입량은 방카슈랑스가 진행되면 점포운영비

및 관리 용역비가 그 만큼 감소된다고 가정하여, 방카슈랑스의 시장점

유율만큼 감소된다고 가정한다. 모집인 수 역시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

율만큼 감소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임직원 투입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임직원은 판매가 아니라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방카슈랑스가 진행되더라도 투입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의 한 예를 들어보면,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이 5%

이고, 커미션이 낮은 정도가 10%인 경우, 모집인 수와 물리적 자본은

현재 모집인 수와 물리적 자본량의 95%를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의 투입량은 현재 모집인 수의 5%가 된다고 가정하

고53), 방카슈랑스의 투입요소가격은 현재 모집인 가격의 90%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카슈랑스 시나리오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데이터는 <표 Ⅳ-5> 및

<표 Ⅳ-6>에 각각 요약되어 있다. <표 Ⅳ-5> 및 <표 Ⅳ-6>는 방카슈랑

스의 시장점유율이 10%이고, 커미션 인하 정도가 10%인 경우 효율성분

석에 사용된 데이터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53)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자는 은행 직원(integrative approach)이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판매인(specialist approach)이 될 수도 있음. 어

떤 경우에도 이들 판매인에 대해 커미션을 지급하는 원천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이들 판매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들을 보험사의 투입 요소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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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방카슈랑스 이후의 생보사 효율성분석 데이터요약( 98- 00 평균)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산출물
수입보험료(백만원) 2,053,571 4,255,038 19,235,766 10,484

운용자산(백만원) 3,869,819 8,787,590 41,758,675 20,194

투입물

임직원(명) 1,512 2,374 8,282 43

보험사 모집인(명) 9,502 16,804 58,078 53

은행 판매인(명) 1,056 1,867 6,453 6

물리적자본(백만원) 443,396 944,141 4,076,438 415

투입요

소

가격

임직원가격(백만원) 33.672 9.784 73.210 20.198

보험사 모집인가격
(백만원) 16.578 15.201 84.716 4.859

은행 판매인가격
(백만원) 14.920 13.681 76.244 4.373

물리적자본(백만원)4 0.343 0.556 2.972 0.033
주: 시장점유율=10%, 커미션 인하=10% 경우의 데이터

<표 IV-6> 방카슈랑스 이후의 손보사 효율성분석 데이터요약( 98- 00 평균)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산출물
경과보험료(백만원) 911,519 982,505 3,990,929 3,318

운용자산(백만원) 1,137,969 1,452,305 6,268,899 5,408

투입물

임직원(명) 1,668 1,257 4,255 23

보험사 모집인(명) 10,171 8,516 29,872 34
은행 판매인(명) 1,130 946 3,319 4
물리적자본(백만원) 232,346 247,380 1,005,238 563

투입요소

가격

임직원가격(백만원) 36.131 8.877 71.519 23.093

보험사 모집인가격
(백만원) 9.694 5.988 33.476 0.857

은행 판매인가격
(백만원) 8.725 5.390 30.129 0.771

물리적자본(백만원)4 0.231 0.273 1.206 0.054

주: 시장점유율=10%, 커미션 인하=10% 경우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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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과 <표 Ⅳ-8>은 시장점유율이 10%이고, 커미션 인하 정도

가 10%라고 가정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대해 방카슈랑

스 후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방카슈랑스 후

의 효율성 측정치는 <별첨> 참조.)

<표 IV-7> 방카슈랑스 이후의 생보사 효율성분석

연도

회사
1998 1999 2000

PTE AE CE PTE AE CE PTE AE CE
L-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C 0.638 0.657 0.419 1.000 0.681 0.681 1.000 1.000 1.000
L-D 0.928 0.766 0.711 0.608 0.860 0.523 1.000 1.000 1.000
L-E 1.000 0.750 0.750 1.000 0.728 0.728 1.000 0.885 0.885
L-F 0.817 0.605 0.495 0.597 0.491 0.293 0.732 0.614 0.450
L-G 0.492 0.833 0.410 0.465 0.790 0.367 0.643 0.829 0.533
L-H 0.969 0.426 0.412 0.872 0.472 0.412 0.624 0.751 0.469
L-I 0.783 0.835 0.654 0.850 0.802 0.682 0.913 0.718 0.655
L-J 0.681 0.797 0.543 0.926 0.929 0.860 1.000 1.000 1.000
L-K 0.571 0.936 0.535 0.713 0.957 0.683 0.812 0.752 0.610
L-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851 0.851
L-M 0.659 0.931 0.614 0.843 0.918 0.774 1.000 0.927 0.927
L-N 1.000 1.000 1.000 1.000 0.825 0.825 0.516 0.876 0.452
L-O 0.721 0.888 0.640 0.746 0.886 0.661 0.795 0.774 0.616
L-P 0.848 0.987 0.837 1.000 0.978 0.978 0.476 0.976 0.465
L-Q 0.579 0.936 0.542 0.818 0.918 0.751 0456 0.950 0.434
L-R 0.560 0.896 0.501 0.611 0.918 0.560 0.700 0.774 0.542
L-S 0.468 0.963 0.451 0.630 0.970 0.611 0.437 0.899 0.393
L-T 0.504 0.916 0.462 0.548 0.870 0.476 0.562 0.737 0.414
L-U 0.933 0.930 0.868 1.000 1.000 1.000 0.669 0.764 0.511
평균 0.769 0.860 0.659 0.820 0.857 0.708 0.778 0.861 0.676

표준편차 0.195 0.150 0.213 0.182 0.154 0.219 0.212 0.116 0.238

주1: 시장점유율=10%, 커미션 인하=10%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주2: PTE는 순수기술효율성, AE는 분배효율성, CE는 비용효율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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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방카슈랑스 이후의 손보사 효율성분석

주1: 시장점유율=10%, 커미션 인하=10%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주2: PTE는 순수기술효율성, AE는 분배효율성, CE는 비용효율성을 나타냄.

연도

회사
1998 1999 2000

PTE AE CE PTE AE CE PTE AE CE
N -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C 1.000 1.000 1.000 1.000 0.921 0.921 1.000 0.831 0.831
N -D 1.000 1.000 1.000 1.000 0.630 0.630 1.000 0.746 0.746
N -E 0.916 0.773 0.708 0.848 0.841 0.713 0.851 0.881 0.749
N -F 0.850 0.916 0.779 0.834 0.903 0.753 0.767 0.884 0.678
N -G 0.764 0.891 0.681 0.757 0.921 0.698 0.790 0.839 0.663
N -H 0.863 0.852 0.735 0.988 0.819 0.809 0.762 0.827 0.631
N -I 0.754 0.871 0.657 0.826 0.846 0.699 0.687 0.874 0.601
N -J 0.972 0.858 0.834 0.834 0.814 0.679 0.838 0.686 0.575
N -K 0.623 0.810 0.505 0.538 0.808 0.434 0.711 0.685 0.487
N -L 0.577 0.901 0.519 0.686 0.871 0.597 0.549 0.840 0.461
N -M 0.468 0.939 0.439 0.467 0.839 0.391 0.413 0.854 0.353
N -N 0.476 0.628 0.299 0.535 0.564 0.302 0.657 0.486 0.319
평균 0.805 0.889 0.725 0.808 0.841 0.688 0.788 0.817 0.650

표준편차 0.198 0.105 0.228 0.189 0.121 0.212 0.179 0.133 0.209

방카슈랑스 전과 후의 효율성 측정치를 비교하면, 방카슈랑스 후 순

수 기술효율성은 증가 또는 변하지 않고, 분배효율성은 증가 또는 감소하

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1>과 <그림 Ⅳ-2>는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10%인 경우, 커

미션 인하의 정도에 따른 방카슈랑스 후의 비용효율성과 방카슈랑스 전

의 비용효율성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그

림 Ⅳ-1>과 <그림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커미션의 인하 정도에 따

라 비용효율성의 값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커미션의 인하 정도는 방

카슈랑스의 투입요소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투입량 및 투입요소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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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방카슈랑스 전후의 생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0%일 경우의 효율성을 분석함.

<그림 IV-3> 방카슈랑스 전후의 손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0%일 경우의 효율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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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판매제휴 방카슈랑스가 이루어지면 비용효율성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방카슈랑스 전과 큰 차이

가 없다.54)

손해보험의 투입 및 산출과정에서 판매채널의 중요도가 생명보험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진다. 방카슈랑스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은행과 손해보험회사간 시

너지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손해보험의 차이 비교

결과를 설명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시나리오 분석이 목적하는 바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고 난 후 보

험산업의 효율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

에서 가정한 바에 의하면 투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효율성은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분배효율성의 경우는 투입요소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

에 감소 또는 증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용효율성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는데 증감 자체가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시나리오 분석이 목적하는 바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어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별로 생산 및 판매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의 변화정도가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 특성

변수를 찾는데 있다. 즉, 어떤 기업은 어떤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여건

하에서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또 어떤 기업은 어떤 특성으로 인해 효율

성이 감소하였는가를 찾아내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판매제

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기업 및 사업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4)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값에 대해 차이 검증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는 t
통계량이 2.27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t 통계량이

0.100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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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도로 행하여지는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기업전

략은,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형

태가 달라지게 된다.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은행이 보험회사와 보험상

품의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점이 되거나, 또는 은행이 직접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55)하여 보험자회사를 소유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형태는 은행과 판

매제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과 합작하여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은

행의 보험회사 인수에 대응하거나, 또는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않고

은행계 보험회사와 경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

정에 의하여 국내 보험회사가 은행과 합작하여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의 기존 보험회사들이 현행 금융제도하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형태는, 은행과의 판매제휴, 은행계 보험회사와의 경쟁, 은

행의 보험회사 인수에 대비한 보험회사 매각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방카슈랑스환경 하에서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형태를 중심으로 각 형태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55)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은행 단독으로 보험회사를 설립

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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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제휴에서 대응전략

가. 경영 특성변수와 분석대상

어떤 경영변수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값 각각에 대해 경영변수를 독립변수

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방카슈랑스 전후로 나누어 회귀

분석 함으로써 방카슈랑스 이전 환경에서보다 이후 환경에서 어떤 경영

변수가 효율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영향을 미

치는 경영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

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판매제휴 방카슈랑

스와 관련된 기업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경영특성 변수로는 시장지배력, 상품, 판매채널, 지역집중 특성

네 가지를 고려한다. 시장지배력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유럽 방

카슈랑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과 판매제휴를 한 보험회사의 대

부분이 보험산업에서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이었기 때

문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생명보험산업에서 시장점유율 2위인

Stan dard 생명보험회사나, N orw ich Union, Sun Alliance 등과 같이 규

모가 큰 보험회사와 은행이 판매제휴를 하였다. 이는 은행이 보험산업

에서 어느 정도 산업 내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호하고, 또한 이

런 회사로부터 보험관련 경험을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을 독립변수로 고려함으로써, 국내의 경우도 시장지배력

이 높은 보험회사만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지배력 연구 결과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참여 여부에 관한 기업전략 결정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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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Prédica, Deu tsch 은행 등

대부분의 방카슈러가 초기에는 단순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성공을 하

였는데,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험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다. 또한 판매제휴에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상품을 파악함으로써, 은

행의 보험상품 판매 단계적 허용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채널 특성을 기업의 경영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방카

슈랑스 동기와 관련이 있다. 보험회사가 은행을 제휴 파트너로 이용하

고자 하는 이유는 은행 판매채널의 저비용성에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의 판매채널 특성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은행의 저비용 채널과 결합하

여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지역 집중 특성은 지방에서 보험영업 비중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보험회사가 은행의 수도권 지점을 활용 할 경우에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시장지배력 특성은 각 보험회사가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시

장점율(MS)로 측정한다. 상품 특성 측면에서는 단체보험 비중(GR)과 사

망보험 비중(DT)을 고려한다. 판매채널 특성에서도 두 가지 변수를 고

려한다. 첫째, 특정 보험회사가 생산과 판매 중 어느 부분에 조직의 자

원을 다른 회사에 비해 더 치중하느냐를 모집인 수를 임지원 수로 나누

어 측정(SE)한다. 둘째, 판매비용과 관련하여 신계약비가 사업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N W)을 독립변수로 선정한다. 지역집중 특성(RS)은 비수도

권 보유계약을 총보유계약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생명보험산업에 한정하여 제시한다. 손해보험회사

의 효율성 값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전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 역시 방카슈랑스 전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방카슈랑스 전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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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경영변수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손해보험 방

카슈랑스가 생명보험 분야에 비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실증적으로 뒷

받침한다.

은행과 손해보험의 결합은 생명보험에 비해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 방카슈랑스의 시너지는 판매채널에서 발

생되는데,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판매채널의 중요도가 높지 않다.

둘째, 은행이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기에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은행

의 보험 대리인 관계 역사를 볼 때 손해보험 부문에서 대리인 역할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은행과 손해보험과의 보완성이 높지 않은데

있다. 즉, 은행 및 손해보험 상품 모두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완성이 낮기 마련이다.

나. 분석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보면 <

표 Ⅴ-1>과 같다.

<표 V-1> 독립변수간 상관계수(생명보험)

MS GR DT SE N W RS

MS 1.00 0.02 -0.22 0.22 0.34 0.32

GR 0.02 1.00 -0.69 -0.29 -0.17 0.27

DT -0.22 -0.69 1.00 0.20 0.04 -0.51

SE 0.22 -0.29 0.20 1.00 0.43 0.03

N W 0.34 -0.17 0.04 0.43 1.00 0.32

RS 0.32 0.27 -0.51 0.03 0.32 1.00

주: MS = 각사수입보험료
전체수입보험료

GR = 단체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DT = 사망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SE = 모집인수
임직원수

NW = 신계약비
사업비

RS = 비수도권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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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비중과 사망보험 비중간 상관계수를 제외하고는 각 독립변

수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상품 특성의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상품 각각과 다른

독립변수들을 방카슈랑스 전후의 효율성 값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하였

다. 단체보험 비중이 독립변수로 되어 있는 모델을 모델Ⅰ로 하고, 사망

보험 비중이 독립변수로 들어간 모델을 모델Ⅱ로 한 분석결과는 <표

Ⅴ-2>에 나타나 있다. 모델Ⅰ과 모델Ⅱ 모두 F값이 1%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과 경영변수(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전 방카슈랑스 후

M od elⅠ

상수 0.866 (0.088)*** 0.504 (0.101)***

MS 1.179 (0.199)*** 0.808 (0.227)***

GR 0.329 (0.098)*** 0.553 (0.112)***

SE 0.011 (0.006)* -0.026 (0.007)***

N W -0.219 (0.152) 0.713 (0.174)***

RS -0.812 (0.121)*** -0.664 (0.138)***

F값 17.35*** 14.21***

Adj R2 0.57 0.52

M od elⅡ

상수 1.023 (0.097)*** 0.783 (0.117)***

MS 1.150 (0.220)*** 0.735 (0.266)***

DT -0.147 (0.100) -0.290 (0.121)**

SE 0.009 (0.006) -0.030 (0.008)***

N W -0.263 (0.165) 0.653 (0.120)***

RS -0.792 (0.145)*** -0.663 (0.175)***

F값 13.52*** 8.31***

Adj R2 0.50 0.37

주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MS = 각사수입보험료
전체수입보험료

GR = 단체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DT = 사망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SE = 모집인수
임직원수

NW = 신계약비
사업비

RS = 비수도권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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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배력 특성

시장지배력의 정도를 측정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 전후

모두에서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즉,

모델Ⅰ에서는 방카슈랑스 전후 계수 값이 각각 1.179, 0.808로 1% 수준

에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모델Ⅱ에서도 마찬가지로 1% 수준에

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보험회사의 협상

력(bargaining p ow er) 또는 산업내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협상

력이 높은 회사가 방카슈랑스 전후 모두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전후 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방카슈랑스 후가 전

에 비해 계수 값이 낮다. 모델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단위 증가하면

방카슈랑스 전의 효율성은 1.179단위 증가하나, 방카슈랑스 후에는

0.808단위만 증가한다. 즉, 모델Ⅰ에서는 방카슈랑스 후가 전에 비해

0.37 낮고, 모델Ⅱ의 경우에도 0.42 낮다. 이는 방카슈랑스 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지배력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업 특성이

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방카슈랑스 전에 비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후

가 낮다. 이는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 보험회사라 할지라도 판매제

휴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기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

보다 낫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상품 특성

상품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단체보험의 경우를 보면 방카슈랑스

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방카슈랑스 전에는 계수

값이 0.329이고, 방카슈랑스 후에는 0.553으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

하다. 따라서 상품포트폴리오에서 단체보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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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체보험 계수 값의 정도를 보면 단체보험의 비중이 1단위

증가할 때 방카슈랑스 전에 비해 후의 경우가 약 23% 더 높은 효율성

증가를 가져다준다. 이는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단체보험이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단체보험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적합한 이유는 단체보험이 일반

적으로 개인보험보다 상품 설계면에서 간단한데 있다고 보아진다. 유럽

의 경우에도 초기 방카슈랑스 단계에서 대부분의 방카슈러가 간단한 상

품을 취급하여 성공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복잡한 상품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Leach, 1996)

사망보험의 경우는 방카슈랑스 전후 비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방카슈랑스 전에는 사망보험이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방

카슈랑스 후에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방카슈랑스 후에는 계

수 값이 -0.290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여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망보험은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비관련 다각화가 관련 다각화에 비해 성과 면에서 우월하지

못하다는 것(Ru m elt, 1974)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판매채널 특성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값 비교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

영변수는 판매채널 특성이다. 모집인의 임직원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

높은 회사가 방카슈랑스 전에는 양의 유의성(모델Ⅰ) 또는 양의 계수

값(모델Ⅱ)을 보였으나, 방카슈랑스 후에는 두 모델 모두에서 부의 유의

성을 보이고 있다. 방카슈랑스 후의 계수 값이 모델Ⅰ과 모델Ⅱ에서 각

각 -0.026, -0.030으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인의 임직원에 대한 상대적 비율은 보험회사가 생산 및 판매 중

조직의 자원을 어디에 더 많이 할당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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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을수록 판매에 더 치중하고, 반대로 낮을수록 생산에 조직의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과 판매의 관계를 분석 결과에 적용시켜보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생산에 치중하는 보험회사가 은행을 채널로 이용

할 경우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회사

는 특유 우위가 있는 생산을 담당하고, 판매에서 특유 우위가 있는 은

행이 판매를 담당할 경우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신계약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방카슈랑스 전에는 효율성

값에 유의하지 못한 변수이었으나, 방카슈랑스 후에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모델 모두에서 방카슈랑스 전에는 부의 계수 값

을 가지면서 유의하지 못하였으나, 방카슈랑스 후에는 양의 계수 값을

가지면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계약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회사의 전체 비용 중

모집활동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모집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회사는 은행과

의 판매제휴를 통해 모집부문에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따라서 효

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집중 특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카슈랑스 전후 모두에서 지방집중도가 높을수

록 효율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델Ⅰ의 경우

지방집중도의 계수가 방카슈랑스 전후 각각 -0.812, -0.664이며 1%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Ⅱ의 경우도 방카슈랑스 전후 계

수 값이 각각 -0.792, -0.663이며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집중도 변수가 효율성 값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방카

슈랑스 이전에 비해 이후의 경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카슈랑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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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방집중도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효율성은 모델Ⅰ에서 0.81 감

소하고, 모델Ⅱ에서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카

슈랑스 후에는 지방집중도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효율성은 모델Ⅰ과

모델Ⅱ에서 모두 0.66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집중도 변수는 계약자가 얼마만큼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구입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 판매채널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회

사의 경우, 인구의 수도권 편재를 고려해볼 때, 대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굳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당 회사의 판매채널을 접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보유계약 비중이

상대적 낮은 회사의 경우는 계약자가 해당 회사의 상품을 접촉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지방집중도가 높은 회사는 낮은 회사에 비해 효율성 값이 낮으나,

수도권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제휴함으로써 판매망을 확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집중도와 효율성간의 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낮

출 수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는 지방집중도가

높은 회사에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좋은 기회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2 . 은행계 보험회사에 대응한 전략

은행계 보험회사에 대응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을 특화하는 전략으로, 일반적

으로 회사규모가 작고 보험시장에서의 지배력 및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에 적합한 기업전략이다. 특화전략은 은행계 보험회사

와 기존 보험회사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또는 시장세분화를 통해 목표시장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함으

로써 달성될 수 있다. 둘째, 보험회사의 규모를 대형화하여 은행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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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규모가 크고 시장지배력

및 자금력이 강한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에 효과적인 기업전략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이

제한적인 현행 국내의 금융여건 하에서는 특화 및 대형화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방카슈랑스환경 하에서 기

존의 보험회사가 특화 및 대형화전략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특화되거나 대형화되면 시장지배

력 및 경쟁력이 강화되어, 향후 은행과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거나 합

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특화 및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

과 협상력이 증대되면 어슈어뱅크 환경이 조성될 때, 은행업에 보다 쉽

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특화전략

국내의 보험회사들은 회사규모나 시장지배력 및 경영전략 등에 따

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이나 상

품이 거의 동일하여 특화된 보험시장이나 특화된 판매채널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험종목 및 상품 측면에서 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일부 외국

계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망·생존·생사혼합 등의 생명

보험, 상해·질병보험 등의 제3분야보험, 연금 등 모든 보험종목 및 상

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일부 외국계 회사와 교보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장기보험 등 모든 보험종목 및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시장 및 고객 측면에서도 특화된 시장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도시의 고소득층 및 전문직 종사자를 목표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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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일부 외국계 회사와 수도권시장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교보자

동차보험 및 지역시장을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는 일부 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정한 목표시장 없이 전지역,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판매채널에서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주로 직

급조직이나 보험모집인을 판매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전화와 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교보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가 직급조직과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을 판

매채널로 활용하고 있어 특화된 판매채널이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적어도 방카슈랑스 초기에는 보

험상품의 개발기술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모든 종류의 보험상품 및 시

장을 공략하기보다는 특정 상품 및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

로 보아진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상품이나 은행창구

에서 판매하기 적합한 보험상품을 특화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프

랑스 방카슈러인 Prédica의 경우처럼 중산층이라는 특정시장을 공략하

여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PB(Private Banking)와 같은 기존의

보험채널에 비해 특화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보

험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회사, 특히 시장지배력이 낮은 보험회사가 은행

계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 및 상품, 보험시장, 판매채

널을 은행과 차별화 하거나, 주어진 자원을 특정시장에 집중하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1) 보험종목 및 상품의 특화

은행계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초기에는 최소한의 인력과 자금력을

특화된 보험종목 및 상품에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만약 규모가 작은 기존의 보험회사가 한정된 인력과 자금력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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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및 상품을 취급한다면, 은행계 보험회사에 비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회사는 보험

종목 및 상품을 특화하고, 현재의 인력과 자금력을 집중 투입하여 인

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

이다.

보험종목 및 상품을 특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은행계 보험회사가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종목 및 상

품을 특화하여 은행계 보험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은행계 보험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특화하여

은행계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가) 은행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및 상품의 특화

은행계 보험회사는 은행의 막강한 브랜드력이나 자금력, 최소한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의한 저렴한 보험가격, 전국 규모의 비용효율적인

은행판매채널의 보유 등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의 보험회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

상품개발능력 및 판매경험 등 보험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기

술 및 기법 면에서는 기존의 보험회사가 은행계 보험회사에 비해 훨씬

경쟁우위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종목 및 상품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회사는 무엇보다도 보험사업의 운영·관리업무, 특히 상품개발능

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은행계 보험회사는 적어도 방카슈랑스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상품개

발능력 등의 부족으로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종목 및 상품에 한정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객의 보험에 대한 니드는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별, 소득별

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종목

및 상품은 고객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리고, 동일한 보험종목이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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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이나 보장규모

및 서비스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험회사는 그 동안 축적하여 온 고객정보 및 데이

터를 분석하여 고객계층별 니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쟁우위에 있는 보

험기술이나 기법을 활용하여, 동일한 보험종목 및 상품이라 하더라도

고객개인별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상품을 개

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보장내용을 결합한 복합형 상품을 개발하여,

단순형 상품을 개발·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계 보험회사보다 상

품면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보험회사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판매채널을 DM,

TM, CM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대체하여 가격경쟁력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유럽의 방카슈랑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80년대에는

DM, TM, CM 등의 신판매채널이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카슈

랑스의 저비용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신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기존의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은행의 보험시장 잠식을 어

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회사는 은행보다 우위에 있는 보험기술이나 기법

및 판매경험을 토대로 상품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저비용의 신판매채널을 적극 개발하여 은행의 저비용 전략에도 대응하

여야 할 것이다.

나) 은행계 보험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보험종목 및 상품의 특화

기존의 보험회사가 은행계 보험회사와 다른 종류의 보험종목 및 상

품을 특화하게 되면, 상품영역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험회사는

별다른 노력없이 안정적인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초기단계에서는 은행계 보험회사와 기존의 보험회

사간에 상품영역의 상이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116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방카슈랑스의 진전 경험을 볼 때, 은행계 보험회사가 단기간에 보험관

련 지식이나 노하우, 상품개발 및 관리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은행계 보험회사들이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은행계 보험회사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보

험기술이나 기법을 습득하게 되면 다른 보험종목 및 상품으로 사업영역

을 확대하게 될 것이므로, 이 분야를 둘러싼 경쟁이 매우 격렬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전략을 선택한 기존의 보험회사는 은행계 보험회사가 이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진출하기 전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보험회사는 은행계 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출초기에 경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종목 및 상품부

문을 과감히 상품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 발생되는 유휴인력

과 여유자금을 특화하고자 하는 보험종목 및 상품에 집중 투입하여 상

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고객 및 시장특화

은행계 보험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은행의 기존고객, 그 중에서

도 특히 우량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은행의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지점을 통하여 저가형 보험상품을 판

매하고,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최근 은행이 설치하고 있는 PB조직을 통

하여 고가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계 보험회사들이 모회사인 은행의 기존고객을 표적고

객으로 특화하게 되면 적은 인력과 자금으로도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목표시장을 집중 공략할 경우, 기존 보험회사의

고객이 은행계 보험회사로 옮겨감으로써 기존 보험회사의 시장을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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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이 일반기업과의 유대관계를 판매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기업고객이 기존 보험회사에서 은행계 보험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기존고객의 유지는 물론이고,

고소득층 고객시장의 확보 및 시장세분화에 의한 시장특화전략을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가) 기존고객의 유지

기존의 보험회사가 은행계 보험회사의 고객특화전략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사의 기존고객이 계속해서 자사의 고객으로 남

아 있도록 하는 고객유지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고객 개인별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

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의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가 많거나 고객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

우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

험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하여 그 점수만큼 보험료

를 할인하여 주거나,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충성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보험회사가 신규고객의 확보에 소요되는 기업자원을 현재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도 기존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기존고객 유지전략으로 성공한 사례로 프랑스의 생명보험

회사인 AGF를 들 수 있다. AGF의 경영진들은 신규고객을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기존고객에

게 다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판매

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기존고객 유지와 관련하여 은행계 보험회사와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수 있는 보험종목은 단체보험 및 기업보험일 것

으로 보아진다.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서는 기존 보험회사 및 은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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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만들어 단체보험

및 기업보험시장을 확대하려고 할 경우 기존 보험회사는 동 시장을 상

실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은 은행과 거래가 빈번하

고, 서로간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은행계 보험회사가 기업고객을 집중

공략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회사는 기업고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기존 보험회사가 단체 및 기업고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회사는 은행계 보험

회사에 비하여 리스크관리 자문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및 기업고객에 대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

험은 물론이고 향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에 대한 리스크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관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험인수기관

으로서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험자문기관으로서의 서비스도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나) 고소득층 고객시장의 특화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은행의 성장과 수익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

는 우량고객을 표적고객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험회사들도 고소득층 고객을 목표시장으로 특화하여 은행계 보험회사

의 전략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무설계사

(financial p lanner)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은행계 보험회사와 차별화 되

는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무설계사가 은행의 PB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여 고소득층을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인간생애가치(hum an life valu e)를 보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설

계사는 은행 PB와 달리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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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런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득층 고객시장을 특화하여 성공한 사례로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들은 대도시의 고소득

층 및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를 표적고객으로

선정하고, 전문 재무설계사 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공략함으로써 시장점

유율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시장세분화에 의한 특화

기존고객 유지 및 고소득층 고객확보 전략이외에도 고객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세분화에 의한

특화전략도 필요하다. 시장지배력이 낮은 보험회사들의 한정된 인력과

자금력으로는 모든 고객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기여도가 높은 고객이나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을 우선 순위화 하고, 이 고객들을 대

상으로 인력과 자금력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런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시장지배력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화전략으로 성공한 외국 보험회사의 사례로 미국의 USSA

와 일본의 태양생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인 USAA는 최

초에 軍관계자와 정부조직의 간부들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전화나

우편 등과 같은 직접판매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을 발판으로 이 회사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

보험회사로 전환하였으며, 그 후 생명보험과 은행 및 신용카드사업에

진출하여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종합적인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중견

생명보험회사인 태양생명은 전국의 중소기업과 그 경영자를 표적고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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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고, 전국법인회, 납세협회 등의 세무사관련단체와 제휴하여,

세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8,500개의 대리점을 판매채널로 활용함으로써

일본 9위의 생명보험회사로 성장하였다.

3) 판매채널의 특화

가) 신 판매채널 특화

은행계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사업전략은,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자사가 담당하고, 보험상품의 판매업

무는 모회사인 은행이 담당하게 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 경우 모회사의

지점은 은행의 본 업무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

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보험판매채널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

라서 은행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의 판매는 기존 보험회사의 판매조직

에 비하여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은행계 보험회사와 가격경쟁을 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사업비

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임직원의 축소, 지점 및 판매조직의 통·폐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이 DM, TM, CM 등과 같은 비용효율적인 보험판매채널을 도입하는 것

일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새로운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은행계 보험회사와의 가격경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존채널 특화

하지만 고객마다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고, 또한 상품내용

에 따라 효과적인 판매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새로운 판매채널

을 모든 고객 및 모든 상품의 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

121



어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상해보험 등

과 같이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내용이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데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연금 등과 같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비싼

상품 등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등과 같은 기존의 판매채널을 통

하여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보험상품은 고객이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

나, 대체적으로 보험모집인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권유에 의하

여 구입하는 상품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계 보험회사들이 판

매채널로 활용하게 될 은행직원이 비록 보험모집인 자격을 갖고 있더라

도 보험에 대한 지식 및 판매경험이 부족하여 상품판매에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연금 등과 같이 상품내용이 복잡하거

나 여러 가지 특약이 복합적으로 부가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는 더욱 고

객을 설득시키기 곤란할 것이다.

또한, 은행직원들은 기존의 은행업무와 보험판매업무를 겸하여야 하

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은행의 판매채널 측면에서 취약점을 파악하여 기존 보험회사

는 보험에 대한 지식과 판매경험이 풍부하고 고객밀착판매가 가능한 보

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기존 보험회사는 은행계 보험회사에 비해 차별적인 보험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채널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모집

인과 보험대리점 중 효율성이 높은 모집인과 대리점은 고소득층 및 상

품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고가인 상품판매에 집중 배치하여 효율성

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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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화 전략

대형화 전략은 고객 인지도가 높은 은행계 보험자회사의 진출에 대

응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보험회사

가 대형화 전략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규모가 확대

되거나 그룹화되어 고객의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시장점유

율 확대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대형화를 통하여 비용우위를 달성할 수도 있

고, 대형화 과정에서 중복되는 조직이나 인력 등을 통폐합 또는 축소함

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의 원

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대형화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보험

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여 대형 보험회사나 보험그룹이

되는 전략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험회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을 인수하여 금융그룹이 되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금융제도에서는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형화전략 중에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존 보험사업의 대형화 및 보험그룹화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1) 기존 보험사업의 대형화

기존 보험사업의 대형화는 현재 보험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

과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여 대형

보험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를 인

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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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보험업관련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56). 따라서

보험사업의 대형화는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거나, 또는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끼리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보험회사가 기존의 보험사업을 대형화하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확대

되어 지배력 및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중복되는

조직이나 인력 및 점포를 감축하거나 통폐합하고 전산설비투자를 축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수대상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주력상품이나 주력판매채

널 및 시장기반이 서로 같은 보험회사간에 대형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주력상품·판매채널·시장기반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에 대형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

화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기존의 보험사업을 대형화한다고 해서 모든 보험

회사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간 결합시 손해보

험의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1년형이므로 시스템 통합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장기이므로 단기간에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기 곤란하여 시스템 운영

비용이 2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한 예로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간의 통합은 영업직원 및 대리점의 구조

조정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하여 통합 초기에는 신계약이 감소

56)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에서는 주요출자자가 생명보험사업자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업은 손해보험사업에 한하며, 주요출자자가 손해보험

사업자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업은 생명보험사업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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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업의 대형화는 대형화 대상 및 형태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득

실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나 주가가 높은 보험회사

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입장에

서는 보험사업 대형화를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화 후 자사의 시

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혈경쟁을 하게 된다면 수익저하로 주가

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업원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이 있을 수 있으나, 또 한 편으로는 지주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전개

가 기대되므로 오히려 직업의 안전성이 대형화 전보다 더 보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보험사업을 대형화할 경우에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각 이해관계자의 득실을 검토한 후에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그룹화

보험그룹화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과 상이한 보험사업을 영

위하는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보험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의 보험회사가 현행 국내의 금융제도하에서 보험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화 하거나, 또는

다른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보험그룹의 장점은 부수업무를 관리하는 조직과 판

매조직 등을 통·폐합하거나 분리하여 비용의 효율성과 업무의 전문성

을 제고하는데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그룹이 고객에게 종합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므로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대형 보험그룹으로 성장하게 되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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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시장지배력이 향상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자금력 및 브랜드력이

강화되어 향후 규제완화로 금융그룹을 추진할 경우 은행과 대등하거나

유리한 위치에서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추진하거나, 은행의 인수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국의 보험회사 중에서 보험그룹화로 성공한 사례로는 프랑스의

보험회사인 AXA와 독일의 Allianz를 들 수 있다. AXA와 Allianz는 다

국적 기업으로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보험 및 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자사의 브랜

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험그룹화를 추진하고 있다.

AXA는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세계 각국의 보험회사

와 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국적 금융그룹으

로 성장하였다. 독일에서는 독일 제4위의 보험회사인 AXA Colonia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독일 보험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Deu tsche Bank의 보험자회사인 Deu tscher

Herold의 인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Equ itable, Donaldson, Lufkin & Jenrette, Alliance Cap ital 등을 자

회사로서 소유하여 왔는데, 2000년에 추가로 펀드관리회사인

Sanford C. Bernstein를 인수하였다.

독일의 보험회사인 Allianz는 독일내에서 생명보험회사인 Allianz

Lebenversicherung에 대한 Munich Re의 투자지분을 인수하여 완전

한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손해보험회사인 Bayerische

Versicherungsbank와 Frankfu rter Versicherungs에 대한 Munich Re

의 투자지분도 인수할 계획으로 있다. Allianz는 글로벌 전략을 추

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보험회사인 AGF와 이탈리아의 보험회사인

RAS 및 영국의 보험회사인 Cornhill를 인수하는 등 유럽에서 보험

회사의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화폐통합으로 인

하여 향후 Allianz의 유럽보험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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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llianz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자산관리, 재보험, 손해보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에

는 자산관리부문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미국의 주식형 펀드전문회사인

N icholas Ap legate를 22억 2000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그 직후인 5월

에 고정수익 기금관리회사인 PIMCO Advisors를 33억 달러에 인수하였

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제51위의 생명·건강보험회사인 Allianz

Life In su rance를 인수하여 생명보험시장에도 진출하였는데, 현재 미

국에서의 생명보험사업 발전이 자사의 외적 성장계획의 핵심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명보험사업을 더욱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보험회사와 자산관리회사

등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Allianz는 세계적인 보험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그룹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보험그룹으로 성장한

AXA와 Allianz는 보험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

로 한 막강한 자금력과 브랜드력으로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은행을 인

수 또는 설립하여 은행을 판매채널화 함으로써 보험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57).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업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보험그

룹을 형성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무, 클

레임서비스업무, 시스템업무, 리스크 메니지먼트 업무, 의료·실버서비

스업무 등과 같은 부수업무를 각각 분리·통합하여 자회사화 함으로써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와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과 판매기반을 상호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손보 패키지 상품의 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인의 일사전속

57) Allianz 보험회사는 2001년 초 독일의 Dresdner Bank를 234억 달러에 인수

하였는데, Allianz와 Dresdner의 결합으로 세계 4위 규모의 금융그룹이 되

었음 현재 Allianz는 Dresdner Bank의 지분을 21.4% 보유하고 있는데,
Allianz 생명보험판매의 20% 가량이 Dresdner Bank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127



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손보사간에 교차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매채널과 판매기반을 상호 활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제3

분야보험 이외에는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손

보 패키지 상품의 개발 등이 불가능하여 아직까지는 보험그룹화로 인하

여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적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보험상품의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등 이러한 제한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그룹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는 지금

부터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

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보험회사들이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그룹의 형태는

다음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 장래의 보험지주회사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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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구입

지역별 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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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sail) 판매회사

자료 : 닛세이 기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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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회사 매각전략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기존의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전략의

하나로 보험회사의 매각을 들 수 있다.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경

우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어 경쟁력이 약한 보험회사는 시장

에서 퇴출 되거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타 금융기관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험회사가 인수될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주가나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보

험회사의 임직원이나 판매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조조정

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구조조정의 대상

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피인수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은 인수 주체

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관

리인력이 대부분 중복됨으로써 대부분이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

면, 은행에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관리부문에서 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많은 관리인력이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주주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 입장에서는 은행에 의

한 인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판매조직 입장에서는 인수주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구조조정

의 대상이 되기 쉽다.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판매조직이 중복되기

때문에 피인수회사의 판매조직 대부분이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한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인수 보험회사의 판매조직

은 정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카슈랑스의 목적이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인수 주체 은행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능력과 보험인수 및 사정업무 등과 같은 보험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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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하우와 기술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인수 주체 은행은 보험회사의

기존판매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판매조직은 구

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판매채널의 비용효율화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방카슈랑스를 추진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판매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기존의 보험회사를 인수할 가능성

은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기존의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은행이

필요에 의하여 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전자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하우 축적 정도와 판매채널의 경쟁력 등

을 중심으로, 그리고 후자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은 보험회사의 자본구

성 및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인수여부

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 자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보험회

사는 은행의 인수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사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보험고유업무에

대한 노하우 등을 확보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매조직을 효율

화·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을 고수익·저위험 투자로 전환하여 자산건전성을 제

고하여야 할 것이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준비금의 충실화와 재보

험의 이용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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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서의 전략

방카슈랑스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방카슈러 또는 은행의 입

장에서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의 입장에서 방카슈랑스의 기회 및 위협, 기업 및 사업전략을 실증분석

과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58)의 특성으로는 첫째, 판매채널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보험생산 보다는 판매 활동에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할당하고

있는 회사가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집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회사가 은행과의 판매제휴를 통해 모집부문에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

고, 따라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가 보험회사에 가져다주는 기회가 보험회사의 가치

사슬 중 판매활동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적합한 보험상품 특성을 보면 단체보

험은 적합한 상품이나, 사망보험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체보험이 적합한 이유는 상품의 단순성에서 찾을 수 있고, 사망보험이

부적합한 이유는 은행업무와 유사성의 정도 또는 관련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은행 업무와 유사성이 별로 없는 사망보험은 제휴 대상 상품

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단순 보험판매자로서 역할을

고려해 볼 때도 상품특성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있다. 즉, 은행은 일반기

58)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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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거래관계 빈번하여 유대관계가 강하고,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험 위주의 단체보험을 판매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서 은행은 커미션을 지급 받는

단순 보험판매자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고 판매고를

높이려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다. 언더라이팅이 중요한 사망보험에서

판매고 중심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효율성

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시장지배력이 낮은 회사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

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 보험사라 할지라도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지방집중도가 높은 회사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제

휴 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집

중도가 높은 회사도 시장지배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제휴 방카

슈랑스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방집중도가 높은 회사가 수도권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제휴함으로써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아진다.

2 . 은행계 보험회사에 대응한 전략

방카슈랑스 형태 중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카슈랑스는

은행과의 판매제휴 형태이다. 보험회사는 은행과의 판매제휴가 지속되

는 한 판매채널에서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험에

서 나타나듯이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

으로 은행은 자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려 할 것이다.

이는 은행이 보험회사에 비해 명성, 브랜드력 및 고객 충성도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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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우위를 보험회사와 공유하기보다는 내부화

(internalization)하려고 하고, 그 결과 보다 통합된 형태의 방카슈랑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에서 은행이 지분을 계속하여 늘리거나, 판

매제휴와 결별하고 직접 자회사를 세우게 되는 사례를 유럽의 방카슈랑

스 발전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Midland 은행은 Com m ercial Union 생명보험회사

와 1988년 합작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지분을 증가

시켜 결국 합작투자기업이 Midland 은행의 100% 지분 자회사가 되었

다. Abbey N ation al 은행과 H alifax 주택대부조합이 판매제휴에서 직

접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게된 이유 역시 내부화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프랑스의 Credit Agricloe, 독일의 Comm erzbank, 이탈리아의

UniCred ito 역시 판매제휴 형태로 방카슈랑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

사 특유 우위(firm -sp ecific advantage)를 내부화하기 위해 보험자회사를

만들었다.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가장 우려하여야 할 부분은,

Abbey N ation al 은행과 H alifax 주택대부조합의 판매제휴 파트너인

Frien ds Provident와 Stan dard 생명보험회사가 경험하였듯이, 판매제휴

가 끝난 후 자사 계약자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게 빼앗기는 경우이다.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이 허용된다면, 동등한 여건으로 미국 Pru d ential,

Metrop olitan 생명보험회사, State Farm 손해보험회사, 영국 Pru d ential,

Stan dard 생명보험회사와 같이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은행의 보험진출

에 상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은행과 보험간의 진·출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자의 대량 유출은 기존 보험회사

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취

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은행계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사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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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거나, 시장세분

화를 통해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특화전략을 제시

할 수 있다. 특화전략은 비교적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규모 보험회사

에 적합한 기업전략이다.

은행계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사에 비해 브랜드력 및 판매채널 비용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 보험상품의 생산, 기술 및 판매 경험 측면

에서는 기존보험회사보다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행 직원들

은 기존의 은행업무와 보험판매업무를 겸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

한 상세 설명 및 계약자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

무설계사처럼 가정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도 곤

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은행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존 보험회사가 우위에 있는 요

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회사는 은

행계 보험회사에 비해 리스크관리 자문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가

질 수 있다. 또한 재무설계사를 활용하여 은행과 달리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존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함과 동시에 조직의 역량을 특정

부문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이 낮은 회

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중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장지배력이 낮은 회사가 현행과 같이 모든 보험종

목과 전지역, 전국민을 대상을 보험사업을 영위한다면 조직의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판매채널 우위가 있는 은행계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종목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한정하여 집중 공략한다면 시장

지배력이 낮은 기존보험사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

력이 낮은 기존보험사는 보험종목, 고객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여 유휴

인력과 여유자금을 집중 투자하여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형화 전략으로 크게 동일 보험사업 회사간 통합을 통한 대

형화와 이종 보험사업간 통합을 통한 보험그룹화가 있다. 대형화 전략

134



결론

은 규모가 크고 시장지배력 및 자금력이 강한 대형 보험회사에 적합한

사업전략이다.

AXA와 Allianz의 사례에서처럼 대형화 전략이 목적하는 바는 비용

절감과 종합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신임도를 높이고, 브랜

드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어슈어뱅크 환경이 조성

될 때 은행과 대등하거나 유리한 위치에서 은행과 제휴 또는 은행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은행업에 진출하는데 대형화의 목적이 있다.

셋째, 은행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보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대

비하여 인수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보험회사는 자사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생산 기술, 판매 경험 및

보험사업 역사 등이 자사 가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체

계적으로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등에 의해 한계를 가지듯

이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실증분석이

방카슈랑스의 여러 형태 중 판매제휴에만 한정되어 분석된 한계가 있

다. 비록 국내에서 방카슈랑스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방카슈

랑스가 진전되면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여러 형태의 방카슈랑스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방카슈랑스 유형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이 상이할 것

이므로 다른 형태의 방카슈랑스에 대한 실증분석 역시 필요한데, 본 연

구에서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등의 제약으로 판매제휴 이외의 방카슈

랑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 대한 분석에서도 방카슈랑스 후의 실

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에 한정하여 실증분석

을 한 한계가 있다. 시나리오 분석은 가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의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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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외국 방카슈랑스의 경우 최근 몇 몇 회사가 은행과의 결합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Bu siness Week, 200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

유 및 결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분석되면 방카슈랑스 경험이 없는 우리 나라의 보험회사, 은행 및 감독

당국에게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관련 자료의 수집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 지적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후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형태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보험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감독과제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겸업환경에서는 분리주의 환경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감독과제가 있을 것이다. 즉, 분리주의 환경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

으나 겸업주의 환경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감독과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감독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시

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감독과제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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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방카슈랑스 전후의 생·손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그림 1> 방카슈랑스 전후의 생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5%일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그림 2> 방카슈랑스 전후의 생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5%일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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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카슈랑스 전후의 생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20%일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그림 4>방카슈랑스 전후의 손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5%일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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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카슈랑스 전후의 손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5%일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그림 6> 방카슈랑스 전후의 손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20%일 경우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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