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저성장·저금리 구조의 심화와 IFRS 17 및 K-ICS와 같은 새로운 회계 및 지

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가 회사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

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손해율 상승과 투

자수익률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

업지배구조와 경영자 보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영자 보상체계는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규율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보

수와 기업의 성과를 연계하는 효율적 보상체계의 구축은 경영자의 단기 성과주의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주

장하였다(Jensen and Meckling 1976; Holmström 1979; Jensen and Murphy 

1990).

보험산업은 불특정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장기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보다는 장기에 경영활동의 성과가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의 경영자가 단기업적의 증대를 위해 과도하게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기

손익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경영자 보

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영자들

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경영효율을 개선하고 회사의 미래가치 증

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 수 있는 보상체계의 구축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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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이하, 

‘IAIS’라 함)가 제정한 보험핵심원칙(ICPs) 중 보상정책과 실행에 대한 원칙(7.0.10)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경영자 보상체계는 기업의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과도한 리스

크의 추구를 피하고 고객의 공정한 처우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 또한 동 원칙의 변동 성과보상(Variable 

Remuneration)에 대한 규정들(7.6.8 및 7.6.9)은 변동 성과보상이 부적절한 위험부

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간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자 보상체계를 살펴보면 전체 보상에서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지급되는 변

동 성과급의 비중이 낮고 성과급 체계에서 경영자가 장기손익 위주로 경영을 수행하도

록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의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

게 강조되면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

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회사의 수익성 및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불투명성(Opaqueness)2)

으로 인해 경영자들이 장기적 이익을 희생하고 단기실적을 추구하기가 용이하여 소비자들에

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경영자들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신

뢰를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비금융회

사보다 더욱 투명하게 경영자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경

1)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이하, “ICPs”라 함)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제
고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2011년에 제정한 보험업 
감독기준으로 보험감독체계, 인허가, 기업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자산 및 부채 가치평가, 자
본적정성, 영업행위 등 보험산업 감독에 대한 총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금융회사들은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워 경영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존재함(박영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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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의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국내 보험회

사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불투명성은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

계자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심화시켜 경영자 보상체계가 장기적 수

익보다는 단기실적 추구를 유인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보상이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

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 이러한 상

황에서 주주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주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or Agency Problem)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경영자가 회

사의 장기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보상에 대한 정보

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경영자 보상의 결정과정에서 주주의 참여권

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자 보상체계

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미국·영국·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경영자 보상체

계와 경영자 보상에 대한 규제와 현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가치경영 실현을 위한 효율적 보상체계 수립과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의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의 보상

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와 성과 및 기업가치 간의 관

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국내 보험회사의 경

영자들이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마련을 위해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3) 보험매일(2019. 12. 13), “보험사 CEO 단기실적 급급…‘보수체계 투명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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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경영자 보상 결정이론

경영자 보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보상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이론

(주주가치 관점, 경영자 지대추구 관점, 법·제도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로, 주주가치 관점(Shareholder Value View)에서 보상은 경영자에게 적절한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주주

와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Jensen and Meckling 1976; Holmström 1979; Fama and 

Jensen 1983; Hall and Liebman 1998). 주주가치 관점은 경영자 보상계약은 소유

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무적 계약으로, 경영

자 보상은 회사들이 역량(Managerial Talent)을 갖춘 경영자의 확보를 두고 서로 경

쟁하는 효율적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최적의 계약이라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어 

최적계약 접근방법(Optimal Contracting Approach)으로도 불린다. 동 관점에 따

르면 주주와 경영자는 공정거래(Arm’s Length Transaction)하에서 최적의 인센티

브 계약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되고, 보상은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가치의 제고

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적절한 동기부여 요인(Performance Motivator)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loan 1993). 주주가치 관점에서 경영자의 보수는 주주 또는 주주

를 대표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가진 이사회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며 경

영자의 보상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보상위원회는 경영자와 최적의 보상계약을 체결하

여 경영자가 주주의 가치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주가치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CEO 보상의 상승은 회사의 규모 증가, 기술의 

변화, 경쟁의 심화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증가한 CEO의 역량과 노력

에 대한 수요,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기업특수적 자질(Firm-specific Skill)에

서 일반적 자질(General Skill)로 변화함에 따른 CEO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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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의 요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도출된 최적의 계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Himmelberg and Hubbard 2000; Dow and Raposo 2005; Gabaix 

and Landier 2008; Cuñat and Guadalupe 2009; Gayle and Miller 2009). 이

러한 주주가치 관점에 근거하여 Murphy(1999)와 Core et al.(2003)은 경영자 보상

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도출된 최적 계약이므로 경영자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

난 운(Luck)과 같은 외부요인은 경영자 보수의 결정에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자 지대추구 관점(Managerial Rent Seeking View) 또는 경영자 

권력 이론(Managerial Power Theory)은 경영자 보상의 결정과정에서 경영자는 사

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보상의 수준과 보상과 성과의 연계

성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으므로 경영자 보상은 대리인 문제의 해결책

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ertrand and Mullainathan 2001; Bebchuk et al. 2002; Bebchuk and Fried 

2003; Weisbach 2007). 동 이론은 경영자의 권한강화로 인한 지대추구행위를 강조

하며 CEO는 스스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사

회 구성원의 (재)선임과 해임, 그리고 그들의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져야 할 이사회가 CEO 이익에 반하여 보수에 관한 의사결정

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경영자 지대추구 관점에 의하면 

경영자의 강력한 권력은 이사회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약화를 초래

하고 이로 인해 경영자는 최적 보상 수준 이상의 과도한 지대(Rent)를 요구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경영자 지대추구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CEO의 경영 권력이 강할수록 보수와 

성과 간의 민감도가 낮고 보수의 수준 자체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사회가 비독립적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외부 대주주가 없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지분율이 낮은 

경우, 경영권 방어(Anti-takeover) 조항이 있는 CEO일 경우에 경영 권력이 더 커짐

으로 인해 경영자의 지대추구 현상(Rent extraction)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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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였다(Cyert et al. 2002; Armstrong et al. 2014; Müller and Wärneryd 

2001; Hartzell and Starks 2003; Bebchuk et al. 2002). Bertrand and 

Mullainathan(2001)은 경영자 지대추구이론의 관점에서 경영자는 자신의 보수결정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자의 통제력하에 있지 않은 운(Luck)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경영자의 보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

여 Garvey and Milbourn(2006)은 CEO 보상의 수준은 불운(Bad Luck)의 발생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행운(Good Luck)의 발생에 의해

서는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CEO의 운에 의한 보상에는 비대칭적

(Asymmetrically)인 성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규제, 세금, 회계정책 등 법·제도적 영향(Leg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또한 경영자 보상의 중요한 결정요소 중 하나이다. 법·제도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CEO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설명한 다른 이론들과 함

께 보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 지대추구 관점하에

서 새로운 회계 및 공시 제도의 도입은 경영자들이 기존의 지대추구 방식에서 벗어나 

주주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여긴다. 또한 주주가치 관점에 따르면 회사들은 보상의 형태마다 상이한 세금 처리 

등의 법·제도적 요소를 고려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보상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법·제도적 영향이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째로, 정부는 입법 및 과세(Legislation and Taxation)를 통해 경영자 보

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에 의거하여 공기업의 상위 5위 임원에 대한 세금 공제를 

경영자 1인당 연간 100만 달러로 제한했지만 주가와 연동된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이

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회사들에서 경영자 보상이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과보수로 대체되었다. 둘째로, 회계 규칙(Accounting Rules)은 회사들이 회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경영자 보상체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2004년 이전에 미국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의 경우 부여일의 가치로, 옵션의 경우 공정가치(Fair Valu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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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기준으로 권리부여 기간 동안 상각하도록 하여 등

가격옵션(At-the-money)과 외가격옵션(Out-of-the-money)에 대해 회계적 비용

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주식 기준 보상 회계기준(FAS 

123R)에서는 옵션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권리부여 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

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등가격 옵션 간에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되

었다. 이에 따라 S&P500 기업의 CEO 보상에서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FAS 123R 

시행 이전(2002~2004년) 39%에서 시행 이후(2005~2008년) 22%로 감소하였다

(Edmans et al. 2017). 

이상의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면, 주주가치 관점은 경영자의 

보상은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 도출된 최적계약으로 

보고 있는 반면 경영자 지대추구관점에서는 경영자가 사익추구를 위해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최적계약을 벗어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규제, 세금과 같은 법·제도적 요소들도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경영자 보상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의 존재는 

현실 세계에서 경영자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이론을 

통해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위의 세 가지 접근법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 경영자 보상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경영자 보상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보상의 구성과 공시의 개선에 대한 

제안과 보상체계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

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영석(2010)은 금융회사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선행

연구와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회사 경영자 보상체계의 효율적 설계를 위해서

는 독립적인 보상위원회의 활동, 기본급과 성과연동보수의 비율 선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개별 임원의 보수에 대한 공시의 의무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김우찬(2014)은 국내 기업의 임원 보수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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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서 미등기 임원의 보수에 대한 공시, 보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재, 임원보수에 대한 공시기준 금액의 하향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다원(2015)은 

주주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자 보상에 대한 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공시 서식의 서술 방법과 구조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영자 보수와 관련된 국내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강선우 외(2007)는 국내 상장기

업의 경영자에 대한 주식증여와 스톡옵션부여가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식의 증여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광호(2010)의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 보상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영자 보상의 수준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당순이

익(EPS)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경태 외(2005)는 국내 상장회

사에서 경영자 보상에서 스톡옵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경영자 

보수에서 스톡옵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소유경영자 기업보다

는 전문경영자 기업에서 스톡옵션 보상이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윤용석 외(2015)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일수록 개별 

임원의 보수를 더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소속 회사 중에서도 이사

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권세원 외(2017) 연구는 CEO의 보상에서 주식보상과 부채 성격의 보상이 증가

할수록 회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

한 공시를 더 빈번하게 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모예린·서윤석(2017)은 보상위원회

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와 연동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소유 경영 기업의 경우에는 두 기업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지만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

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와 연동된 보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송동엽 외(2017)는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기업지배

구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완화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정대·김석진(2018)은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보상격차의 

확대는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경영진의 능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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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룹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영자 보상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Jensen and 

Murphy(1990)는 경영자 보수에서 주식기반 보수(Stock-based Compensation)의 

비중이 높은 회사가 현금보상의 비중이 높은 회사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Mehran(1995)는 경영자의 총 보수에서 주식기반 보수의 비중의 증가는 

Tobin’s Q와 ROA로 측정된 기업가치와 수익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Hall and Liebman(1998)과 Chen and Ma(2011)는 미국의 대기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CEO 보상과 경영성과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CEO 

보수체계에서 주식과 스톡옵션 등 주식기반 보수의 비중이 커질수록 성과와 보상 간

의 민감도(Pay-for-performance Sensitivity)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Jensen and Murphy(2010)는 경영자 보상의 설계에서 변동보수(Variable 

Compensation)는 회사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보수는 주주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Sigler(2011)는 미국 상장회사들에 대해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

한 CEO의 보수의 규모와 수익성(ROE)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한편 몇 가지 선행연구들(Morck et al. 1988; McConnell and Servaes 

1990; Holderness et al. 1999, Habib and Ljungqvist 2005, Kim and Lu 

2011)은 경영자의 주식기반 보수와 기업가치 간에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발견하

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주식기반 보상의 증가는 처음에는 경영자와 주주의 이

해관계를 일치시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중에는 경영자의 참호구축(Managerial Entrenchment) 문제를 

초래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 경영자 보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a Porta et al. 

(1998)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판례법 중심의 관습법(Common Law)을 채택하

고 있는 나라들이 성문법(Civil Law)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경영자 보상체계

에서 주식기반 보수의 비중과 총 보수액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Botero et 

al.(2004)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노동조합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들일수록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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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서 주식기반 보수의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Djankov 

et al.(2008)은 주주권의 보호(Shareholder Protection)가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일

수록 경영자 보수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Fernandes et al.(2013)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주식기반

의 변동 성과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경영자 보

상체계에서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Pan and Zhou(2018)의 

연구는 일본 상장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고정급인 기본급의 비중이 약 71%로 매

우 높고 성과보상에서 주식이나 스톱옵션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였다. 

그들은 일본에서 CEO의 채용이 외부노동시장을 통해서 보다는 내부승진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어 경영자에게 경쟁력 있는 보수 제공과 주식기반 성과보수제도의 채택을 어

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자 보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Mayers and 

Smith(1992)는 미국 생명보험 산업에서 상호보험회사(Mutual Insurers)와 주식보험회

사(Stock Insurers) 사이의 경영자 보상수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주식보

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이 상호보험회사에 비해 높고, 상호보험회사의 자회사 경영자의 

보상은 주식보험회사 자회사 경영자의 보상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상호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은 주식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보다 기업의 성과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사

실을 밝혀내었다. Eckles et al.(2011)은 미국 손해보험 시장에서 경영자 보상체계와 지

급준비금조정(Reserve Management)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보험회사에서 경

영자 보상체계는 지급준비금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Under or Over-reserving)을 통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Sun et al.(2013)은 미국 손

해보험회사에서 CEO 보상이 어떻게 자료포락 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사용해 측정한 보험회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여 보험회

사의 효율성은 CEO의 총 보상의 수준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구체적으

로 그들의 연구결과는 수익효율성(Revenue Efficiency)은 CEO의 현금보상과 비용 효

율성(Cost Efficiency)은 인센티브 보상과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Ma and Wang(2014)은 미국 손해보험산업에서 경영자의 보상이 어떻게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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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추구(Risk-taking)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여 주식가격의 변동에 민감한 경영

자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더 큰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s)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자의 보상과 비체계적 위험 사이의 양(+)의 관계는 경영자의 

부(Wealth)가 회사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약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Bhuyan et al.(2020)의 연구결과는 보험회사 경영자의 자사주 보유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보험회사들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에서 주식기반 보수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주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이나 금융산업 중에서도 은행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자 보상과 관련된 다양

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보험산업의 경영자 보상에 관한 현행 체계를 

살펴본 후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가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한 점에 있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먼저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규제와 보상체계의 현황을 살

펴본 후 해외 주요국의 경영자 보상 관련 제도와 보상체계를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내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체계의 효율적 설계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

울러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의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체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상-성과 간의 민감도, 성과급의 이연지급이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자가 중·장기적 관점

에서 수익성 증대와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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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해외 주요

국인 미국·영국·일본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규제와 보상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

고 정리하였다. 제Ⅳ장은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가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의 개선 방

안을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수설계 측면과 금융당국의 규제 측면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