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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환 기 이후 소수 부유층으로 부(wealth)가 집 되는 상이 지속

됨에 따라 부유층 상의 자산 리서비스는 융기 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기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자산 리서비스에 

한 연구는 자료의 제약 등을 이유로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

서는 자산 리서비스의 주요 목표인 부유층 고객에 한 시장 규모 추

계를 통하여 자산 리서비스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추정하고자 하 으며, 

한 보험회사의 련 서비스  황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동 시장

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증 를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 결과, 

2010년 상  10%에 해당하는 부유층의 순 융자산규모는 275조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향후 자산 리서비스의 시장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 융화시 의 보험회사 생존과 역할 

증 를 해서는 고객의 편익 극 화를 한 자산 리계좌의 허용, 투

자자문  일임업무에 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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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융기 들은 이익기여도가 높은 부유층 고객

을 상으로 종합 인 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추가 으로 융기 의 수익을 확보하고, 향후 성장

을 도모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외환 기 이후 소수 부유층으로 

부(wealth)가 집 되는 상이 지속되고, 이들의 이익기여도가 높아졌으

며, 다른 한편으로 융산업 재편과 경쟁심화에 따라 안정 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수익원의 확보가 융기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는 에서 부유층을 상으로 한 자산 리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의 역할을 해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

기 의 자산 리서비스에 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컨  우리나라 부유층의 자산 리서비스에 한 기존 연구(삼성경제연구

소 2003, 한국 융연구원 2003, 하나 융경 연구소 2006)는 은행의 라

이빗 뱅킹을 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 부유층시장에 한 자산 리서비스 제공의 요성에 일  을 

뜬 선진외국의 경우 컨설  회사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부유층 시장의 규

모  특성을 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류상 ․강석훈(1999), 이정우․이성림(2001), 최바울․김성

환 (2003), 김진욱(2003), 신문식․이경희(2004) 등의 연구가 있으나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는 외환 기 이후에야 비로소 자산 리에 한 

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 다는 사실과 자료제약에 기인한다고 단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자산 리서비스에 한 개념을 고찰하고, 자산 리

서비스의 주요 목표(target)인 부유층 고객에 한 시장 규모를 추계한 뒤, 

이를 통하여 련 서비스의 성장성  잠재력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특

히 부유층 자산 리서비스에 한 융기   보험회사의 련 서비스 

 황을 살펴 으로써 향후 부유층 자산 리서비스시장에서 보험회

사의 역할을 확 시킬 수 있는 제도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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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산 리서비스 개요 

1. 자산 리서비스 개념

(1) 자산 리서비스의 의의 

자산 리서비스에 한 정의는 시 ․지역별로 상이한 성격을 갖

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융자산을 많이 보유하

고 있는 부유층 규모의 확 에 따라 이들이 융기 의 이익에서 차지

하는 비 이 증가하고, 규제완화에 의한 융겸업화가 맞물리면서 자연

스럽게 제공되기 시작한 종합 융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자산 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Service)는 부유층 는 잠재 부유층

을 상으로 재무 설계(financial planning), 자산운용(asset management)에 

한 종합 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에

는 업무 역의 제한으로 특정 상품 개, 자산운용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은퇴  노후 비, 상속 비, 가족보장 등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

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재무목표 달성을 해 지속 으로 자문서비

스를 제공해주는 종합재무컨설  서비스로 확 되었다. 

종합 인 자산 리서비스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고객

의 가족상태, 재무상황 등을 악하여 종합 인 자산상태를 분석한 후, 

고객의 재무목표  험선호도(risk tolerance) 등 투자성향을 악한

다. 2단계에서는 진단된 재무상태와 재무목표간 차이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해 다양한 융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하게 된

다.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경제  융환경, 조세제도 등 시장상황과 고

객의 자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속 으로 검하여 재구성하고 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융기 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되고 이와 련된 자문수수료(fee)나 상품 개에 수반되는 개

수수료(commission)를 수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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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업무 내용 수익

고객자료 * 고객의 재무상황, 가족상황 등 파악

고객진단
* 고객의 재무목표 및 위험선호도 진단
* 현 재무상태의 평가 및 차이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포트폴리오 구성
* 비금융서비스 고려

자산운용
* 적정 상품의 구성, 판매, 운영
* 비금융서비스 제공

평가, 분석

* 주기적 실적 평가, 차이 분석
* 제반 환경변화에 따른 수정사항 분석

자

문

수

수

료

* 판매
  수수료
* 운용
  수수료
* 서비스
  수수료
    등

<그림 Ⅱ-2> 자산 리서비스의 단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3), p. 29 재작성.

(2) 자산 리서비스의 주요 내용 

융기 이 부유층 고객의 개별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계획 실 을 한 다양

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합자산 리서비스에 요구되는 각

종 계획과 이와 연 된 상품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련 계획(investment planning)이 필요하다. 고객의 투자 

목표  험선호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을 배분하며, 

자산배분 후 특정 자산군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정하여 다각화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한다1). 이러한 투자계획을 실 시키는 투자수단으로는 

통 인 주식,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해외투자, 자산 리계좌(managed accounts) 등이 활용될 수 있다.

1) Esperti, Robert A., Renno L. Peterson(200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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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속  세 련 계획(estate and tax planning)이 필요하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과 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는 이것이 

재무계획  가장 요한 요소이다. 상속 계획은 소유한 자산을 원하는 

상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 하는 것에 한 것으로 

자산을 가장 효율 으로 상속인에게 이 하는 방법을 비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유언서비스, 신탁(trust) 설정 등을 포함하

며, 추가 으로 은퇴계획, 증여, 소득세 등도 포함된다. 한, 각종 투자

행 , 상속 등 법률행 와 련하여 세무․법률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하다. 부유층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 의  규모도 높아서 

세에 한 심이 높기 때문에 종합자산 리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

이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각종 리스크를 리하기 해 험 리(risk management)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리스크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

보상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보험상품  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리

한다. 생명보험은 가장 요한 기능이 사망보장이지만, 부차 으로 

험 투자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해약환 (cash-value)을 활용하여 

출 리와 정 이율간 차이만 부담하면 은행의 출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은퇴와 련된 계획(retirement planning)이 필요하다. 오늘날

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상태로 장수를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퇴계획의 요성이 이 보다 훨씬 높아졌다. 재 소득, 가능한 

축 액, 은퇴를 해 필요한 소득, 은퇴 후 소득원 등을 악하여 은

퇴자 을 마련하기 한 투자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다섯째, 부동산 련 계획(real estate planning)이 필요하다. 우리나

라 부유층의 경우 부동산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이 많고, 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의 비 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련 서비스에 한 수

요가 높다. 련 서비스로는 부동산 임 차 리, 부동산 개  컨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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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자녀교육과 련된 계획(education planning)으로 자녀의 

학교육  해외유학을 한 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술품 투자, 자선(charity), gold banking, family office 등

과 같은 부가서비스가 있다.

2. 자산 리서비스 유형  수익구조와 성장요인

(1) 자산 리서비스의 유형

선진외국의 자산 리서비스는 부유층을 상으로 종합 인 융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사가 속하는 업종의 특

성에 맞게 자사의 장 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심으로 운 하

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 종합 인 융서비스 제공을 하여 필요

하다면 외부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형 융그룹의 경우 

그룹 련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은행의 자산 리서비스는 주요 목표고객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제

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표 Ⅱ-1 참조>). 

  

유럽형 미국형

상고객 통 인 부유층 신흥자산가

주된 업무내용 자산유지 리 자산증

경쟁우  요소 네트워크 자산운용기술

<표 Ⅱ-1> 자산 리서비스 유형  특징

스 스 은행으로 표되는 유럽형의 경우 주로 보수 인 거액자산가

를 상으로 자산의 안정 인 리  보 에 을 두는 자산 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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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 에 걸친 형 인 부유층을 주된 상

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증 보다는 자산유지  기 유지에 한 욕구

가 높다는 을 고려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경쟁력은 자산 리 리인

으로서 자신이 속한 융기 , 경우에 따라 타 융기 의 문가를 이

용하여 얼마만큼 고객입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표 인 융기 으로 UBS, Credit Suisse, Deutsche 

Bank 등을 들 수 있다. 

미국형의 경우 일정수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신흥자산가를 심고

객으로 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산증식을 시하는 고객욕구를 충족

시키기 하여 치된 자산을 운용한 고수익의 획득에 을 두는 자

산운용형 모형이다. 이 때문에 상고객의 고 험(high risk)․고수익(high 

return) 성향을 고려한 고객의 자산운용 효율성 확 를 한 자사운용

기술의 차별화가 요한 경쟁우  요소가 되는 유형이다. 

이 외에도 독립된 Family office와 FP(Financial Planning) 문회사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유형이 있다. 이 두 유형은 공통 으로 Wealth 

Management 개념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는 있으나, 자

의 경우 상고객이 주로 미국과 유럽 등의 명문가를 심으로 제공되

고 있으며, 후자는 일정 액 이상의 부유층을 상으로 제공된다는 차

이 이 있다.  

(2) 자산 리서비스의 수익구조

자산 리서비스의 기본 인 수익모델은 포트폴리오에 따른 수수료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거래단

 수수료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BCG에 의하면 주요 자산

리 서비스의 수익 가운데 45% 정도가 자문 수수료  운용 수수료 등

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외 25%는 

순이자 수익에서 나오며, 20%는 거래단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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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험회사의 경우 제도 인 제약 등으로 자문서비스 등의 제공이 불

가능한 것과 같은 실 인 문제로 인하여 수익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수

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의 자산 리서비스는 자산운용, 세 , 신탁, 

상속, 부동산 등에 한 종합 융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개인의 건강, 취미

활동, 자녀교육 등 고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애 리(total life 

care)서비스로 확 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자산 리사업을 둘러싼 융

기 의 수익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 리서비스에 

한 보험회사의 역할 증 를 해서는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수익구조 해외 사례

기본

수수료

자문

수수료

연간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부과

(포트폴리오 구성, 탁수수료  경비 / 운용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용 )

운용

수수료

연간 포트폴리오 리 명목으로 부과

(거래 규모별 차등 용/운용자산 비 0.5~1.5%의 수수료율 )

성과수수료
일정비율 이상(hurdle rate 100%)의 수익 창출 시 과 수익의 

10~20% 형태로 용

거래단 수수료
운용수수료 비부과시 는 낮은 운용수수료율 용시 매 거래건

당 수수료 부과(상품 종류  상품 출처에 따른 차등 용)

순이자수익
고객 융자산의 은행 계정 등 치에 따른 이자수익  고객 

상 출에 따른 이자수익

기타 수익

Off-Shore Custody, Trust/Estate Planning & Management, 

Retirement Planning, Personal Taxation, 보고서 발송 지불  결

제, 수표 추심 등의 명목

자료: 김우진, 「국내은행의 PB사업 황과 과제」, 융연구원, 2003.

<표 Ⅱ-2> 자산 리서비스의 수익구조

(3) 자산 리서비스시장의 성장요인

1) 리 상

고 리가 지속된 1990년 까지만 해도 특별히 자산 리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도 높은 리에 힘입어 자산의 형성  증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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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00년  들어서는 물가를 반 한 실질 리가 0～1% 수 으로 

낮아지면서 자산 리 환경이 격히 악화되었다. 리 환경에서는 

리생활자들의 자 운용이 매우 곤란해졌으며 과거와 같이 리에 의존

하는 자산 리 방식으로는 자산의 실질가치 보   증 가 어렵게 되

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유층들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리 상이 기

조 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외에 투

자상품 심의 자산배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변액보험, 해외투자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심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리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융상품에 한 고객의 니

즈가 변화되어 기존의 확정 리 상품, 정형화된 융상품, 국내투자상품

에서 탈피하여 생상품을 활용한 주가․ 리․환율 연동상품, 맞춤형 

융상품, 해외투자상품 등으로 선호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투자형 상품은 험이 없는 ․  상품과 달리 험을 수반하

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특성에 해 자문을 해  수 있는 융 문가에 

한 니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부유층의 융자산 규모 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부익부 빈익빈 상이 심화되면서 소수의 

상 계층으로 소득  자산이 편 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소득집 도를 나

타내는 지니계수가 1996년 0.295에서 2003년에는 0.306로 크게 높아졌

다2). 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액계좌 동향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융상품 체에서 거액 의 계좌 수  잔액이 꾸 히 증가하고 있

다. 계좌당 5억원을 과하는 거액 축성 의 계좌 수는 2000년 말 

2)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하고 분배가 잘 이 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2004),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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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7천좌에서 2002년 말 5만 9천좌, 2004년 말 6만 3천좌, 2005년 말에

는 6만6천좌로 꾸 히 증가하고 있다3). 

3) 고령화 사회의 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격한 변화도 체계 인 재무설계  자산 리

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

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

입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 인 소득확보가 매우 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인 은퇴연령을 55세라고 가정하면 제1차 베이비 

붐 인구계층이 2010년부터 본격 으로 은퇴단계에 어들 것으로 상

된다. 은퇴를 앞둔 규모 인구집단으로 인해 안정 인 노후를 한 은

퇴설계의 필요성이 두되었으며, 이 때문에 융기 의 체계 인 컨설

이 요구되었다. 즉, 평균수명의 증 로 인해 은퇴자  비 은퇴자들

은 미래 비를 한 장기 인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 으며 

은퇴 후를 한 자산축 에 더 많은 심을 갖게 된 것이다. 

4) 부유층의 이익기여도

외환 기 이후 우리나라 융기 들은 신용 험이 높은 기업 련 

업무보다는 상 으로 험이 은 가계부문의 업을 강화하 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문 에서도 고액자산가 심으로 이익에 한 공헌도

가 높은 고객을 차별하여 리하는 마 이 속히 성행하 다. 부유

층 고객을 상으로 한 서비스는 업무의 특성상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안정 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이 융기 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

용하 다.

은행의 경우 일반고객은 출 주로 거래 계를 맺고 있으며, 출

3) 한국은행(2006), 「2005년  은행수신 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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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종료시 거래가 단 되고, 상 으로 빈번한 거래에 따른 비용요

인이 많이 발생하지만, 보유한 자산이 어 교차 매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익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지 이 많다. 반면, 부유층고객

의 경우 거래빈도가 높지 않아 수반되는 비용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

액의 ․ 을 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 력을 바탕으로 간

투자상품, 신용카드, 보험상품 등 교차 매율이 높아 이익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보험회사의 경우도 컨  생명보험사 보장성 상품의 경우 사

고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어 비록 사망보험의 가입 액에 한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10억 이상 고액일 경우 재보험으로 출재하기 어

렵기 때문에 실무 으로는 1인당 10억원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은행, 증권사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지만, 상  

10%고객이 체비차익의 70%정도를 차지하는 등 일반고객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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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유층 자산 리서비스시장의 규모추계

1. 부유층의 정의

부유층을 상으로 한 자산 리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해서는 부

유층의 분류기 에 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지만, 일반 으로 통용되

고 있는 정의는 없다. 따라서 컨설 기 과 부유층을 상 로 업을 하

는 개별 융기 은 자사에 합한 분류기 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몇 가지 정의를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미국 연방 비 원회(Federal Reserve Board )의 정의로서 “연간 소

득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순자산(net worth)이 상  10%에 속하는 가

계”를 부유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 생명보험 마  연구회

인 LIMRA에서는 FRB의 가계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SCF) 

자료를 활용하여 융자산(financial asset) 기 으로 부유층 가구를 구

분하 다.4) 융자산 25만 달러 이하인 가구를 일반계층, 25만 달러 이

상인 가구를 부유층으로 구분하 다. 부유층 가구를 융자산 규모별로 

다시 세분하 는데, 2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 보유 가구를 

부유층(mass affluent),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보유가구는 일

반부유층(affluent),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 가구는 부유층

(high-net- worth), 500만 달러 이상 가구는 최고부유층

(pentamillionar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LIMRA는 융자산 외에 

연간소득(income) 기 으로도 미국 가구의 계층을 구분하 는데, 10만 

달러 이하 가구는 일반계층,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부유층으로 정의하

다. 소득기 에 의해 부유층 가구를 세분하여 가구소득 10만 달러 이

상 20만 달러 미만을 부유층, 20만 달러 이상 가구는 일반부유층으

로 나 었다. 넷째, 보스턴 컨설 은 2003년 기 으로 융자산 100만 

4) LIMRA International(2003b),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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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약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유층으로 정의하 다. 이상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층 분류기 이 다양하여 그에 따라 부유층 가

구 수  자산규모 차이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5) 

본 연구는 부유층을 소득의 150% 이상인 계층과 소득수 과 

계없이 상  10%에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정의한 뒤, 이  후자에 근

거하여 부유층 자산시장을 추계한다. 

2. 사용자료 개요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  마지막 조

사자료인 2000년 자료이다.6) 이를 사용한 이유는 국  가구를 상

으로 한 기존의 1991년과 1996년 자료와 달리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외

에 축․부채, 가구내구재 보유 황 등 가계자산에 해 심층 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의 목 인 부유층 련 융자산 추정에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가 가장 한 것으로 단되었다.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에 하여 개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기간은 소득과 지출의 경우 2000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가구내구재 보유 황과 축  

부채에 한 사항은 2000년 12월 31일 재 기 이다. 조사는 2001년 5

월 7일부터 5월 18까지 12일 동안 이루어졌다. 둘째, 조사항목  본 연

구와 한 련이 있는 것은 축  부채 련 항목 등 2개 항목으로 

축항목별 립․불입․투자  총액, 차입방법별 부채 등이다. 셋째, 

5)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부유층에 한 심보다는 빈곤층에 한 심이 있

어 OECD와 세계은행에서는 가구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부유층은 빈곤층에 한 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 인 경향인데, 국내 연구  류상 ․강석훈(1999), 김진욱(2003) 등은 

소득의 150%이상인 계층을 부유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6) 1991년부터 5년 간격으로 조사된 『가구소비 실태조사』는 2000년까지 이루

어졌지만 2003년부터 기존의 『도시가계조사』에서 확  개편된 『가계조

사』가 시행된 이후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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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련 항목으로 3개 조사항목이 있는데,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

액,  거주 주택이외의 부동산소유여부  평가액, 임 보증  여부  

액 등이다. 넷째, 조사 상가구는 표본조사구내에서 정상 인 가계수

지 악이 가능한 약 27,000 표본가구 는데, 2인 이상 가구에서 음식

, 여 , 하숙업을 경 하면서 주거를 겸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업

을 해 고용한 종업원이 2명이상 같이 사는 가구, 외국인가구, 직장동

료, 친구, 선후배 등이 같이 사는 비 연 집단가구, 1인 가구에서는 15

세 미만인 사람, 사회시설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 인 환자 등은 제

외하 다. 

상기 사항  본 연구의 주요 심 항목인 축․부채 사항에 해

서 상세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축액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재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액으로써 요구불  

(보통 , 당좌  등), , 부 (개인연 , 보험 제외), 축성보험, 

목돈 , 목돈 탁, 주식, 채권, 개인연 ( 축․신탁․보험), 곗돈불입

, 빌려  돈 등을 조사하 다. 다만, 국민연 , 공무원연 , 군인연 , 

사립학교 교원연  등의 연 기여 과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축

에서 제외하 다. 부채액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재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마련, 가계생활비 마련 등과 같이 순수한 

가계용 부채로써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부채액을 조사하 고, 융기

 출, 직장 출, 사채, 서비스, 마이 스통장, 계탄 후 불입해야

할 돈, 외상  할부액(신용카드 미결제 ) 등은 포함하 다. 이상을 정

리한 것이 <표 Ⅲ-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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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요구별 

부채

융기 출

직장 출

축성 보험 사채

목돈 서비스

주식 마이 스통장

채권 계탄후 불입

개인연 외상  할부

계돈불입 기타

빌려  돈

임 보증세보증

보증부 월세보증

<표 Ⅲ-1> 축  부채 조사액

자료: 통계청(2002),『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

다음은 소득 기 의 부유층 구분을 해 사용한 『가구소비 실태조

사』에서 조사된 소득에 하여 설명한다.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

사』에서 조사된 소득유형에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소

득, 재산소득, 이 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은 가구주 

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가로 받은 보수로서 

, 상여 과 제 수당을 포함하며 세 과 각종 부담 을 공제하기 의 

총액, 사업소득은 가구주 는 가구원이 자 자나 고용주의 지 에서 

사업을 경 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일반 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가계에 들어온 액, 재산소득은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 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 료 등 재산  

소득, 이 소득은 각종 연 법에 의해 지 받은 국민연 , 공무원연  

등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 받는 세민 생활보조 , 타가구로부터

의 이 수입 등, 비(非)경상소득은 축의, 조의 , 퇴직   연 일시

 조사 상기간 동안 가계에 충당된 액 등, 기타소득은 퇴직 , 연

일시 , 경조 , 비경상 인 보조 , 보상 , 손해보험 탄 돈 등을 합한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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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

(1) 추계방법

본 연구는 부유층 자산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해 부유층을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 다. 첫째, 기존 연구에 따라 소득의 

150% 이상에 해당되는 소득계층을 부유층으로 한다. 둘째,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상  10%의 소득계층을 부유층으로 정의한

다. 이에 더해 상  10% 소득계층을 다시 상  1%계층과 5% 계층으로 

구분하여 모두 세 개의 부유층을 구분하여 평균소득  평균순 축 등

을 제시한다. 소득기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재산소득

을 합산하여 총소득으로 하 다.7) 소득계층을 10분  계층으로 나  방

법은 총소득을 기 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로 자료를 배

열한 뒤 각 표본의 가 치의 합이 0.1(10%)이 되도록 조정하여 구분하

다. 기존 연구(신문식․이경희 2004)는 통계청 발표 기  가구원별 가

구  4인 가구만을 상으로 그  10%만을 부유층 가구로 정의하

음에 반해, 본 연구는 그와 달리 가구당 총소득을 기 으로 처리하 다. 

그 이유는 3인 이하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 하기 함이

다. <표 Ⅲ-2>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3인 이하 가구들이 거의 60%에 

가깝다. 따라서 4인 이상 가구만으로 부유층을 한정하면 실의 부유층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될 것으로 단하여 가구원수와 무 하게 10분  

계층에 속하는 가구들을 모두 포함시켰다8). 

7) 이 소득은 엄 한 의미에서 부유층과 련된 소득으로 하지 않아 배제

하 다. 

8) 부유층자산 리서비스가 자녀에 한 상속과 교육으로 인한 욕구로 인해 이

루어진다는 에서 3인 이상 가구들을 상으로 부유층을 정의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지 도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표 

III-2> 참조), 2인 이하 가구가 체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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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2000*
2,113

(100.0) 

32

(1.5)

206

(9.7) 

431

(20.4) 

904

(42.8) 

355

(16.8) 

138

(6.5) 

47

(2.2)

2003
15,297,892

(100.0)

2,505,381

(16.4)

3,076,499

(20.1)

3,210,603

(21.0)

4,719,606

(30.9)

1,386,780

(9.1)

291,142

(1.9)

107,880

(0.7) 

2004
15,538,741

(100.0) 

2,589,453

(16.7) 

3,176,858

(20.4) 

3,262,245

(21.0) 

4,777,034

(30.7) 

1,358,825

(8.7) 

274,675

(1.8) 

99,650

(0.6) 

2005
15,788,962

(100.0) 

2,677,027

(17.0) 

3,280,046

(20.8) 

3,313,818

(21.0) 

4,834,615

(30.6) 

1,331,576

(8.4) 

259,783

(1.6) 

92,097

(0.6) 

<표 Ⅲ-2 > 통계청『장래가구추계』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주: *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한 부유층(10분 )의 가구원수별 분포.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유층 규모 추정의 근거자료가 2000년 

자료라는데 있다. 근본 인 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나 최근 추세를 반

하여 2005년 기  자료로 환산하고자 하 다. 환산소득 추출방법을 상

술해보면, 첫째 2000년 이후의 소득 증가율을 구하 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도시가계조사』,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가계조

사』자료의 각 유형별 소득증가율을 통계청 발표 10분  자료로써 구하

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 구한 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농림축어업소득, 재산소득이었으므로 『도시가계조사』와 『가계

조사』에서 해당 소득을 찾아 분 별로 소득증가율을 구했다. 다만, 농

림축어업소득은 두 조사에서 찾을 수 없어 근로․사업․재산소득의 연

도별 증가율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환산하 다. <표 Ⅲ-3>은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에서 구한 분 별 총소득액(평균소득이 아님)을 보

여주고 있다. 부유층으로 정의한 10분 를 보면, 상 로 재산소득이 

체에서 34.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도 각각  38.4%, 

21.0%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부유층의 총소득 구성비가 27.2%에 이

안할 때, 2인 이하 가구도 불가피하게 부유층의 범 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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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분 가구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농림축
어업
소득

재산
소득 총소득

증가율* 2005년 
기 환산 
평균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평균

1 2641
6.5

(0.2)

1.5

(0.1)

6.9

(4.7)

76.1

(2.3)

187.9

(0.3)
3.6 18.8 78.3 33.6 554.2

2 2478
91.5

(2.7)

238.7

(1.3)

15.5

(10.6)

228.4

(6.8)

1,487.6

(2.7)
5.9 -0.4 12.7 6.1 763.5 

3 2440
176.4

(5.2)

617.7

(3.5)

12.9

(8.9)

202.0

(6.0)

2,670.0

(4.8)
6.8 3.0 4.1 4.6 1,407.6 

4 2381
250.4

(7.4)

800.6

(4.5)

11.2

(7.7)

188.7

(5.6)

3,593.1

(6.4)
7.3 8.4 -3.5 4.0 2,068.3 

5 2374
303.0

(8.9)

1,182.7

(6.7)

9.8

(6.8)

185.9

(5.5)

4,483.4

(8.0)
7.0 18.5 18.9 14.8 3,164.8 

6 2332
338.9

(10.0)

1,532.1

(8.6)

19.5

(13.4)

255.1

(7.6)

5,275.5

(9.4)
7.3 10.8 0.8 6.3 3,283.1 

7 2325
407.3

(12.0)

1,821.0

(10.3)

10.6

(7.3)

273.3

(8.1)

6,261.9

(11.2)
7.7 1.8 10.5 6.7 3,601.2 

8 2275
478.7

(14.1)

2,122.2

(12.0)

22.1

(15.2)

300.5

(8.9)

7,338.1

(13.1)
7.8 6.5 4.7 6.3 4,519.7 

9 2361
626.9

(18.5)

2,580.3

(14.6)

16.2

(11.2)

498.4

(14.8)

9,468.3

(16.9)
8.4 -2.9 9.7 5.0 5,279.0 

10 2113
710.4

(21.0)

6,803.6

(38.4)

20.6

(14.1)

1,160.8

(34.5)

15,198.8

(27.2)
7.9 10.3 1.7 6.6 11,212.8 

<표 Ⅲ-3 > 분 별 소득유형별 총소득액과 2005년 기  환산 평균소득  

                              (단 : 천만원, %, 환산소득단 : 만원) 

  주: 1. *-『도시가계조사』와『가계조사』를 이용한 5개년간의 평균 증가율임.
     2. 유형별 소득의 ( )은 해당 소득액 체 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둘째, 동일한 수치를 용하여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서 구한 소득인 2,064만원을 환산한 결과 2,545만원이었다. 소

득의 150%인 부유층 정의에 따르면 2000년은 3,096만원이었고, 이 액

의 2005년 환산 용소득은 3,817.5만원이었다. 이 액을 <표 Ⅲ-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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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켜보면 부유층의 정의라고 한 10분 보다 훨씬 낮은 7분 계층까

지 내려가 일반 인 부유층 인식과는 괴리가 컸다. 이에 따라 이 기

에 따른 자산시장 규모 추계는 하지 않았다. 참고로, 2000년 기  10분

의 하한소득은 4,600만원이었는데, 이를 2005년 기 으로 환산하면 

6,699만원에 이르러 부유층의 하한 소득 환산액은 약 6,700만원이었다. 

분 가구수 축총액 부채총액 순 축
총액

평균
축

평균
부채

평균
순 축

1 2,641    157.4
(3.1) 

     81.4
(4.1) 

     76.0
(2.5) 

     
6.3     3.5      2.8 

2 2,478    240.2
(4.8) 

   115.3
(5.8) 

   124.8
(4.1) 

     
9.6     4.9      4.8 

3 2,440    277.6
(5.5) 

   137.0
(6.9) 

   140.6
(4.6)    10.7     5.9      4.9 

4 2,381    302.5
(6.0) 

   151.2
(7.6) 

   151.2
(5.0)    12.4     6.7      5.8 

5 2,374    325.4
(6.5) 

   181.2
(9.1) 

   144.2
(4.7)    12.9     7.7      5.2 

6 2,332    414.0
(8.2) 

   205.6
(10.4) 

   208.4
(6.8)    17.1     8.5      8.7 

7 2,325    504.1
(10.0) 

   209.9
(10.6) 

   294.3
(9.7)    21.8     9.0    12.8 

8 2,275    588.0
(11.7) 

   256.5
(12.9) 

   331.5
(10.9)    24.9   11.7    13.2 

9 2,361    849.1
(16.9) 

   300.3
(15.1) 

   548.8
(18.0)    35.0   12.8    22.2 

10

잔여
가구 1,052

   477.2
(9.5) 

   160.1
(8.1) 

   317.1
(10.4)    42.6   16.3    26.3 

5% 849    599.3
(11.9) 

   135.3
(6.8) 

   464.0
(15.2)    72.2   16.6    55.5 

1% 212    300.6
(6.0) 

     52.6
(2.6) 

   248.0
(8.1)   142.7   23.9   118.8 

체 23,720   5,035.2   1,986.4   3,048.8   21.7   8.8    12.9 

<표 Ⅲ-4> 분 별 축과 부채 총액  평균 액

                         (단 : 총액-억원, 평균-백만원, %)  

자료: 수치들은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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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격 인 부유층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해서는 앞서 살펴본 

소득 기  이외에도 축을 비롯한 융자산을 이용한 기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분의 기존 부유층 련 자산 시장의 규모 추정

이 융자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과 일치시키기 함이다. 더 나아가 

10분 가 상  10%임에도 실 으로 일반인들의 인식 수 과 맞지 않

는 제 하에서 상  10%를 상  1%와 상  5%로 나 어 보다 실

으로 근해보았다 (<표 Ⅲ-5> 참조). 순 축총액으로 볼 때, 2000년 

기 이지만 상  1%는 체에서 8.1%, 상  5%로 확 하면 15.2%, 10

분  체로는 33.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유층의 융자산 구

성비는 실 인 인식과 상당히 가깝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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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산 부채 순자산 연도 자산 부채 순자산

1980 21,199.6 6,343.5 14,856.1 1993 331,223.1 151,264.2 
179,958.9

(18.5) 

1981 28,320.7 10,219.9 
18,100.8

(21.8) 
1994 399,817.9 184,628.0 

215,189.9

(19.6) 

1982 36,711.5 13,868.4 
22,843.1

(26.2) 
1995 466,890.9 214,645.4 

252,245.5

(17.2) 

1983 43,649.3 17,463.6 
26,185.7

(14.6) 
1996 535,500.8 253,661.6 

281,839.2

(11.7) 

1984 52,530.0 21,942.6 
30,587.4

(16.8) 
1997 616,794.7 300,125.4 

316,669.3

(12.4) 

1985 62,885.1 27,013.8 
35,871.3

(17.3) 
1998 671,999.5 269,914.6 

402,084.9

(27.0) 

1986 77,270.5 32,571.2 
44,699.3

(24.6) 
1999 730,517.9 292,974.2 

437,543.7

(8.8) 

1987 99,005.0 40,629.9 
58,375.1

(30.6) 
2000 798,515.5 329,339.3 

469,176.2

(7.2) 

1988 119,619.1 53,920.0 
65,699.1

(12.5) 
2001 878,731.5 398,732.1 

479,999.4

(2.3) 

1989 157,149.2 70,430.0 
86,719.2

(32.0) 
2002 975,945.8 505,128.2 

470,817.6

(-1.9) 

1990 195,583.8 89,383.0 
106,200.8

(22.5) 
2003 1,025,866.4 529,895.4 

495,971.0

(5.3) 

1991 239,108.1 111,534.6 
127,573.5

(20.1) 
2004 1,078,273.6 558,970.8 

519,302.8

(4.7) 

1992 283,310.7 131,477.5 
151,833.2

(19.0) 
2005 1,166,667.7 617,746.5 

548,921.2

(5.7) 

<표 Ⅲ-5 >개인부문의 융자산 황

                                                 (단 : 10억원) 

자료: 한국은행, ( )은 년 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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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유층 자산 리서비스 시장 규모 추계

부유층 련 자산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한 연구는 국내외 으

로 찾기 쉽지 않은데, 이는 시장규모 추계에 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에 기인한다(신문식․이경희 2004).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

지로 한국은행 발표 개인부문의 융자산과 융부채, 그리고 융자산

과 융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부유층 자산시장 규모를 

추계한다. 

간략하게 한국은행 발표 개인부문의 순자산 추이를 살펴본다. <표 

Ⅲ-6>에 따르면, 순자산의 경우 1998년까지는 두 자리 수로 성장하다가 

1999년 이후 10%  이하로 떨어진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반

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02년에는 년 비 성장

률이 음(陰)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부유층 자산시장의 규모를 추계한다. 첫째, 앞서 논의한 소득

환산방법에 의한 부유층의 소득 유율에 근거한 자산시장 규모를 추계

한다. 둘째, 부유층이 보유한 순자산의 비 이 2000년 이후 변하지 않는

다는 다소 강한 가정을 가지고 추계한다.9) <표 Ⅲ-6>에 따르면 2000년

의 경우 최소 127.6조에서 최고 15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5년 기 으로 최소 171.8조에서 185.5조원

에 이르고 있다. 상  5%와 상  1%의 자산시장 규모를 추계하기 해 

<표 Ⅲ-5>에서 보인 해당 계층의 순자산 유율을 용한 결과, 2000년 

기 으로 각각 71.3조원과 38.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2002년은 2001년보

9)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만큼 정 하게 가구의 융자산, 즉 축과 부

채규모를 조사한 것이 없어 2000년 자료 기 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부유

층 자산시장을 추계하 다. 이는 2000년 이후 『도시가계조사』 는 『가

계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자산 련 조사항목에 해 신뢰할 만큼 되

지 않는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는 다소 강한 가정임을 부인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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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는 가각 83.4조원, 44.5조원으

로 추계되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득 유율* 27.2 30.6 30.8 31.1 31.2 31.3

시장
규모

소득 유율
기 127.6 146.9 145.0 154.2 162.0 171.8

순자산
유율

기 *

부유층
체 158.6 162.2 159.1 167.6 175.5 185.5

상  
5%

71.3 73.0 71.6 75.4 78.9 83.4

상  
1% 38.0 38.9 38.1 40.2 42.1 44.5

<표 Ⅲ-6 > 부유층 자산시장 규모

                                                     (단 : 조원)

주: *-부유층의 소득 유율 기 , **-부유층의 순자산 유율(33.8%)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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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회사의 자산 리서비스 황

1. 운 황  

보험회사 자산 리서비스의 경우 은행 등 다른 융기 처럼 부유층

으로 상고객의 범 를 한정하여 다양한 종합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창기 은행권의 PB센터를 연상시키는 VIP마 의 형

태인 것이다.

고객선정 기 은 이익기여도를 기 으로 잠재고객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부유층, VIP고객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고객의 규모는 회사

별로 기 은 상이하지만, 월납보험료 기  는 융자산 기 으로 분

류할 경우 략 체 계약자수의 1%내외이다.   

운  형태의 경우, 부유층 고객에 한 자산 리서비스를 하여 독

자 인 FA(Financial Advisor) 센터를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시범 으로 출범하 던 FA센터가 기존의 업 포보다 높은 생산

성을 올림에 따라 서울지역은 물론 지방에도 이를 확 하고 있는 상태

이다. 다만, 아직은 자산 리서비스에 한 고객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

하다는 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활용에서 이루어진 융 련 추가계

약의 수수료(commission)는 원래의 보험설계사 등에 이 하는 일종의 

비용개념으로 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재의 운 체계는 자사가 보유

하고 있는 상고객을 상으로 원래의 계약설계사에게 자산 리서비스

의 제공가능 유무를 물은 후, FA 센터의 문상담원에게 배정하여 보

험 련 신규계약수수료는 원래의 보험설계사 실 으로 산정 하는 시스

템인 것이다. 이는 재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문업부문의 소유

가 보험업법상 제한되고 있어 수수료 수입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직원의 선발기 은 내부성 , 인성, CFP 등의 자격유무 등을 고

려한 엄격한 선발기 을 설정하고 있으며, 3~4개월의 교육․연수기간을 

두어 문 Financial Advisor로서의 자질양성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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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시장 기인 계로 종신․연 상품 

심의 노후설계가 기본이나 노후 책서비스를 심으로 투자성상품의 

서비스로  상향 이동하려하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보험의 장기성, 보장기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 인 재무설계에 집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자산 리서비스는 부동산, 세무상

담, 은퇴설계, 상속, 투자자문 등 고객의 라이 사이클을 바탕으로 재무

 상황을 고려한 후, 고객의 니즈와 재무목표에 맞춘 장기 인 랜을 

제공하고 있다10).     

2. 운 상 특징

보험회사도 다른 융기 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극소수의 부유층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역시 부유층 고객의 이익기여도가 일반

고객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심화된 융권경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수고객에 한 이탈을 방지하기 하여 부유층

에 집 하여 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생명보험사

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수익성 측면에서 상  10%고객이 체 비차익 

확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차손의 경우 하  10%고객이 

체 사차손의 70~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유층 우수고객에 

한 부가 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존 고객의 로열티를 제고시키

고, 나아가 다음세 에게도 자사에 한 로열티가 이 ․유지될 수 있

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융기 의 자산 리서비스에 비교할 때, 제도 인 어

려움과 상 인 인지도 등으로 인해 기 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10) 보험회사의 FP서비스란 은퇴  노후 비, 상속 비, 자녀교육, 가족보장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단기 자산 포트포리오의 최 화와 효율 인 세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VIP 상의 종합재무컨설  서비스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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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울러 지 할 수 있다. 를 들어 상고객의 경우에 있어, ․

 인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은행 등과 비교할 때 자산 리서비스를 

개할 수 있는 상이 한정되어 있어 상 으로 상범 도 좁고 시

장의 크기도 제한 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정보나 고객정보이외의 방법

으로는 상고객의 악이 어려워 외부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산 리서비스의 운 에 필요한 기 투자비용을 고려한다

면 일정규모이상의 보험회사가 아니면 운 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한계

이 존재한다. 를 들어 통상 잠재  부유층으로 분류 가능한 고객

(월납 보험료 기  200 만원 이상 는 융자산 10억 이상의 고객)의 

경우, 체 계약자의 1%에도 지나지 않은 수 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

사 자산 리서비스의 경우 상고객의 유지․ 리와 함께 신규고객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운 상의 어려움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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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시장 망과 제도개선방안

1. 자산 리시장 망

Merrill Lynch와 Cap Gemini에서 발표한 『World Wealth Report 

2005』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자본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에서 100만 

달러(US달러 기 )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은 2004년 말 

재 8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년 비 7.3% 증가한 것이며 최근 3

년간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30조 8,000억 달러로 년 비 8.2% 성장하 으며, 향후 연평균 6.5%

성장하여 2009년에는 42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유층을 2004년 재 년 비 10.5% 증

가한 7만 1천명 수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부유층은 매년 증가할 

것이며, 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경제성장 등의 향

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높은 성장세를 지속 으로 보일 것으로 

단된다. 제Ⅲ장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2005년 기 , 상  10%에 해당하

는 부유층이 보유한 순 융자산은 185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자산이  세계 부유층의 자산규모 증가율 8.2%

만큼 증가할 것 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0년에는 275조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된다(<그림Ⅴ-1>참조). 이처럼 향후 자산 리서비스의 시장잠

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융기 들은 증가할 자산 리

서비스에 한 수요에 응하고, 한 이를 통하여 안정 인 수익의 확

보가 가능하도록 체계 인 비와 함께 독자 인 사업모델의 구축에 힘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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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

275

2005 2010

연  평 균 성 장 률  8 .2%

<그림 Ⅴ-1> 부유층 자산규모 변화(조원)

한편, 세계 부유층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

히 부동산의 비 이 2003년 17%에서 2004년에는 13%로 어들고 과거

에 비해 주식  기타 투자의 비 이 확 된 반면 , 의 비 은 

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산배분은 주식(34%), 채권(27%), 부동

산(13%0,   (12%) 주로 구성되었다(<그림Ⅴ-2>참조).   

<그림 Ⅴ-2 > 세계 부유층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료: Merrill Lynch & Cap Gemini(2005)
  주: 기타투자는 선박, 귀 속, 그림 등의 실물자산 투자  헤지펀드 등

이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도 용될 경우 향후 융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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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도 과거와 같은 융상품의 개에서 벗어나 융정보서비스 

개로 기능으로 환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융기 의 자산 리

서비스의 수익기반도 과거의 상품 매에 수반되는 수수료(commission) 

주에서 자문서비스에 의한 비용(fee) 심으로 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제도 개선방안

이제 보험산업이 자산 리 서비스시장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한 

몇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본다. 이는 보험회사도 극 인 자산

리서비스시장에 참여해야 종합 융화 시 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종합 융화가 진 되고, 안정 인 수익원

확보를 한 부유층에 한 융기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

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기존고객이 모든 융권의 목표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  차원에서 거액의 보험계약자를 

상으로 투자, 보험상품 설계, 은퇴설계, 상속  세무상담 등의 자산

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고객니즈에 한 응 측면에서 융기 이 주된 상으로 

하는 부유층의 경우 부분이 종합 인 융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융자산을 5억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FP(종합재무설계)서비스에 

한 니즈가 높으며, 특히 융자산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

하다. 따라서 장기 인 고객에 한 보장기능 제공이라는 보험의 

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해서 자산 리서비스는 보험회사에 으

로 필요하다(<그림 Ⅴ-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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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융자산 규모별 FP서비스의 이용의향

         자료: ACNielsen, 내부자료, 2003

그러나 실 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리서비스에 한 역할 수행에

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융회사가 자산

리서비스를 하기 해서는 이익기여도가 높은 고객을 분류하여 이

를 바탕으로 상고객의 욕구충족을 한 상품  서비스의 확보, 이를 

달하는 매채 의 구축이라는 3가지의 심업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의 보험산업은 제도 인 제약으로 인하여 자산 리서비스를 종합

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모든 융기 이 동등한 여건속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 역 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당 성이 여기

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리서비스에 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증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단

된다.     

첫째, 보험회사도 증권 등과 같이 복합 인 기능 수행을 통한 고객

의 편의 극 화를 한 자산 리계좌가 허용되어야 한다. 재 우리나

라의 자산 리서비스는 은행이 으로 유리한 상태로 개되고 있

으나, 이는 은행의 지 결제기능 등 제도 인 측면에 기인한다. 이 때문

에 보험의 험기능과 자산운용에 한 고객의 욕구에 응하기 한 

맞춤형 자산 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맞춤형 자산 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선진 외국 융기 에는 고객의 다양한 융거래를 하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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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집 하여 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 리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뮤추얼펀드 거

래, 수표 발행,  입․출  등 각종 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문가로부터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 

둘째, 투자자문  일임업무에 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매채  측면에서 투자자문서비스업의 진입  업무 역의 규제, 재무 

설계, 세무  상속 련자문서비스에 한 법률 인 근거 미비로 인하

여 투자, 세무,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제공상의 한계 이 존재하고 있

다. 특히 투자자문업에 한 규제의 경우 리의 도래라는 환경을 고

려할 때 고객유지와 확 를 한 채 활용에 있어 경쟁력 약화를 래

할 요인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2). 

11) AXA Advisor의 자산 리계좌 참고. http:www.axaonline.com

12) 보험업법 제11조(다른 업무겸 의 제한),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겸 ․부

수업무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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