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사업 관련 선행연구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혹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제조업

의 경우와 상이한 점이 많다.15) 제조업의 경우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상품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시장을 확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16) Boddewyn 외(1986)와 Katrishen 외

(1998)는 제조업의 해외사업을 설명하는 이론이 보험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에도 적

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제조업과 같이 분

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해외사업은 제조업의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apar 외 2003; Contractor 외 2003). 

이후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관련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

15) 해외사업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와 의미가 유사하다. 

WTO(1996)에 따르면 FDI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기업의 발행주식 혹은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인

수·합병과 현지법인 설립 등의 경우, 둘째, 현지법인 혹은 투자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배당이나 모회사 송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셋째, 모회사와 해외 관계회

사 간에 대차거래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10% 미

만 투자 시 외화증권투자로 처리>, ②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라도 임원의 파견, 

원자재나 제품의 장기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계약,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 등, ③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증액투자>, ④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에 대해 상

환기간 1년 이상의 장기 금전 대여의 경우<1년 미만 투자 시 금전대차계약> 등으로 정

의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Ⅱ>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Johansen and Valhne(1977), “International Process of the Firms: A Model of 

Knowlde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atistics. 이순재(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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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첫째, 해외사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연구, 둘째, 해외진출 지역 선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셋째, 해외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보험회사의 

진출방식과 현지 경영전략과 경영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1. 해외사업의 편익과 비용

해외사업의 편익에 대한 연구들은 리스크 분산으로 인한 수익 안정성 제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전략의 유연성 확보, 새로운 성장기회 확보 등을 해외사업의 

편익으로 제시하고 있다(Daniels and Bracker 1989; Skipper 1991; Fairlamb 1995; 

Contractor외 2003).17) 반면에 해외사업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와 환위험 노출이 커

질 수 있는 위험이 해외사업에 상존한다. 최근의 연구인 Olibe 외(2007)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사업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을 포트폴리오 개념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기업의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과 시

장위험(Systematic Risk, 시장 베타)의 선형관계라는 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될수록 시장위험이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18) 

해외사업과 관련한 경영비용은 진출 국가의 기업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이지만,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으로 정의된다(Hymer 1976; Zaheer 1995). 이 비용은 해외사업과 관

련된 경영관리 비용, 통화가치변동 위험, 시장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현지 규제, 사

회적·문화적 인식 차이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현지에서 사업하는 

17)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론적 근거는 포트폴리오 이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등

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여러 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는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효율성

이 개선된다는 논리이고 범위의 경제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결합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기법과 역량이 제고된다는 논리이다.

18) 보험산업에 적용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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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길어질수록, 즉 현지화가 진행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Zaheer 1995).  

Contractor 외(2003)는 서비스업 기업들의 해외사업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전술한 

비용과 편익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해외사업 경영성과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해외사업 기반확립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나 경영성

과가 악화되는 단계이다. 기업의 해외사업이 안정화되어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되

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영성과가 개선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 기업의 해외사업이 

과도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영성과가 다시 악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Capar and 

Kotabe(2003)는 서비스 기업의 해외사업과 경영성과 간에는 U자형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외사업 비중이 매출액 기준으로 18%를 초과할 경우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진출지역 선정에 대한 연구

가. 보험수요: 시장의 성장가능성

Brown 외(1993, 2000), Hussel 외(2005)의 연구는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저축률 등 거시경제요인들과 인구구조 등이 해당 국가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진출국가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

득에 대한 보험수요의 탄력성은 소득구간에 따라 비선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소득증가분보다 보험수요증가분이 적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보

험수요가 소득증가분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경우, 다

시 보험수요 증가분이 소득증가분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수요는 소득수

준에 따라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저축성보

험이, 중간 수준일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이, 그리고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연금상품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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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환경 

보험산업의 거래장벽과 경쟁환경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현지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과 유사하게 현지의 사회·

경제·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국가별 공적 저축제도, 보험산업 규제, 조세제

도,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보험상품이 다르다. Altunta외(2014)에 따르

면 각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주요국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차이를 약 60% 

설명한다. 보험부채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의 경우, 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투

자대상이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산은 투자를 통해 국제화가 용이

하지만 보험부채는 그렇지 못하다. Skipper(1986, 1987)는 국가별 공적 저축제도, 

보험산업 규제, 조세제도,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보험서비스 거래장벽이며 

거래장벽의 완화가 보험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여 사회후생을 제고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Ma and Pope(2003)는 보험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 보험산업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반대로 해석하면, 진출대상국 보험시

장의 경쟁도가 높은 경우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과 사업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시장의 경쟁도가  높다는 것은 기존의 보험회사들과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 발굴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9)

 

19) 이외에도 Arena(2008), Outrevill(1990, 1996), Webb 외(2002)의 연구는 경제성장과 시장

구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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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는 진출국가의 통화가치, 즉 환율에 반영되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클

수록 환율변동성이 크다. 통화가치 변동성은 보험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shirian 1997; Donghui Li 외 2003 등).

<표 Ⅳ-1> 진출대상국가 선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요약

주요 요인 선행연구 주요 내용

거시경제

Brown 외

(1993, 2000)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저축률, 인구구조 등

이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침

Hussel 외(2005)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를 고려해

야 함

시장구조

Ma and Pope (2003)

진출대상국 보험시장의 경쟁도가 높은 경우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과 사업이 활발함. 또한 기존의 보

험회사들과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 발

굴이 용이할 수 있음

Arean(2008)
국가별 공적 저축제도, 보험산업 규제, 조세제도,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보험서비스의 국제

적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인식됨

Skipper(1986, 1987)
보험서비스 거래장벽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거래

장벽의 완화가 보험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

하여 사회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함 

정치적 

리스크

Moshirian(1997), 

Donghui Li(2003)

통화가치 변동은 기업의 해외사업 유인을 억제하

는 요인

Erb(1996)
진출국가에서 발생한 이득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32 조사보고서 2014-11

3. 해외사업 전략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해외보험시장에서의 경영목표와 전략은 국가별 보험시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자국 시장에서는 보험시장에서 경쟁적 우위

를 지녔을 수 있지만 해외보험시장에서는 경쟁열위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자국시

장에서의 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Porter 

1990 외)도 있지만 보험시장의 국가별 특성으로 자국 시장의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지불해야하는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경쟁열위에 처할 수도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전략과 해외시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Altuntas 외(2012)의 연구는 해외 진출방식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가. 상품전략 

Ma and Elango(2008)는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을 분석한 결과, 해외사업 비중이 

높고 해외시장에서 상품다변화 정도가 낮을수록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의 상품다변화 관련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상품다변화의 정도에 따라 판매채널 운영 등 관리비용은 수익 증가속

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의 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경영효율성: 규모와 대리인 비용

Berry-Stolzle 외(2010)의 연구는 진출대상국 보험시장의 성장성과 진출 보험회사

의 자산규모와 부채비율, 경영의 효율성이 해외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

로 입증하였다.20) 그리고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에 집중하는 보험그룹의 경영성

과가 더 좋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것은 진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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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보험시장 경쟁이 활발하고, 보험산업 발전단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경영효율성은 현지법인 규모와 현지 보험회사가 속한 자국 보험회사가 주

식회사인지 상호회사인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지법인의 자본과 자산 규모가 

크고 상호회사일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조정자기자본수익률(Risk Adjusted Return 

on Equit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크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이 높을 수 있어 현지 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Cummins and Zi 1998). Katrishen and Scordis(1998)의 연구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경우 언더라이팅, 요율 산출, 보험금 지급, 자산운용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회사 유형의 측면에서는 상호회사의 경영성과가 주식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Ma and Elango 2008; Berry-Stolzle 2010), 이는 상호회사의 대

리인 비용(Agency Cost)이 주식회사 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1) 상호회사

의 경우 주주와 계약자가 동일하고 주주와 최고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이 적기 때문

에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Mayer and Smith 1988). 해외사업 비중

이 큰 금융·보험회사들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해외사업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

영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글로벌 보험그룹인 프랑스 AXA와 

미국 AIG 등의 최고경영자는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다. 경영자의 임기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본사와의 이해관계 상충도 해

외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 Berry-Stolzle 외(2010)의 연구는 50개국에 진출한 450개 보험회사의 2004년에서 2007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21) Colquitt 외(1999)의 연구는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성과 극대화에 대한 주주들의 압력이 크

기 때문에 경영자의 자의적인 의사결정(Managerial Discretion)이 빈번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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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전략: 자국 경영성과와 해외사업 성과

Altuntas 외(2012)의 연구는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보험회사의 자국 경영성과와 

해외사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독일의 50

여 개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성과와 진출방식 자료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가설

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자국시장에서 경영성과가 좋은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

영성과가 우수한가,22) 둘째, 자국시장의 경영성과가 진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해외사업이 장기적으로 자국시장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실증분

석 결과, 첫째, 자국시장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

영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이러한 보험회사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하

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좋은 보험회사들

의 자국시장 경영성과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국시장의 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

과가 좋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Porter 1990; Bartlett and Ghoshal 1998; Teece 

1985, 1986). 그러나 유럽 보험회사의 55%가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자국시

장에서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 경영성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오히려 해외사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해외사업에 적용하여 자국시장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Agarwal 

and Helfat 2009).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Ⅳ-2>에 정리되어 있다. 해외사

업을 자국시장에서의 경영성과 제고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독일 손해보

험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

는 자국시장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의 해외시장 경영성과가 좋다는 주장에 반

하는 연구결과는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

내 경영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2) Porter(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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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해외사업 경영전략 관련 선행연구 결과

구분 선행연구 주요 내용

상품전략
Ma and 

Elango(2008)

해외시장에서 상품다변화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규모와 

경영

효율성

Berry-Stolzle 

(2010)

Cummins and Zi 

(1998); Mayers 
and Smith(1988)

자본과 자산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상호회사의 경우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우수함. 규모의 경제에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낮기 때문임

진출방식/

경영전략

Altuntas(2012)

해외사업을 보험회사 전체의 통합된 경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자국시장에서 추진하던 경영전략을 전환

하는 동기(Motive)로 활용(Strategic Renewal)

－ 독일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산업의 평균 경영성과

보다 낮은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

가 상대적으로 우수

－ 현지법인은 자국 경영전략을 실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현지 시장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독

립적으로 실행

－ 해외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전략을 자국시장에도 

적용하여 보험회사 전체의 경영성과 제고

Agarwal and 

Helfat(2009)

해외사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

4. 소결

아래의 <표 Ⅳ-3>은  진출국가 선정 단계에서부터 현지 경영전략에 이르는 해외

사업 단계별로 선행연구와 사례에서 분석된 비용과 편익을 정리하고 있다. 진출국가 

선정의 경우 보험수요의 성장 가능성은 개도국이 높지만 보험인프라 발전단계가 낮

아 현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시장집중도가 높을 

경우 경쟁열위에 처할 수도 있다. 진출방식의 경우 합작법인 설립은 지분율에 따른 

손실범위 확정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합작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제한적인 경영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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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이로 인한 내적성장 리스크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상품

다변화보다는 현지 수요에 적합한 상품에 특화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비용관리 측면

에서 장점이 있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모 확대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해외사업 단계별 고려사항별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

외사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표 Ⅳ-3> 보험회사 해외진출 단계별 고려사항과 비용·편익 비교

단계 및 단계별 고려사항 편익(장점) 비용(단점)

진출

국가

보험수요의 성장성 개도국 선진국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국 개도국

경쟁환경 경쟁도가 높은 시장 경쟁도가 낮은 시장

정치적 리스크 선진국 개도국

진출

방식

지점
자국 보험회사 본체의 자

원활용 가능

자국과 해외 현지 규제 동시 

적용

현지

법인

합작

법인
해외사업 손실범위 확정

∙ 합작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 경영권 제한

∙ 현지 내적성장 리스크 증가

인수

합병

∙ 신속한 해외진출

∙ 현지 내적성장의 리스

크 감소

인수·합병 대상 선정 및 재

원확보의 어려움

현지

경영

전략

보험

업종

생명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상대

적으로 우수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판매 및 관리비용 상승손해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활

용 가능

상품전략

보험산업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일 경우 상품경쟁력 

확보 가능

상품다각화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

투자영업
선진국일 경우 투자상품 

다각화 활용

개도국일 경우 금융시장 낙후

로 운용상품이 제한

규모/대리인 비용 효율성 제고
과도한 규모는 경영관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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