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새 로운 흐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IMF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2000년 4월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전자상거래

등 판매채널의 구축과 정비, 신규 경쟁자의 진입, 보험회사간 인수

합병(M&A) 등으로 경영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어 향후 보

험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러한 와중

에 나타난 두 가지의 이슈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는 미국의

신 경제 논쟁이며, 다른 하나는 e-Bu siness 에 대한 논의로서 이 두

이슈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최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업 인수합병(M&A)

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기존의 매수법(purchase accounting)과 지

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accounting)의 병용에서 매수법으로 일

원화하는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회계기준 변경 초안 1)을 발

표하였는데,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

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의 제기는 새로운 경제흐름을 반영

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대론자들은 이 초안이 현행 경제흐름에 역행

하는 회계기준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산구조가 유

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형태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

므로 자산구조의 특성에 따라 회계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의 인수합병에 따른 무형자산은 1998년에 미국 GDP의 약 30%이고,

무형자산 위주의 정보산업의 경우는 1997년 현재 미국 실질경제성

장의 28.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신경제를 주도하고 있

1) FASB(h ttp :/ / w w w .ru tger s.edu )의 인수합병관련 회계기준에 관한 잠정

결정안(1999.7.8)과 보도자료(1999.9.8)., Fu nk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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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약학·금융서비스, 기타 신용·명성중심 산업의 인수·합

병(M&A)에서 지분통합법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2).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FASB의

초안이 사실상의 세계 회계기준을 미국이 주도하려는 의도에서 나

온 것이라면, 또 하나의 사실은 미국 경제를 신 경제(N ew

Economy) 라는 새로운 국면으로3) 이끌고 있는 이른바 지식기업

(knowledge comp any)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식기업들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과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 또는

2)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차이는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나타나는 무형자

산(in tan gible assets)을 처리하는데 있다.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피인수

기업의 명성, 지적재산, 고객기반, 브랜드 등을 고려하여 개별자산의 시

장가치에 더해 피인수기업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프리미엄을 매수법에서는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일정기간 내에 비용

으로 처리하도록 하지만, 지분통합법에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기존에 하나의 기업이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의 장부원가(book
v alu e) 그대로 합치므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아 비용화가 필요 없다.
따라서 합병 후 당기순익 측면에서는 지분통합법이 유리하다. 자세한 내

용은 메릴린치, 신경제의 가치측정 (Valuing the New Economy): 새로운 회

계기준이 건전한 기업합병과 효율성 및 혁신에 끼칠 해악, 메릴린치포

럼(w w w .m l.com / foru m / ) 참조. 한편 현재도 지분통합법의 적용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최근 브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수합병회계

방식에 관계없이 기존의 순이익(net in com e) 대신에 인수합병에 따른

영업권을 제외하고 이익을 산출하는 현금이익(cash earn in gs)을 경영지

표로 제시하는 경향이 정보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 미: 기업가치 지표: 현금이익 중시 확산 ,
1999.12.11.

3) 미국은 1990년대 들어서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과 1% 수준

의 물가상승률로 고용과 인플레이션간의 상충관계(trade-off) 라는 경제

학의 기존 틀을 벗어나고 있고, 일정 수준을 넘어선 요소투입은 더 이

상 추가적인 산출량이 증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는 수확체감의 법

칙이 아닌 "수확체증(in creasin g retu rn s) 이 적용되는 산업의 출현을 가

져왔다. 이른바 신경제(n ew econ om y) 의 도래이다. 신경제 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n s.hri.co .kr)의 「미국 신경제의 미

래」, 한국경제신문(w w w .ked .co.kr/ ~ifsi/ gu est/ in ter7.h tm l)의 「미국의

거품경제 논쟁」, Sahlm an (2000)., 수확체증의 경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

는 Arthu r et al.(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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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형자산을 획득·관리·창출함으로

써4)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보이

고 있다. 유형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어 온 기존 기업들

의 경영방식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 네트워크(e-N etw ork)에 기

반을 두고 활동하는 e-Bu siness라는 네트워크 사업모형의 등장이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기존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셀 수 있으며, 소유가 분명한

사물중심의 경제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연속적이며, 공유되는 지식

과 정보중심의 경제로 바뀌면서 보험회사들은 전혀 새로운 시장규

칙을 맞이하고 있다. 일방적인 승리와 생존이라는 산업화시대 경쟁

방식에서 상생(win-win)의 코피티션(co-optetion)5)이 시장의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관계(relationship)관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e-Bu siness는 바로 관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사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

미래 경제를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규정하고

서 <표1>과 같이 지식기반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

경제의 제시는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발표된 부즈-앨런 해밀턴과

맥킨지 앤 컴퍼니의 한국보고서 와 맥킨지보고서 에서도 공통적으

로 지적된 것이다. 두 보고서 모두6)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방식으로는7) 선진국과의 생산

4)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1998), p p .40-43, 더닝의 동맹자본주의 참조.
5) 협력(coop eration)과 경쟁(com p etetion)의 합성어.
6) 두 보고서간 비교는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1998), p p .19-21. 참조.
7) 1990년대 초에 정운찬은 우리나라가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이르러 혁신

을 통한 내연적 성장 없이는 수지를 맞출 수도 성장할 수도 없게 되었

다고 하였다. 외연적 성장(exten sive grow th)이 노동투입율이나 노동시

간을 늘려 1인당 생산의 증가를 달성하는데 것인데 반해, 내연적 성장

(in ten sive grow th)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해 1인당 생산증가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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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차8) 또는 지식 격차를9) 줄일 수 없으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주도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10).

<표 1> OECD의 지식기반산업의 정의

분 류 산 업 비 고

광의

( 99)

협의

( 98)

제 조
우주항공 / 의학 R&D

H i-Tech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ICT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
-

기 타
제조업, 의료·교육 등 사회/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은

Mid-H i-Tech

* 협의 및 광의의 정의는 OECD보고서(Science, Tech n ology an d
In du str ial Ou tlook, 1998, OECD Scien ce, Techn ology an d In d u strial
Ou tlook Scoreboard 1999: Ben chm arkin g, Kn ow led ge-Based
Econ om ies, 1999)에 의한 것이며, 비즈니스서비스업에는 컴퓨터운

용·정보처리 관련업, 연구개발·기술시험 검사업, 시장조사 및 광

고, 마케팅, 인력공급·고용알선, 인적자원개발서비스업을 모두 포괄

함. 또한 제조업은 H i-Tech > Mid-H igh -Tech > Mid-Low -Tech >
Low -Tech로 구분.

** 출처: 장석인(1999), p p .19-20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것을 의미한다. 정운찬(1997), p p .26-29.
8) Fin ancial Tim es에 따르면, 1997년 기준으로 미국의 근로자 1인당 부가

가치는 평균 6만달러를 넘어서 국가별 노동생산성에서 세계 제1의 생산

성을, 다음으로 유럽의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순이며, 일본과 캐나다

등은 4만달러 대, 한국은 약 3만달러에 그쳐 미국 노동생산성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사, 미국 노동생산성

1위, 1999.9.15.
9) 1960-198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등 양적 지

표와 총 요소 생산성 등의 질적 지표가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네루와 다레스워의 연구에 의하면, 양적 지표가 24 %의

기여율을, 질적 지표가 76%로 나타났으며, 킹과 레빈의 연구에서는

25 %, 75 %로 나타났다. 질적 지표가 지식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기준임을 감안하면, 본문에서처럼 생산성격차와 지식격차는

서로 근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경제(w w w .m k .co .kr),
세계은행보고서: 동아시아 경제성장 엔진은 지식 , 1998.10.7.

10) An d ersson (1998)., Dah lm an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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