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1. 硏究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産業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있었

던 對內外 市場開放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90년대

에 접어들어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低成長時代 진입과 신설생보사를 중심

으로 한 不實成長 問題의 가시화로 인해 경영전략을 根本的으로 변화해

야 할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일부 생보사의 外形

成長 추구에 따른 不實化 문제가 부각되면서 生命保險産業 전체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成長戰略」에 대한 적절한 개념 설정과 그에 따른 經營

戰略 수립이 懸案 課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사항은 이미 제3단계 價格自由化 추진과, 향후 신설생보

사의 引受·合倂(M&A )을 통한 5大 재벌기업의 신규진입 조건부 許容,

他金融機關과의 전략제휴 및 경쟁심화, 消費者權益 강화 등 주변환경의

복합적인 變化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

다. 더욱이 97년 8월 일부 생보사들에 대해서 보험감독기관은 財務的

健實化 유도를 위하여 支給餘力 기준을 중심으로 한 증자명령 이행 여부

를 근거로 하여 배당제한 및 일부사업규모 제한 등 行政 制裁措置를 취

하고 있어 국내 生命保險産業의 향후 成長戰略에 대한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한 課題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國際通貨基金(IMF )의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向後

成長萎縮, 금융기관으로서의 安全性 强化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

는 상황에서 시대적 환경에 알맞는 生命保險會社의 「成長戰略」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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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生命保險會社의 成長戰略을 종합분석하기 위해

우선 생보사의 經營實績을 살펴보고, 성장에 내재된 量的·質的 요인 및

그 波及效果를 분석하여, 향후 생보사의 적정한 成長模型을 간접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서 個別會社의 成長戰略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현재의 市場先導的 위치에 있는 上位그룹 생보사의

모델을 중심으로 현재 下位그룹 生保社들의 上位그룹 進入을 成長戰略의

한 형태라고 假定해 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적 環境變化에 따른 向後 市場規模를 전망

하여, 분석결과에서 도출될 각 조건별 시나리오하의 成長戰略과 연계시

켜 上位그룹으로의 進入이라는 成長戰略 추진시 요구되는 條件을 비교함

으로써 國內 生命保險會社의 成長戰略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 硏究方法

먼저 과거 80년대 후반 對內外 市場開放을 전후하여 현재까지의 巨視

經濟 환경 및 동환경하에서 생보사의 제도적 측면 등 生命保險産業의 對

內外的 성장배경 및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및 생보

사 경영지표 統計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우선 생명보험회사의 成長(Growth )개념과 관련하여 생명

보험회사의 經營成果를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 새로운 代表變數

인 外形性, 安全性, 生産性, 收益性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

해서 실제 과거 실적치를 이용한 要因分析(Factor Analy sis )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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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과를 활용하여 經營評價를 하였다. 그리고 각 要因點數(factor score)

에 의해서 도출한 다이아몬드 도표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均衡的인 擴大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生保社의 최근 성장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評

價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經營 成果分析을 代表變數들의 균형적인

확장 여부를 통해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해당 생명보험회사의 成長戰略에 관해서는 多變量判別分析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 sis )을 응용하여 집단간의 유의적

인 差異를 판별해주는 判別函數(discriminant function)를 도출하였으

며, 동 判別函數의 유의적 수치(判別函數 點數)를 통해서 성장전략에 요

구되는 必要條件을 비교분석하였다.

단, 판별분석을 위해서 요구되는 事前的인 集團分類 방법으로써 첫째,

별도의 經營評價指標 작성에 따른 각 회사의 연도별 經營評價等級 變化

를 이용하였고, 둘째, 각 회계년도말 支給餘力 규모를 근거로 하여 분류

하는 방식도 이용했으며, 셋째, 96.8월과 97.8월 행정기관에서 支給餘

力 未達에 따라 내린 增資命令 履行 정도에 근거하여 내린 行政措置에

의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의거 判別函數를 도출하여 각 그룹집단별로 上位

그룹으로의 進入을 위한 종합적인 成長戰略을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模擬

分析(simulation )함으로써 각 生保社 그룹별 成長戰略 모형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향후 생명보험산업의 市場規模 展望과 본 분석의 模擬分

析 結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일정 가정하의 成長戰略 대안을 제시하

는 것으로 結論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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