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수요 확대로 인한 투자

형 상품 수요 확대 등 보험수요의 질적인 변화가 60년대 후반 시작되었다. 보험수요

의 질적인 변화는 금융업권 간 및 보험산업의 경쟁심화로 이어졌고 경쟁심화는 보험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금융업권 간 경쟁은 주요국에서 다소 

상이하게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보험산업의 자금이탈(Disinterme-

diation)로, 영국에서는 다른 업권들의 보험산업 진입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독일에

서 노후소득 보장수요 확대는 보험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1994년 보험상품 및 요율규제 철폐가 보험산업의 경쟁을 심화시켜 수익성을 둔화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후소득 보장수요가 확대되면서 1980년대 초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금리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수익성 둔화, 그리고 이차역마진과 파산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어 1994년 위험기준자기

자본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 자산버블 붕괴 이후 저금리·저성장이 장기화된 일

본은 1997년 재무건전성 규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보험회사

들은 불완전 판매(혹은 사기성 판매, Deceptive Sales)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였다. 저금리·저성장은 소비자의 장기저축 수요 

증가, 수익률 민감도를 높였고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보험회사를 차별화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손해보험을 겸영하던 

미국과 영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인한 판매 감소와 더불어 자

연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로 경영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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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닷컴 버블의 붕괴로 은행업을 겸업하던 독일의 알리안츠는 영업이익 적자와 시가

총액 감소라는 경영성과 악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위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보험회사들은 사

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전략, 지역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경영전략 수립 방

식의 변화,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비용 관리 등 효율화 전략 등을 추진하였다.

<그림 Ⅳ-1>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개요

먼저 경쟁전략 측면에서는 미국의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뉴욕라이프, 영국의 푸르

덴셜, 독일의 알리안츠 등이 투자형 상품 제공과 자산관리 서비스 및 자산운용사업 

중심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자산운용사업은 보험의 강점인 안정성과 수익성

을 핵심역량으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에게 금리위험이 적은 수수료 수입 확대 원천이다. 지역 다각화는 분석 대

상 보험회사들이 모두 선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푸르덴셜은 자신들의 강점인 

보장성보험과 고능률 설계사 채널을 통해, 영국의 푸르덴셜도 판매채널 효율화와 생

산성 제고, 그리고 자산운용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다각화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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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수익

성 둔화를 만회하고 있다. 사업 및 지역 다각화로 인한 자산규모 확대로 미국의 메트

라이프와 푸르덴셜, 영국의 푸르덴셜과 독일의 알리안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

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로 지정되었다.

보험회사들의 불완전 판매 스캔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과 저성장, 저금리 등은 

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 기준을 높였다. 소비자들의 높아진 금융회사 선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영국의 푸르덴셜은 자산운용 수익률과 이미지 제고 등 차별화 전략

(Flight to Quality)을 강화하였다. 반면 미국의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는 90년대 불완

전 판매로 인한 이미지 실추, 경영위기에 대해 사업구조조정, 기업공개 등으로 대응

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보험수요 위축에 대해 영업이익 유보와 준비금 추가적립으로 보험

부채 적립이율을 관리하였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증권투자 확대, 그리

고 해외보험사업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

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방식 효율화로 설계사의 생산을 제고하고 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비용구조 개선 등은 업무 효율화로 보험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의 합리적 위험 평가 및 인수(Risk Aligned Rate), 

고객의 리스크 관리(Allianz RISIKO System) 자문, 비용절감 사례, 뉴욕라이프의 연금

사업 전략과 Operating Committee 운영 사례, 메트라이프의 One MetLife 전략 등은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이다.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독일의 알리안

츠는 해외사업 네트워크를 활용(Strategic Analysis and Dialogue)하고 있고 메트라이

프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재무관리방식 리엔지니어링(Financial 

Management Reengineering Process)을 도입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역량을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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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의 저성장 극복 전략

Ranger-Moore
(1997) 연구결과

환경 변화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대응 전략

Size-Localized 
Competition

보험수요의 

질적인 변화
업권 간 경쟁

금융투자업 등 사업 다각화

자산운용 사업 확대

고령인구 친화적 상품 및 

판매방식 변화

Flight to Quality

전통적 보험수요 

감소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

지역 다각화

이차역마진 관리

상품 규제 철폐 업권 내 경쟁

합리적 위험인수
∙ Risk Aligned Rate
∙ Allianz RISIKO System

비용절감

∙ 저부가가치 활동 조정

Flight to Quality

Internal 
Process 
Management

Competency 
Trap

Liability of 
Obsolesence

Operating Committee

One MetLife Strategy

Strategic Analysis and Dialogue

자본규제 강화
경영전략 

수립방식 변화
Financial Management 
Reengineering Process

주: 영국 푸르덴셜의 Flight to Quality는 업권 간 및 업권 내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기준에 부

합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함.

2. 시사점

가. 전략적 측면

경영환경 변화에서 보험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형성장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80년대와 90년대 금리 경쟁으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였던 미국과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외형 경쟁 목적으로 고금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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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보험상품인 GIC를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에퀴터블은 1991년 대규모 손실을 기

록하며 프랑스의 악사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금융자유화 이후 금리 경쟁

을 벌였던 일본의 보험회사들 가운데 9개 보험회사가 1997년부터 2001년 동안 이차

역마진 심화와 보유계약 감소로 파산하였다.52)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 사례>

미국의 에퀴터블은 70년대 금리 상승기에 10년 만기 고금리 확정형 단체연금상품

(GIC)를 공격적으로 판매하였다. 에퀴터블은 당시 시장점유율 1위인 푸르덴셜과 경쟁

을 위해 총자산의 20% 이상의 GIC를 판매하였으며 GIC의 높은 이율을 보증하기 위해 

정크본드,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금리 하락, 정크

본드 시장의 침체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1991년 세전 영업손실은 5억 6백만 달러로 

1990년 3억 8백만 달러에 비해 2억 달러 늘어났는데 1991년 GIC 판매 중단 이전까지 

GIC 부문에서만 8억 5,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에퀴터블 이외에도 Mutual 
Benefit Life, Executive Life, First Capital Life 등이 파산하였는데 대부분이 GIC의 고금

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크본드, 부동산 투자 등이 파산 이유였다.53)

자료: Society of Actuary(1999), Insurance Company Failures of the Early 1990s-Have we learned anything?, 
Record Volume 25, No. 1.

특히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회계 제도개선(IFRS4 Phase 2) 도입과 위험기준자기

자본제도 강화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자본규제 강화는 보험회사의 자본 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와 같은 양적 경영성과 관리보다는 자본비용을 고

려한 경영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메트라이프의 FMRP, 알리안츠의 Strategic Analysis & 

Dialogue 사례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 경영진의 역할도 달라져

야 하고 여러 사업부문의 경영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수요의 양적인 둔화, 그리고 질적인 변화로 인한 경쟁심화에

52) 닛산생명(97년 파산), 동방생명(99년 파산), 제백생명·대정생명·협영생명·천대전생명·

제일화재(이상 2000년 파산), 동경생명·대성화재(이상 2001년 파산) 등이며 이들 파산 

보험회사의 95년에서 98년 5년간 평균 실효해약률은 13.7%로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같은 

기간 9.5%보다 높음. 이창훈(2006), ｢일본 보험산업의 부실화가 주는 시사점｣, 조사연구 

리뷰, 금융감독원을 참조.

53) Society of Actuary(1999), Insurance Company Failures of the Early 1990s-Have we learned 
anything?, Record Volume 25,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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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험회사가 수익을 창출하여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사업 활동을 효율화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사업 활동은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보험

료 책정, 언더라이팅, 마케팅, 자산운용, 그리고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

agement),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등이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비용을 줄

이고 수익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뉴욕라이프의 Operating Committee와 같이 보험영

업 활동을 통합하는 방식은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쟁 금융업권에 비해 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리안츠는 위험에 기반한 보험료 책정, 기업 고

객 리스크 자문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지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일본 생명보

험회사들이 위험률 중심의 수익을 기반으로 이차역마진을 관리하고 해외사업을 확

대하는 사례가 이러한 전략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업무효율화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차별화가 필요하

다. 이창훈(2005)에 따르면 일본 닛산 생명의 파산 이후 보험소비자들은 재무건전성

이 양호한 대형 보험회사를 선호하게 되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실효해약률이 급증하고 신계약은 급감하였다.54) 영국 푸르덴셜의 경우 80년대 영국

의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기준 강화에 대해 높은 운

용수익률로 대응하였다(Flight to Quality). 그리고 연금판매 스캔들 이후 판매채널 구

조조정을 통해 자사의 이미지 쇄신을 추진하였다. 90년대 불완전 판매로 경영위기를 

겪었던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의 사례는 보험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의 중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으로 분석 

대상 보험회사들이 선택한 사업이 자산운용사업과 해외사업이다. 자산운용업은 보

험회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리안츠, 영국 푸르덴셜, 

뉴욕라이프, 푸르덴셜 등이 자산운용업을 확대하고 있는데는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

에서 보험회사가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의 자금

54) 실효해약률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해약한 건수 비율로 실효해약계약/{(연초

보유계약＋연말보유계약＋실효해약계약)/2}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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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이원적으로 운용하여 계약자에게는 안정적인 계약 이행과 

약속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외부 투자자에게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푸르덴셜과 알리안츠, 뉴욕라이프가 자산운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자산운용회사를 인수했다.

해외사업의 경우도 해외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푸르덴셜이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

고 있는 점과 미국 푸르덴셜이 일본 시장에서 보장성보험과 고능률 설계사 채널로 시

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나. 정책적 측면

보험회사가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와 산업의 경쟁심화, 시장

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지역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타금융업권, 혹은 해외 금융·보험회사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일본 보험회사들

은 최근 적극적인 해외 보험회사 인수·합병으로 해외사업 비중이 수입보험료나 이

익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메트라이프, 뉴욕라이프, 알리안츠 등은 자산운용회사, 

은행 등을 인수하여 자산운용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이

러한 해외 금융·보험회사 인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미국, 유럽의 보험회사들

과는 다르게 국내 보험회사는 외부 자금조달이 매우 제한적이고 해외사업 확대 유인

이 없기 때문에 사업 및 지역 다변화 추진이 어렵다.55)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분산효과를 인정하여 요구자본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신사업 추진과 더불어 보험회계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차역마진 반영에 따

른 추가 자본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서는 보

험회사의 자금 차입을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보유의 경우로 제한하

고 있어 보험회사의 외부 자금조달이 어렵다.

55)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4),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조사보고서 2014-11,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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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하기 위

해서는 보험회사의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어야 하고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적 

분산 효과를 요구자본에 반영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는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보험시장의 수요

변화, 산업의 경쟁심화와 시장포화, 규제 강화라는 경영환경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보다 먼저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를 경험한 주요

국 보험회사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의미있는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환경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저성장, 경

영위기에 대한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에 전략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뉴욕라이프, 영국의 푸르덴

셜, 독일의 알리안츠, 일본의 니폰생명, 메이지 야스다, 다이이치 생명을 분석대상으

로 하고 있고 주요국의 보험제도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전략과 내부관리 측면에서 경영전략 사례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분석

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00년 이상 성장한 보험회사와 파산한 보험회사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최근의 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을 국가별,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사점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1960년대 시작된 인

구고령화와 노후소득 보장수요 확대, 금융업권 및 업권 내 경쟁심화, 저성장 저금리

로 인한 이차역마진,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직면하

는 경영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형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직면했던 환경 변화

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은 향

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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