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보 험회사 지속 성장과 지식경 영

1. 네 트워 크 보 험경 영환 경

가. 전자 네트워크 출현의 의미

지구상의 생물이 단세포 단계에서 다세포 단계로 다시 뉴런

(neuron : 얇은 가닥으로 이루어진 섬유조직) 단계의 다종다양한 생

물로 진화가 가능하게 된 동인은 세포간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에 기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뉴런 이전의 단계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세포간 물리적 결합에 의존해야 했지만 가느다란 신경세포를

통한 원격 커뮤니케이션(neural netw ork)이 가능해지면서 다종다양

한 생명체로 진화가 가능하게된 것이다11) .

<표 2> 우리나라의 노동부문 변화 전망

항 목 2000년 2010년

경제활동 참가율 60.6% 63.5 %

제조업취업비율 19.1% 16.9 %

서비스업취업비율 68.6% 72.6%

* 출처: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 생산적 복지 ,
1999.11.26에서 발췌 인용.

이와 유사하게 무어의 법칙으로12) 대변되는 기술의 진보는 인터

넷(Internet)이라는 전자 네트워크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11) Kelly (2000), p p .7-18.
12) 인텔의 고든 무어 전 회장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컴퓨터 칩에

새겨지는 트랜지스터 회로의 수가 18개월마다 배가한다는 사실에서 유

래되었다. 이러한 법칙이 지난 50년간 업계를 지배해 왔으며, 전문가들

은 향후 50년간도 이 법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van s
& Wu rster (2000), p 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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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표2>

참조) 보험회사는 두 가지 중요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

다.

먼저 서비스의 제공이 재화와 같은 유형적인 생산활동과 구분되

지 않는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면서 거래의 지속성과

관계관리(continuou s transaction & relationship managem ent)가 중

요해지고 있는 반면에, 보험사업은 이질적인 사업부문들의 물리적인

결합이 전자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분할경영이 가능해지면서 아웃소

싱(outsourcing), 분사(sp in-off)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

는 효율적인 분할경영과 통합서비스를 위해 전체적인 가치사슬

(entire value chain)을 고려하는 네트워크 경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보험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근로자, 특히 그들이 지

니고 있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지식과 자질에 붙어있는 잠재력13)을

어떻게 영업활동에 연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보험회사

에게 중요한 경영과제가 되었다14).

전자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크기의 시

장과 조직의 출현이 가능해진 매우 역동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산업사회의 경제체제를 지탱하였던 각종 물리적 경제활동들의

연결고리들이 해체되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투자자, 기업과 근로자간에 새로운

관계 정립과 역할 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13) Giarin i & Riedtke(1999), p .32.
14) Giarin i & Riedtke(1999), p p .44-52.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제조업 부

문의 고용은 실제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이 모든 고용상승을 창출하여

1998년 총 고용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메릴린치포럼(www .m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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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근로자의 출현과 보험소비자 주도의 시장 형성

전자 네트워크의 등장은 시장주체인 소비자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량의 정보가 저렴한 비용

으로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의

지식인화가 촉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

에 비하여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로 정보와 권한이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여러 사람들에게로 분산됨으로써 권한이 현장

의 지식근로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으며, 생산자 주도의 시장에서 소

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15).

이제 보험회사는 과거 육체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서 지식근로

자(knowledge w orker)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16),

소비자를 상품개발단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소비

자(prosum er)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운용대상인 자원의 일부

로서의 근로자, 판매대상으로서의 소비자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성장의 원천인 비즈니스파트너(p artner)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투자한

투자자(investor)와 고객(cu stom er)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 생산요소가 산업사회의 희소성에 근거한 자본

과 노동 위주에서 지식사회에서는 풍요에 근거한 지식과 관계

(knowledge and relationship)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17). 이러한 변화

는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자들간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할

보험회사 내·외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더욱더 증

15) 1950년대에서 1980년대의 시장이 소수의 브랜드-미디어-판매채널-다수

의 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목표고객-판매채

널-미디어-다수의 브랜드라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복거일(1996),
p p .53-66, p p .105-108., 이성용(1999a)., Pw C, e-Str ategy su m m it@Seou l
자료.

16) Dru cker (1999), p p .11-14, p .241.
17) Dru cker (1999), p .78,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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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고 있다.

전자 네트워크 시대는 무한한 사업기회와 함께 성장 - 번영 -

성숙 단계라는 조직의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속도로 단축시키고, 경

쟁자들이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의 스

피드경영과 유연한 조직의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존의 경영이

조직에 따른 사업전략의 설정이었다면, 지금의 경영은 사업기회를

얻기 위한 전략설정이 우선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정보의

흐름과 속도에 맞는 조직구축이 뒤따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따라

서 대형 조직의 분열과 함께 소규모 조직, 프로젝트에 따라 이합집

산이 이루어지는 임시기업(ad-hoc company) 형태의 네트워크조직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주장18)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다. 보험시장환경과 지속성장의 조건

최근 보험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deregulation)에 따른 보험회사

의 가격결정 재량권 증대, 시장진입장벽의 완화, 금융지주회사에 대

한 기준 완화 전망, 보험과 은행간 제휴·협력 등 보험공급·유통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aging population)로 대표되

는 보험수요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공정경

쟁 촉진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규제의 재강화(re-regulation)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전자 네트워크의 등장은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는

진입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겪고 있는 변화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기

와19) 맞물려 1980년대부터 나타난 미국 보험시장의 추세와 비슷한

18) 자세한 내용은 Malone & Lau bach er (1999)과 매일경제신문, 소기업 지

식화 E-lan ce 경제 뜬다 , 2000.1.5. 참조.
19) 장석인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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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압축적 성장과정을 되풀이

해 온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과 물리적 움직임에서 전자적 움직임으

로 바뀐 속도개념에 기반을 둔 인터넷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볼 때,

그 변화 속도와 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 보험산업은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간 인수합병, 소수 보험

종목으로의 전문화, 손해보험의 연성시장(soft m arket)화에 따른 경

쟁심화, 신규자본의 보험시장 유입에 따른 재무구조 재구축과 세계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의 등장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금융겸업화라는 이른바 10X 변화 로

시장환경이 더욱 빠르게 변화되어 왔는데20), 이미 국내 보험시장에

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다양하고 구체화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개발에서 보험금지급에 이르는 보험사업의 가치사슬이 해체

(deconstruction of valu e chain)21)되면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사업부

문별, 보험종목별 자체수행 또는 아웃소싱, 제휴 등 다양한 시장대

응을 취해가고 있다(<그림1> 참조). 이미 일부 보험회사들은 개별

보험회사의 보상부문을 분리하여 통합·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으며22), 가상쇼핑몰, 포털 및 허브사이트(portal or hub site)

기반경제로 이행해 왔으며, 1990년대에 이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기

할 사항은 금융·보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무역특화지수((수출-수
입)/ (수출+수입))가 1995년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되어 시장개방과 관련

하여 예의 주시할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부문에 비해 서

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낮아 전체 경제생산성을 둔화시키고 있

다는 점이다. 장석인(1999).
20) Ch ookaszian (1997).
21)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관계, 상품혁신, 하부구조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사업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물리적 결합을

이유로 하나의 몸체로 유지해왔으며, 그에 따르는 상호작용비용(마찰비

용)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전자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업구조들간 상

호작용비용이 감소되면서 핵심사업을 위주로 한 선택과 집중의 분할경

영이 가능해짐으로써(가치사슬의 해체) 새로운 사업구조재편을 가져오게

되었다. H agel Ⅲ & Singer(1999). 참조.
22) 매일경제신문, 손해보험5사 보상업무통합 , 1999.10.19., 5개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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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통한 신규판매채널의 개설 등 다채널·다접점(multi-channel,

multi-contact p oint) 판매전략, 자동차·장기손해보험·연금보험 등

특정종목으로의 특화와 집중판매를 통한 전문화전략23), 은행권 등과

의 다각적인 전략적 제휴24)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보험사업의 가치사슬 해체

가치사슬
상품

개발

영업

마케팅

언더

라이팅/

계약관리

자산

운용
보상

보험회사와

은행의 제휴

CGU

(보험회사)

제휴업체

CGU는

할리팩스은행의 보

험상품개발·영업업

무 조언

CGU

담당 /

할 리 팩 스

기준제시

투자은행

위탁

-모건스탠

리등 3개사

CGU

담당 /

할리팩스

기준제시

아웃소싱

Allian z

제휴업체

전담

-일부 담당

-15개 제휴업체

활용

전담

(Back-office 분야는

14개 제휴업체 활용)

* 출처: BCG (1999a)., 이순재(2000).

보험료 15 % 낮춘다 , 2000.3.22., 한국금융신문, 손보 보상통합 작업반

구성 , 1999.11.18., 한국경제신문, 보험회사 분사바람 , 2000.2.3.,
23) 강중철·목진영(1999), p p .17-24., 최근 해동화재는 영국계 금융그룹 리

젠트에 의해 인수된 이후 온라인 보험회사로의 전업을 선언했으며,
증권에서는 이미 인터넷증권사가 출현하였다. 매일경제, 동양화재 메

리츠화재로, 해동화재 온라인보험회사로 사명 변경 , 2000.3.3.
24) 최근 미국에서는 금융권간 업무영역을 구분해 온 글래스-스티걸법(the

Bankin g Law of 1933)이 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간 부수

업무의 겸업화 허용(2000.1.17)과 함께 은행 소유지분의 제한 및 금융

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 논의 등은 향후 은행의 보험업 참여 또는

보험의 은행업 진출(ban casu rance, or assu rbankin g)을 촉진하게 될 것

이다. 글래스-스티걸법 개정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보험

연구소, 『보험동향』, 통권 제11호, 1999.10월호. 그 변천사에 대해서

는 대한손해보험협회, 『주요국의 보험감독 법규 및 제도』, 1992,
p p .173-187., 겸업화 내용은 금감원(w w w .fss.or .kr)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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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수요 측면에서는 고객들의 수익성 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산운용에서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을 확보할

필요성25)에 대응하여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자산운용부문의 통

합 또는 자산운용 전문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운용역량 강화가 나

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근저는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의

예상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정체되면서 연령분포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올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UN이 정의한 노령

인구 비율 7% 이상의 노령화사회 에 접어들었다(<표3> 참조).

<표 3>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전망

항 목 2000년 2010년 2020년

고령인구비율 7.1% 9.9 % 13.2%

고령인구부양비율 10.0% 14.4 % 18.9%

항 목 1986-1990 1991-1995 1996-2000

합계출산율 1.80명 1.65명 1.65명

* 출처: 통계청(1998, 1999),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8)

인구의 노령화와 네트워크화는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

꾸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획일화된 생활패턴에서 건강장수, 젊어지

기, 소박한 생활에서 삶의 질 추구, 개성찾기 등 다양한 생활패턴을

추구하고 있다26). 이러한 트렌드는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나타난

25) BCG(1999).
26) Pop corn &(1999). 팝콘은 트렌드란 마음을 읽는 것, 즉 소비자들이 물

건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으로 평균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따

라서 제품에 해당되는 일시적 유행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아이디

어, 상품 혹은 컨셉이 유행이 아닌 트렌드에 맞는지의 트렌드의 가치

성 ,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지속될 수 있는지의 지속가능성 , 수익성을

가져다 줄 정도로 충분히 많은 고객들에게 소구되고 있는지의 수익가

능성 기준을 가지고 트랜드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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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경제적 보장기능의 원천으로서의

정부의 한계27) 등과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충분한 노후소득

(retirement income)28), 건강관련 장기개호비용 등의 조달29), 기타 생

활욕구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보험상품의 수요가 전통적인 사망관련

보험상품수요를 능가할 것이다30) . 이러한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일

본 등 노령화 사회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선진 보험시장의 경험 및 향

후 예측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현상이다(<그림2> 참조).

<그림 2> 2010년 일본의 생명보험시장 예측

* 출처: Ito(1997), p .315.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보험회

사에게서 단기적 보상과 보험상품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를 구매하

27) 많은 나라들의 대다수 사회보험제도는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조세

등을 통해 보조하는 형태의 비적립방식(p ay-as-y ou -go)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노령인구 부담비율이

계속 커져 공적보장의 범위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 드러커는 20세기를 마감하는 30년 동안 가장 번성한 산업은 정보산업

이 아닌 소매금융산업이라는 것과 새로운 인구변화가 지속되는 한 소

매금융의 성장은 지속되리라 전망한다. Dru cker (1999), p p .114-116.
2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etiu s(1999) 참조.
30) Skip p er (199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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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단순한 상품의 구매가 아니라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

서 보험회사가 주주와 소속 근로자의 이익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는 회사의 수익성과 지속성장의 가능성을, 그리고 고객에게 생애 전

반에 걸친 재무설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윤택한 생활보장을 제공함

으로써 최대한의 고객충성도(cu stomer loyalty)와 강력한 브랜드 이

미지를31) 형성할 수 있는 시장행동을 보여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보험회사들은 가치사슬 내 잠재성이 큰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포트폴리오 균형을 제고하고, 시장점유율 증대 및 상품범

위와 서비스 확대, 숙련인력의 육성, 경기조정형 사업의 추가, 지역

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기존의 부분적이고 타율적인 퇴출, 비용절감과 인원감축 중심

의 구조조정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내 네트워크의 형성,

상호 고객기반 내에서의 교차판매,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M&A)을 통한 대형화32)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되

고 있다33).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정분야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그림3> 참조). EU식 지급여력기준,

경영표준공시기준, 준비금제도,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기준(FLC) 등 일련의 시장감시제도가 이미 정비·강화되고 있으며,

31) 독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브랜드인지도가 소비자의 보험계약체결의지

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며, 제3의 보험회사 선택요인이며, 브

랜드강화 광고비는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성장률과 유의적인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한다. 강중철·목진영(1999), p .34. 원전: Oliver an d
Mich ael Ollm an, 「Revivin g Germ an Life In su rance」, 『The
McKin sey Qu arterly』, 1999 N o.3, McKin sey & Com p any, 1999.

32) 한편 미국 보험시장의 M &A는 상품, 판매채널 등에서 실질적인 중복이

거의 없는 보험회사들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국내 보험시장의

인수합병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Scott (1999), p .47.
33) Schinzler (1999), p p .32-34, 강중철·목진영(1999), p .24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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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의 개정34) 흐름 등은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소비자, 투

자자 등에 의한 시장감시와 보험산업 내 자율규제활동의 증가를 가

져 올 것이다.

<그림 3> 보험시장의 자유화와 규제강화

* 출처: Skip p er (1996), p p .33-35.

2 . 보 험회 사의 21세기 당면 과제

가. 새로운 사업모델의 모색

최근 국내 과학계의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다세포 사회체제인

사람에게도 몸 전체가 생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세포가 스스로

34) 최근 예금자보호법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에서 최저액만을 보장하는 방

향으로 개정되었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서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과 보

험회사 대응에 대해서는 이승철(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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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세포의 사멸(apoptosis) 이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이 제대로 일

어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질병이 생긴다고 한다35). 이와 같은 맥락에

서 드러커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인의 자격으로 새롭고 상

이한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것을 바꿀 의사와 함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정책으로

서 기업의 조직적 개선 이전에 모든 영역에 대한 조직적 폐기

(organized abandonm ent)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36). 사업초

점을 명확히 하는 사업구조의 선택과 선택된 사업에 대한 내부역량

집중이라는 선택과 집중의 경영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4> 기업의 성공적 진행과정(success sequence)

* 출처: Stern & Stalk Jr .(1999), p p .55-56.

이를 핸더슨(Handerson)은 성장과 시장점유율의 매트릭스 모형

을 통해서 연속적 시간선상에서의 기업의 순환주기로 달리 표현하

고 있다. 즉 시장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는 성숙사업 → 신규사업 → 성장사업 으로의 순환주기를 성공적으

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그림4> 참조)37) .

35) 매일경제신문, 노벨상에 도전한다: 고려대 최의주 교수, 세포자살연구

세계서 주목 , 2000.1.12.
36) Dru cker (1999), p p .143-153. 최근 SDI는 회사 내에 속도, 유연성, 개방성

에 기반한 디지털정신의 확산과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

도와 의식구조를 파괴하는 제도파괴팀 을 신설했다. 전자신문(w w w .
etn ew s.co .kr), 삼성SDI, 제도파괴팀 신설 , 2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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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99년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 수

국 가 사용자(천명) 총인구(천명) 총인구 대비

미 국 110,825 275,802 40.2 %

일 본 18,156 126,187 14.4 %

영 국 13,975 58,294 24.0%

캐나다 13,277 30,438 43.6%

독 일 12,285 82,565 14.9 %

호 주 6,837 18,641 36.7%

브라질 6,790 167,179 4.1%

중 국 6,308 1,265,679 0.5 %

프랑스 5,696 58,906 9.7%

한 국 5,688 46,858 12.1%

* 출처: 1.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1999.12.7, p .34, 일부인용; 원전:
FarEastern Econ om ic Review 의 인터넷 사용자 통계.

2. 총인구는 1999년 예측치;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8.

199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는 569만명(<표4> 참조),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수는 지금 현재도 매우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38).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cyberspace)의 출

현으로 여기서 활동하는 네티즌(netizen)과 전자기업(e-Enterprise)이

라는 참여자들간에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과 거래형태39)가 형성되고

있다. 전자상거래(e-Comm erce)의 규모는 연 평균 100% 이상의 높은

37) Davis & Davisson (1993), pp .153-154. 재인용, Drucker (1999), pp .117-119.
38)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2000.1.31 기준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 수

는 1,134만명으로 인구 4명당 1명꼴이다. 전자신문, 2000.2.16.
39)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광속상거래(CALS; Com m erce at

the Light Sp eed)란 개념은 미국의 군수지원을 위한 전산화(CALS;

Com p u ter-aided Acqu isition an d Logistics System )에서 시작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1970년대 해운-내륙운송/ 철도를 잇는 복합운송분야에서 전

자문서교환(EDI; Electron ic Data In terch an ge)이라는 기업간(B-to-B) 거

래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철환·김규수(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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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보이면서40) 새로운 사업기회로 부상하고 있어 보험회사들

에게는 기존시장에서 새로운 신규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과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로우(Barlow)는 이러한 네트워크 경제(e-Economy)41)의 특성을

유형자산 위주의 사물의 경제와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

다:42) 관계(relationship)가 사물을 대체하는 탈물질화(dem ateriali-

zation), 내용보다 맥락(context)이 더 중요한, 즉 매개체가 아닌 환경

으로서의 가상공간, 베타버전의 배포에서 보여지는 공유(sharing)의

신 사업모델43), 지식과 정보의 교환자들간의 신뢰와 이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는 거래의 연속성, 폐쇄성에서 공생·복

합기업·협력을 가능케하는 투명성과 대화(transp arency and

conversation)로의 전환44), 혼돈이 질서가 되는 경제45).

40) 1999년 약 800억원∼980억원의 시장규모에서 2000년 2,160억원∼2,700억

원, 2005년에는 6조8000억원∼8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된

다. 김현식(1999), 오상봉·김인중외(1999), 매일경제신문, 전자상거래

올 2700억원: LG경제연구원, 아더앤더슨 추정자료, 2000.1.1.
41) 한경비즈니스, 홀로닉(h olonic)네트워크 경영, 2000.1.3. 네트워크경제

에서는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다시 재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는 소

비자 중심으로 통합되는 역(rever se) 시장경제 라고 칭해지고 있기도

하다. 홀로닉 경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h u r et al .(1997)의
사토 오사무의 「복잡계의 기업론」참조.

42) Barlow (1999).
43) 소위 선물의 경제학(gift econ om y)이라는 특성으로서 이를 가장 잘 설

명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그들은 당신

의 엔지니어가 된다 는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존 게이지(J. Gage)의 언

급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설명은 Kelly (2000), p p .83-105. 참조.
44) Barlow는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로 애플컴퓨터

의 시장실패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 경제는 경

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코피티션(co-op etetion)의 환경이라고 해야 할 것

이다. 코피티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 alebu ff & Bran d enbu rger
(1996). 참조. 이들의 글은 찰스스왑의 경쟁사 제품 취급 등 최근 네트

워크 경제의 대표주자들의 시장행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45) Brow n Arthu r 등은 과거의 경영이 단순함을 추구했다면, 지식과 정보

는 복잡함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복잡함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죽이는 것과 같다. 복잡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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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트워크 경제는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의 영업영역을 24시간 전 시간대와 off-line 뿐만 아니라

on-line의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전자적인 속도개념의 도입

으로 보험회사와 고객간의 보험서비스의 도달성(reachness)과 윤택

성(richness)의 반비례관계가 와해되고 있다46). 이렇듯 네트워크 경

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

나 보험상품이 일단 시장에서 성공하고 나면 그 우위성이 더욱 확

대되는 수확체증의 법칙(law of increasing return to scale)이 적용

되어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작용하는 반면, 신규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확장도 가능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4 7).

아서(Arthur)는 지식주도형 세계에서는 승자에게만 시장의 지배

가 허용된다. 이 체제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다가 올 테크놀로지의 세

계에서 시장을 선점해서 승자가 될 수 있는가에 있다. 경영이란 승

자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이며, 경영행태는 자연히 미션지향적

(mission-oriented) 이 됨으로써 조직의 계층 축소와 수평화를 가져오

고 회사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48) . 데

복잡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한다. Arthu r et
al.(1997), p p .220-224.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의 지식공유와 관련한 조직

내 여유(red u n d an cy)에 관한 언급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46) 도달성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공유할 대상의 수, 윤택성이란 얼마나 많고 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의 정보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가 물리적인 매개체에 묶

어있는 경우 이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매개체와 정보가 분리되면 이 관계는 무너진다. Ev an s &
Wu rster (2000), p .37.

47) 박주석(1999), p p .8-9. 참조.
48)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환경에 조

직을 맞추는 것이다. 제1장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경제의 유연하면서도

임시·소규모 조직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

는 것이다. Arthu r et al.(1997), p .31., p p .82-89. 한편 본문의 미션이란

조직의 장기 비전 또는 핵심 목적, 즉 존재의 이유를 말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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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스는 근로자 하나 하나가 사업단위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한

다49). 또한 이들은 모두가 비전과 기본사업전략이 조직 구축 등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기회의 포착을 조직구축 이전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일

처리방식(mission-oriented)으로 수행하면서 배워나가는(learning by

doing) 행동지향적 진행형의 사업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

에 나타나고 있는 벤처사업이 그 전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나. 경영혁신과 보험서비스의 특성

보험 등 금융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형성, 비분리성(동시

성), 다양성, 위험부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상품은 제조

상품과 달리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intangible) 계약에 근거한 수행

과정(p erformance)이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는

사전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공과정 중의 동일한 서비스 제

공자에 따라서도 제공 정도가 달라지기 쉬우며, 경쟁자에 의해 모방

되기 쉬운 약점도 있다. 또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소

비자의 생산과정 참여라는 특성과 서비스의 저장 불능50)이라는 특

비전이란 기업이념이나 사업영역(도메인)을 기반으로 미래에 회사가 도

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방침·행동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오야(1994), p p .41-42.
49) 스웨덴의 대형 보험회사 Trygg H an sa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고정

급과 성과급을 지급하던 1백명이 넘는 영업인력 각각을 하나의 회사로

만들었다. 판매기업가가 된 이들 영업사원들은 회사로부터 사무실, 관

리직원, 장부기록업무 등을 빌려서 수수료만 받는 체제로 전환하여 고

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전환시켜 매출을 크게 올린 사례다. Davis &
Davisson (1993), p p .172-179.

50) 소비자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끼워팔기(cross-sellin g)
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서비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은 서비스 전체에 대한 고객만족도의 저하를 가져

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서비스의 비영구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품질통

제가 관리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Fitszelard et . 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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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다(<표5> 참조).

<표 5> 보험서비스의 특성

특 성 일반적인 측면 경영혁신 측면

무형성

-고객정보가 중요

-실제적인 정보제공으로 차

별화된 서비스임을 홍보

-과정상의 변이 가능성으로

혁신이 고객 및 서비스 질

저하 초래 가능성

동시성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분리 불가로 지속적인 고

객관계가 중요

-저장불능과 수요급변으로

혁신의 효과 확인곤란

-타조직의 모방 용이

이질성 -매번 다른 서비스 경험
-고객을 통한 학습과 지속

적인 혁신 추구

* 출처: 1. Fitzgerald et al.(1998), p p .160-161.
2. 박주석(1999), p p .14-15.

더욱이 보험서비스는 은행이나 증권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객의 자발적 수요가 낮은 반면, 상품은 복잡

하고, 보험회사의 인수의지(언더라이팅과정)가 수반되는 특이성, 모

집조직에 의존한 상품판매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매출 확대라는

보험서비스만의 특이한 구조 지니고 있다51).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고객지식(cu stom er knowledge)은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 경영환경

에서는 지속적인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유지가 다른 무엇

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52).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요구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또는 혁신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경영혁신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의 혁신이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p p .16-17.
51) 박주석(1999), p .14 .
52) Fitzgerald et al .(1998), p p .14-18, p p .159-161., 박주석(1999), p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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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들은 회사 전체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여 경영혁신을

전사적 차원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53). 따라서 경영혁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 특성에 따른

고객지식을 어떻게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경영혁신

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다. 네트워크 경영 또는 디지털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가장 필

요로 할 경영정보는 더 이상 과거의 실적치가 아니라 사업기회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예측치를 제시하는 정보이어야 한다. 또한 보

험회사업의 가치사슬의 해체는 법률적 허구인 기업 단위의 정보가

아니라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인 전체 경제사슬상에서 발

생하는 모든 비용을 파악하고, 제휴·협력사 등과 공동으로 비용을

관리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 동인은 전통적 원가회계로부터 활동기준

원가(ABC; activity-based costing)54)방식으로, 원가중심 가격결정

(cost-led pricing)에서 고객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허용원가를 결정하는 가격

53) Fitszerald et . al.(1998), p .162.
54) 전통적 원가회계는 무슨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을 나타내는 반면, 활

동기준 원가회계는 무엇을 하지 않는데 드는 비용 도 계산한다. 전통

적인 원가회계에서는 상품개발이나 생산이후 발생하는 원가는 간접비

로 간주하여 전체 원가에 배분하였기에 개별상품과 연계되지 못했다.
결국 상품의 수명주기(life cycle) 동안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가들을 무

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험서비스는 개별작업의 원가에서 출발할 수

가 없다. 모든 원가는 주어진 기간 내에는 고정비이고, 자원들은 서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활동기준원가의 기본가정이다. 따라서 활동기준

원가는 보험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적합하다. 서비스에는 단 하나의 원

가 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전체 시스템의 원가로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비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러한

활동기준원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Dru cker (1999),
p p .205-207., 김범열(1999b)., N ess & Cu cu za(1999, H B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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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원가결정(price-led costing)55)방식으로의 전환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원가를 알아야 한다. 즉, 전체 사슬을 구성

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공통된 또는 적어도 양립가능한(compatible)

회계제도가 필요하다.

<표 6> 부의 창조를 위한 4가지 전술차원의 정보

기초

정보

기업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정보

- 현금흐름과 유동성정보, 채권의 지급이자 비율, 6개월 이후

만기채권의 도래비율, 미수금 총액 대비 매출액 비율 등등

생산성

정보

총 요소생산성을 알려주는 정보

- 경제적 부가가치(EVA)

- 벤치마킹: 전체 산업 또는 동종산업 내 최대 성과와 비교

역량

정보

조직이 지닌 핵심역량을 알려주는 정보

- 혁신, 성과의 기록과 평가

- 성공한 분야의 성공요인, 성공하지 못한 분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장변화와 자사 핵심역량 약화 요인

- 올바른 문제 제기를 하게 하는 정보

자원배분

정보

자본과 유능한 인적자원의 배분 정보

- 투자수익률, 투자회수기간, 현금흐름 또는 할인된 현재가치

-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마련

- 구체적인 달성기간과 투자계획 또는 기대와 결과 비교

* 출처: 드러커(1999), p p .214-222.

드러커(Drucker)는 경영에 따른 보수는 원가통제에서가 아니라

부의 창조로부터 얻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경영진단 도구

55) 지금까지 보험상품의 가격 산정은 위험에 상응한 순보험료(net premium )에
일정한 부가보험료(loadin gs)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

한 부가보험료에는 사업비와 안전할증 및 기대이익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원가중심 가격결정방법이다. 그러나 가격중심 원가산정은 상품개

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고객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허용가능한 원가(allow able cost)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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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네 가지 가치정보56)(<표6> 참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보험경영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가치정보 외에

도 현재의 보험회사 전략(strategy)이 토대로 하고 있는 기본 가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정보, 고객 및 비고객 정보, 다른 산업

의 현황 및 기술변화, 세계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가져야 한다고 한

다. 시장정보 등의 전략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인 변화는 보험

회사의 외부에서, 자사의 고객이 아닌 비고객과 더불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실제로 세금, 사회법규, 시장 선호도, 판매채널, 기타 외부

환경들을 기존에 생각한 그대로이거나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

다고 기존의 전략적 가정을 고수한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번번이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57).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적절한 정보시스템은 경영자로 하여금

전략이 토대로 하고 있는 가정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문제 제기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Why 경영 을 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경영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

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들을 조직화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

용하여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정보는 자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는 일하는 방식에 맞게 조직되어야 하고, 올바른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58). 따라서 정보가 유연하게 흘러다니

도록 해야하며, 그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적시에 이용가능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조직간, 그리고 협력·제휴사

들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되어야 한다59).

56) 드러커(Dru cker)는 기업은 청산이 아닌 영속체(goin g con cern)로서 경

영되어야 하므로 가치를 증가시키고 부를 창조하는 조직으로 기업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치창조에 필요한 네 가지 가치창

조정보가 경영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Dru cker (1999), p .213.
57) Dru cker (1999), p p .222-224.
58) Dru cker (1999b), p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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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경영과 관련하여 스키퍼(Skipp er)는 21세기 고도경쟁여건

에서 보험회사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확실한 이

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했다60):

1. 모든 부문의 영업활동이 필요한가? 각각의 주요 상품과 영업활동의

수익성 패턴을 알고 있는가? 어떤 부문을 아웃소싱했을 때 수익성

이 있는가?

2. 경쟁적 시장에서 혼자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3. 우리의 비교우위는 혁신, 고객정보, 고객접근, 튼튼한 재정상태, 심

도있는 문화적 이해 중 어디에 있는가? 비교우위를 완전하게 활용

하고 있는가?

그러나 과거의 경영환경을 가정으로 삼은 기존의 경영 틀에서는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트워크 경영환경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듯이 2000년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은 대부분 다음의 두 가지 경영전략들로 요

약될 수 있다: 수익중시 가치경영(VBM; value-based management)과

디지털 또는 네트워크 경영(digital or network management).

두 전략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전자가 단기적이라면, 후자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추고, 네트워크 경영환경에서 가치경영을 실현하려는 전

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59) Drucker.(1999b), pp .16-45. 원전: Harvard Business Review in Jan .-Feb.
1995. 이 내용을 지식경영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된 것이 Dru cker
(1999a)임.

60) Skip p er (1996), p .18-19, 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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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치경 영과 지식 자산

가. 보험회사 기업가치의 극대화

과거 보험회사는 외형상의 수입보험료와 영업이익이라는 재무가

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장경쟁의 심화, 소비자의 선

택권한 강화, 기술의 발달과 프로세스의 변화는 경영패러다임의 변

화를 가져왔으며61), 이를 통해 상품의 내용과 프로세스에 주목해 오

다가 보험회사의 시장가치, 즉 기업가치라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옮

겨가고 있다. 변화의 실마리는 고객이 이끌어내는 가치(valu e)62)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며, 보험회사의 생존이 소비자의 존재에 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윤석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생존을 위한 일차적

조건은 소비자의 존재이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여 소비자

와 생산자의 순혜택(net benefit), 즉 부가가치(valu e-added)를 높이

는 데에서 생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기업의 생존조건 (<그림

5> 참조)을 제시하였다63). 최근 강효석 등은 기업의 생존조건 을 현

금흐름(cash flow)으로 측정된 부가가치 창출조건으로 재해석하여

그 부가가치의 최소치는 사업에 투자된 자금의 조달비용이라는 기

업성장의 무한대 모형 (<그림6> 참조)을 제시하였다64). 재무적인 측

61) 한경비즈니스, 홀로닉(h olonic)네트워크 경영, 2000.1.3. 참조.
62)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가치(v alu e)란 질(qu ality) 또는 질의 중요성, 유

용성, 만족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만족이란 가치에 달려 있으며

가치는 가격에 대비하여 제공받은 효용이므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서비스 품질이란 가격이 고려되지 않은 개념

이므로 품질이 고객만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여준상(1999).
63) 윤석철(1991), p p .30-32.
64) 강효석외 3인(1998), p 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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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면, 손익계산서(I/ S) 경영방식이 대차대조표(B/ S) 경영방식

으로65) 바뀌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림 5> 기업의 생존부등식과 가치경영

* 출처: 윤석철(1991), p p .18-21., 강효석 외 3인(1998), p .41.

<그림 6> 기업 성장의 무한대 모형

* 출처: 강효석 외 3인(1998), p .42.

65) 대차대조표(B/ S) 경영방식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입한 자산을

각 사업부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성과를 거두는 사업

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효석 외 3인(1998),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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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비용중심점 또는 수익중심점이라는 경영관리기준을

가치중심점(value center)으로 전환하여 승부사업의 육성과 한계사업

의 철수66)라는 사업구조조정 및 사업가치와 직결되는 업무개선활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의 가치창출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성과측정지표의 하나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경제적 부

가가치(EVA; economic valu e-added) 67)이다. EVA는 투자자산의 이

익률에서 자본조달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그림6>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측면에서 투자자산수익률(ROIC)을, 부채/ 자본측면에서 가중자

본비용(WACC)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68).

외국의 초우량 기업들은 대다수가 EVA를 도입·활용하고 있으

며,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가치창출에 어려움

을 겪을 때마다 인수합병(M&A), 차입매수(LBO), 리스트럭처링·다

운사이징, 파생금융상품 등의 새로운 기법들을 통해 가치창출에 힘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7> 참조). 그들은 공통적으

로 현금흐름 수익과 자산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여 수익성을 증대한

다음에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펴오고 있다69).

66) 최근 다이요화재는 일본에서는 최초로 자동차보험 사업부문에서 철수

를 선언했다. 보험신보, 일본, 다이요화재 자보사업 포기 , 2000.3.20.
67) 이러한 EVA와 기존 회계방법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투자, 즉 기

회비용을 고려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동일한 매출규모를

가진 회사 A와 B가 각각 50억원과 55억원의 이익을 냈을 경우 기존의

손익계산서 경영방식에서는 B가 더 수익성이 높지만, 회사 A의 투자금

액은 50억원, 회사 B의 투자금액은 100억원이라면 EVA에 따른 이익계

산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68) 보험, 은행 등의 경우에는 ROIC 대신 금융기관 특성을 반영하는 위험

조정 자기자본 수익률(RARO C)을 이용하고 있다. EVA, 이와 비슷한

개념인 주주 부가가치(SVA; sh areh old er v alu e-ad ded ) 또는 총 주주수

익률(TSR; Total Sh areh older Retu rn)에 대해서는 Rap p ap ort(1999),
In ou e(1999), Stern & Stalk Jr .(1999), p p .298-302., 이병남, 한경비즈니

스·BCG 공동기획시리즈: 가치경영 , 제211호∼제215호, 1999.12.∼
2000.1. 참조, 또한 RARO C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박강철(1998). 참조.

69) 데이비드 영, 서강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한국기업이 미국의 초우량

복합기업에서 배울 점, 한국경제(w w w .ked .co .kr), 1999.2.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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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기업들의 EVA와 경영혁신

* 강효석 외 3인(1998), p .38 수정인용, 원전: 日興리서치센터,『투자월

보』, 1998.1.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보험회사들의 부가가치 창출은 매우 저

조한 수준이다70). 보스턴컨설팅의 보험산업 분석71)에서도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수익성과 위험관리를 연계하여 위험의 정량화와

여러 사업부문에의 적절한 자본배분을 통해 위험요소를 고려한 수익

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

에 삼성생명 등 국내 보험회사들은 EVA를 핵심경영지표로 설정하고, 영

경우 1995년에 이미 구조조정을 시행해 온 두산그룹이 선 수익성 후

성장 추구과정을 따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두산그룹의 사례는 강효

석 외 3인(1998), p p .58-60. 참조. 한편 유럽 보험회사들이 기존자산의

성과와 효율성에 치중해 왔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수

익성있는 외형성장에 치중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CG(2000).
70) 손해보험회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181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86년부터 1995년의 10년간 상장기업의 평균 금융비

용(자본조달비용)은 14 %인데 반해, 평균 자본수익률은 8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효석

외 3인(1998), p .38-40, 원전: 남명수·강효석, 『한국상장사협회 세미나

자료』, 1997.10.29.
71) BCG(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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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의 개선과 주주이익 증대를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가치경영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72) .

나. 보험회사의 기업가치와 지식자산

기존의 가치경영은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해 대차대조표에 나타

난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의 효과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형자산 또는 지식자

산73)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자산을 배제한 가치경영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74). 이미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재무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가치경영에서 지식자산이라는 비재무적인 측면도 아우르는

가치경영으로75), 더 나아가 지식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적극

72) 삼성그룹은 EVA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자기자본수익률을 14 %로 정하

고 있다. EVA는 이미 국내에는 지난 3년 전 도입돼 그 동안 LG그룹

이나 포항제철 등이 이를 경영지표로 정하기도 했다. 포항제철의 경우

는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공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EVA를 도입한 사례로서 최고경영자들의 보너스 중 약 50%가 EVA 결

과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EVA를 산출할

때는 주로 회사채금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

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EVA가 플러스로 나타나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성용(1999b), 매경(w w w .m k .co .kr), 경

제적 부가가치(EVA), 삼성그룹 핵심 경영지표로 등장 , 1999. 6. 7.
73) Edvin sson에 의하면, 무형자산은 재무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자본, 또는 비재무적 자산, 지식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숨겨진 자산 등과 동일 개념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1998),
p .112., 원전: L. Edvin sson & M . Malone, 『In tellectu al Cap ital』,
H arp er Bu siness, 1997.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후 지식자산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로 한다.
74) 홍대순(1999), p .576.
75) 스웨덴의 소프트웨어 컨설팅사인 WM-D ata에서는 1997년 연차보고서

에서 전통적인 재무지표에 의한 통제는 무형자산 위주의 지식기업을

경영하고 이해,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기업의 주요 경

영목표 및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고 하였으

며, 더 나아가 지식기업은 일정수준의 재무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

러나 고객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자본을 강화하는 데에 재무적 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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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76). LG화재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균형

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도 재무적인 지표와 함께 비재무

적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77).

<그림 8>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지식자산 규모

* 주: 주식시장프리미엄 / 주당순자산,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나라 A 손보사의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평가에 따라

지식자산의 가치가 부침이 심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 전체 기업가

치의 40%∼70%가 지식자산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8>

참조)78). 세계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기업가치의 약 50%를 지식자산

결정적이지 않다 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WM-Data에서는 자본수익

률이나 투자수익률과 같은 재무지표는 그룹차원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강금만(1998).

76) 스웨덴의 보험회사인 스칸디아(Scan d ia In su ran ce Grou p ), 소프트웨어

컨설팅사인 WM-Data, 캐나다 CIBC 은행, 호주 Morgan & Ban ks 등

이 선구적인 기관들이다. 강금만(1998), 노나카·곤노(1998), p .56.
77) BSC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78)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은 크게 주식시장가치와 순장부가치간

의 차이를 보는 방법(MCM; m arket cap italization ap p roach), 산업 내

평균 자산수익률과 해당기업의 자산수익률의 차이로서 보는 방법

(ROIC ap p roach)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식시장의 서로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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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

식자산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그림9> 참조). 더욱이 네트

워크 경제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희소성에 근거한 유형자산의 성장

성과 비교해 무형의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지식자산의 성장가능성

은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 지식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대화시

키느냐가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림 9> 세계의 산업분야별 무형자산 비교(1995년 4월 기준)

* 출처: 스베이비(1999), p .21, 원전: Morgan & Stanley의 국제자본지표.

드러커(Drucker)는 지식사회와 노령화사회에서는 주주가치 중시

의 가치경영에서 비롯되고 있는 단기적 결과에의 편중을 장기적인

번영과 균형을 맞추는 대안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동시

에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올리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고

업들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에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나 시장가

치가 장부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고, 후자

의 경우는 경영효율성을 고려하고 동일산업군 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지만 전체 자본시장을 반

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홍대순(1999), p .581., 정종암·안윤영

(1999). 본문의 A 손보사의 경우는 MCM방식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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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한다. 스키퍼(Skipp er)의 언급처럼 우수한 인력이 유

일한 비교우위인 보험산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79) .

다. 지식자산의 극대화와 지식경영

1980년대 이후 핵심역량 - BPR - 벤치마킹 - 팀제 - 학습조직

으로 이어지는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두가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서의 지식자산들인 핵심역량의 구축,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의 개선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핵심역량의 실천적 획득방안의 요

구,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한계, 조직혁신의 내부 체질화 결여, Best

Practices(지식)의 조직 내 전파나 공유80)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다.

경영자들은 경영혁신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 및 영향을 받는 계

층이 경영자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현장근로자들이므로 이들에게

혁신이 체질화되지 않고는 경영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

한 지식을 습득, 자기 담당분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집합체가 곧 경영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창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율경

영, 조직학습의 개념과 함께 지식경영이 등장한 것이며, 따라서 지

식경영은 기존의 사업전략이나 조직혁신과 상충되거나, 이를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된 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자 하는 진보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81).

79) Drucker(1999), pp .121-123, Chookaszian (1997), p .4, Orr Ⅲ(1999), pp .60-61,
Skip p er (1996), p .18.

80) 미국 생산성본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일류 기업의 경우에도 한 부

서의 Best Practices가 다른 부서로 전파되는데 평균 27개월이 걸렸다

고 한다. 정일재(1998).
81) 송계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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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식자산의 구성요소: 지식경영의 대상

* 출처: 이순철(1999), p p .58-59, p .63, 스베이비(1999), p p . 24-29. 참조.

1990년대 스웨덴의 금융위기, 상품 포트폴리오의 유연성과 변화

대응속도가 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보험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그

리고 규제완화로 인한 신규사업 기회의 증가에 직면한 스칸디아보

험그룹(Scandia Insurance Group)은 성장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인

적역량, 고객기반, 혁신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

었다82) .

1991년 에드빈슨(Edvinsson)을 지식담당이사(CKO)로 임명한 스칸

디아 보험회사는 이후 3년간 스베이비(Sveiby) 등의 연구를 토대로

자사의 지식자산을 분류하고(<그림10> 참조), 지식자산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개발하여 기존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숨겨져 있던 지식자산

을 유형자산과 같이 연차보고서에 나타냄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와

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

다83).

82) 이순철(1999a), p p .60-67., 이순철(1999b),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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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식자산 분류 사례: 대한투자신탁

인적자산

(종업원역량)

조직구성원이 보유하고 있

는 지식으로서 지식경영 추

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 분야별 전문인력

- 개인 업무노하우

- 창조적 가치관

구조적

자산

(내부구조)

인적자원을 확대재생산하는

조직 내 체계적인 프로세스

로 지식경영 추진에 필수적

인 자원

- 조직·인사시스템

- 정보 인프라

- 데이터베이스

고객자산

(외부구조)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지식자산으로서 우리회

사의 존재이유가 되는 지식

- 금융상품·서비스

- 고객니즈관련 지식

- 고객관리·판촉사례

* 출처: 최병만 외 3인(1999), p .323.

스베이비(Sveiby)에 의하면84),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크게 두 가

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한다. 하나는 조직 외부를 향한 것으로 고

객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며(외부

구조), 다른 하나는 조직 내부를 향한 것으로서 조직을 구축하고 유

지한다(내부구조)는 것이다. <표7>은 이러한 지식자산의 정의에 따

라 자사 지식자산을 분류한 국내 금융사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지식자산은 외부구조, 내부구

조 또는 종업원 역량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종업원 역량에는

83) Sveiby (1999a), p p .299-300. 물론 Scan dia의 경우가 아직까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경영자들이 연차보고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주로 보고

서를 분석하는 재무분석가들의 존재 때문이라는 점, 지표공개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지식자산에 적용할 회계시스템의 부재 등이 지

식자산 보고서의 일반화를 저해하고 있다.
84) Sveiby (1999a),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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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 무형의 지식자산을 창조해내는 종업원 능력이 포함된다.

종업원들은 회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책임의식을 공유할 때

조직에 충성한다. 회사는 그러한 충성의 대가로 퇴직금(연금) 등을

제공한다. 내부구조로 표현되는 지식자산에는 특허권, 사업모델, 관

리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조직문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

편 외부 지식자산이란 고객과 제휴사 등과의 관계와 브랜드, 이미

지, 신용, 등록상표 등이 포함된다.

<그림 11> 보험회사의 지식자산을 포함한 대차대조표85)

* 출처: Sveiby (1999a), p .29. 수정인용.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식경영(KM; knowledge m anagement)이란

85) 아직 보험회사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주식시장 가격변동계수인 β계수

가 1에 가까운 대표적인 국내 기업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의 경

우 약 20조원에 달하는 총자산 중 지식자산의 비율은 70.5 %로서 외부

구조가 25.5 %, 내부구조 42.6%, 종업원 역량이 31.9 %로 나타났다. 매일

경제신문, 지식경영마스터클래스: 칼 스베이비 , 199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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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언더라이팅 등의 업무프로세스 등의 내

부구조자산, 종업원 역량, 고객 및 제휴·협력사들과의 관계라는 외

부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창조함으로써 가치창출을 이뤄내

는 경영활동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경

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그림11> 참조).

이러한 지식경영은 크게 보험회사의 기본 사업전략과 연계된 전

략으로서의 지식경영,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으로서의 지식관리체계,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실행환경에서 실제적

으로 이루어지는 지식활동과 그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4가지 모습으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표8> 참조)86).

<표 8> 지식경영의 4가지 모습

지식경영 전략

- 전략적 지식을 정의

- 지식자산 현황 파악을 통한 지식지도 작성

- 핵심사고와 의사결정과정을 정의

지식 관리

- 지식·정보흐름의 관리: 지식활동의 환경

- 지식관리시스템, 추진조직, 평가·보상

- 업무규칙: 행동지침 및 평가기준 등 마련

지식 활동 및

성과평가

- 지식경영전략과 지식관리에 기반을 둔 활동

- 성과 산출 및 평가

* 출처: Ju n g(2000).

86) 지식경영의 3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제Ⅲ장의 지식경영의 전략수립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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