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환경 변화는 금융·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둔화시키고 있다.1) 게다

가 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보험회계제도 개

정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수요의 확대

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

시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는 보험수요와 경쟁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규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환경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

다. 본 연구의 목표는 10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사례와 경영위기(혹은 저성장) 극복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

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

속 성장하고 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72년과 1978년 오일쇼크와 경기 불황, 

1987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1990년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1994년 EU통합, 2001

년 닷컴 버블 붕괴와 전세계적인 주가폭락,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등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거시 및 금융환경 변화와 더불

1) 국내 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 및 고착화, 그리고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은 전용

식·윤성훈·채원영(2014),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과 시사점, 국내 보험회

사의 성장동력 확보 관련 논의는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4),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

업 평가와 제언을 참조.



서론 11

어 노후소득 보장수요 확대가 맞물려 투자형 보험상품 수요 확대, 업권 간 경쟁이 심

화되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자산가치 하락과 파산, 경

영위기, 그리고 94년 미국과 97년 일본의 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 도입, 2010년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 규제환경 변화도 대형 보험

회사들은 겪어 왔다. 물론 이러한 과거의 경영환경 변화는 최근의 국내 보험회사들이 

경험하는 환경 변화와 질적으로 다를 수 있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의 경영환경 대응 사례는 국내 보

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저성장·저금리 등 경영환경 변화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론적 관점에서 존속기간이 길다는 

점은 경영환경이라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했다는 점을 의미

한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인수를 당했다. 특히 90

년대 초반 프랑스 악사에 인수된 미국의 에퀴터블(Equitable)은 1859년 설립되었고, 

2000년대 초반 인수된 모니(MONY)는 1842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두 보험회사의 피

인수 사례는 규모가 큰 대형 보험회사라도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난 100년 이상 지속 성장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선행연구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 혹은 인수 당하면

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성장은 왜 중요한가? Smit, Thompson, 

Viguerie(2005)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생

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1983년에서 1993년까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 6%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 32개 가운데서 약 9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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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가 2003년 말에도 생존하고 있었지만(그룹 A, 고성장 생존기업) 그렇지 못한 기

업 68개 가운데 2003년 말에도 생존하고 있는 기업(그룹 B, 저성장 생존기업)은 46개

(약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세가 빠른 기업들의 주주 수익률

(Total Return of Shareholder)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룹 A 중 18개(60%) 기업

의 1994년에서 2003년 평균 주주 수익률이 S&P500 평균 주당 순이익률 11%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그룹 B 가운데 11개 기업(23%)의 평균 주당 순이익률은 11% 이하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그림Ⅰ-1> 참조).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주 수익률이 시장 평균치를 상회하고 상대적으로 피인수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성장률

을 상회하는 속도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Ⅰ-1> 기업의 성장속도, 생존 가능성, 주주 수익률

자료: Smit 외(2005. 8), “The Do or Die Struggle for Growth”, McKinsey Quarterly.

1860년에서 1985년간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들을 분석한 Ranger-Moore(1995)의 연

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성장한 보험회사들은 경쟁력이나 규모가 비슷한 보험회사들

과의 경쟁(Size–Localized Competition) 속에서 생존해왔다. 또한 Ranger-Moore(1997)

는 생존기간이 100년인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은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 비해서 15배 높지만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파산 위험은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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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기간 장기화의 장점인 풍부한 유·무형 자원

(Resource),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역량, 그리고 경영환경을 컨

트롤 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생존기간 장기화의 비용보다 클 경우 파산 확률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생존기간 장기화와 관련된 비용을 퇴행 비용(Liability of Obsolesence), 

혹은 기업의 고령화 비용(Liability of Aging)으로 명시하였는데, 대표적인 퇴행 비용

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저하(Competency Trap)이다.

결국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경영환경 변화에서 경쟁력과 규모가 유사한 대형 생

명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그리고 기업의 고령화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규모가 크다는 점은 생존과 성

장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경영환경이라는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역

량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 분석대상 보험회사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구고령화, 저성장·저금리, 자본

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대형 보

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푸르덴셜, 메트라이

프, 뉴욕라이프, 영국의 푸르덴셜, 독일의 알리안츠, 일본의 일본생명, 스미토모, 메이

지 야스다, 다이이치 생명 등이 분석 대상 보험회사들이다.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시장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시장에서도 각각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메트라

이프, 푸르덴셜, 뉴욕라이프, 알리안츠, 영국 푸르덴셜 등은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하

고 있고 일본 보험시장에서는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과 메트라이프, 미국 푸르덴

셜 등이 경쟁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Ⅰ-2>는 분석대상 보험회사의 2011년 기준 경과보험료 규모와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생존 기간이 길수록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예를 들어 AXA, Generali가 존속기간도 길고 경과보험료 기준 규모도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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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는 경과보험료가 680억 달러로 규모는 세 번째로 크지만 

존속기간은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 파이낸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영국의 

푸르덴셜과 미국의 뉴욕라이프의 경우 생존 기간은 AXA, Generali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업종별로는 아비바, 메트라이프, 알리안츠는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을 겸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생명보험업만을 하고 있다.

<그림 Ⅰ-2> 주요 대형 보험회사의 존속기간과 규모

주: 경과보험료는 2011년 기준이며 존속기간은 설립 연도에서 2014를 차감한 것임.
자료: Bloomberg.

미국의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의 경우 2013년 총자산 규모가 각각 8,853억 달러와 

7,317억 달러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I-1> 참조). 각각의 설립 연도는 메트

라이프 1868년, 푸르덴셜 1875년이다. 1848년에 설립된 뉴욕라이프의 2013년 총자산 

규모는 2,595억 달러로 8위에 불과하지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2) 뉴욕라이프는 상

호회사를 유지하고 있어 주식회사로 전환한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과는 다른 형태]

의 회사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1848년 설립된 이후 피인수 등 퇴출된 경험이 없다.

2) 총자산 규모 3위에서 7위까지의 AIG(1919년 설립), TIAA-CREF(TIAA 1918년, CREF 1955년) 

보다는 설립 연도가 빠름.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총자산 규모 5위, 설립 연도 1955년)는 

1839년에 설립된 Valley Falls를 인수하였고, 1862년 설립된 John Hancock(총자산 규모 6

위)은 2004년 캐나다의 Manulife에 인수됨. 자산규모 7위의 Hartford는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경영위기를 겪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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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2011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위인 692억 유로, 

영국의 아비바는 378억 유로로 4위, 영국의 푸르덴셜은 290억 유로로 7위이다. 영국의 

아비바는 1797년 설립된 Norwich Union이 2000년 CGU를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알리

안츠와 영국의 푸르덴셜은 설립 연도가 1890년과 1848년이며 인수된 경험이 없다.

<표 Ⅰ-1> 분석대상 주요 보험회사의 2013년 기준 총자산, 수입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십억 유로)

국가 회사명 총자산 수입보험료 설립 연도

미국

메트라이프 885.3 37.6 1868

푸르덴셜 생명 731.7 26.2 1875

뉴욕라이프 259.5 12.8 1848

독일 알리안츠 711.5 66.6 1890

영국 푸르덴셜 390.3 35.1 1848

일본

일본생명 585.4 64.9 1889

메이지 야스다 351.1 44.5 1880

다이이치 생명 378.8 44.1 1902

주: 미국과 일본 보험회사의 단위는 십억 달러, 독일과 영국 보험회사의 단위는 십억 유로임.
자료: Bloomberg.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로는 2013년 총자산 순위 1위인 일본생명, 2위인 메이지 

야스다, 4위 다이이치 생명을 포함하였다. 총자산 3위인 일본우정본부는 민영 보험회

사로 보기가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메이지와 야스다가 

합병한 회사이나 대등합병으로 어느 한 회사가 인수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 포함하였다.

4. 연구방법과 구성

본 고에서는 분석대상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저금리·저성장·인구고령화 등 경

영환경 변화 및 경영위기에 대한 대응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3) 인구고령화로 정부

3)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의 설립부터 성장과정 등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되지만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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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연금 부담이 커지면서 사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60년대, 그리고 금

리와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로 전환된 80년대 초반 이후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를 살

펴본다. 또한 인구고령화,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업권 간, 업권 내 경쟁관계를 고

려하기 위해 당시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한 보험회사의 사례도 일부 

포함하였는데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의 극복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본 보고서의 목적이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기 

때문에 주요국 거시경제환경 변화의 동인과 과정에 대한 기술은 최소화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영환경 변화를 저금리·저성장·인구고령화, 사적 보장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분석대상 주요 대형 보험회사들의 저성장·저금리 극복 사례

를 살펴본다. 경영환경 대응 전략은 경쟁전략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자본관리 전략의 변화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

고 국내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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