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 結 論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産業은 과거 國民經濟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

여 왔다. 특히 국가 경제발전의 原動力인 國內 長期資本 蓄積이라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그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高度成長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지난 80년대말 市場開放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寡占市場體制가

競爭市場體制29)로 바뀌고 국가경제도 고도성장기를 지난 안정성장기를

맞이하면서 生命保險産業도 安定成長期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金融機關의 安全性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등

장하면서 일부 新設 生保社 및 旣存社를 포함한 생명보험회사의 成長에

대한 評價 및 解釋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먼저 국내 생보사들의 과거 5년치의 실제 經營實績 자

료를 토대로 하여 實證分析을 통해 구체적인 經營評價 및 成果分析을 하

면서 生保社의 成長 개념을 均衡成長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會社를 제외하고 均衡있는 擴大成長을 달성한 회사는 많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擴大 均衡成長을 달성한 일부 上位그룹회사를 일

차적인 成長 到達目標로 설정하여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收入保險料 增

加率을 구체적인 成長戰略 방안의 하나로 도출하였다.

즉, 일정 시나리오하에서의 模擬分析(Simulation )을 통해 상·중·

하 (G1·G2·G3) 세그룹으로 분류하여 下位그룹 생보사들이 上位그룹

29) 엄격히 표현하면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은 과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직까지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10년전 FY '86의 80.2%에서 FY '96에는 63.9%로 떨어졌지만, 일반적으

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이 60% 미만이어야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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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進入하기 위해 요구되는 收入保險料 增加率을 조건별로 分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下位그룹사들은 內部收益率 제고를 통한

黑字運營 및 增資 등에 의한 留保率 提高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보험산업의 低成長期를 맞이하여 中長期的으로 成長

負擔을 줄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不實成長을 피하고 건실한 성장을 하면

서 上位그룹으로 進入할 수 있는 適正 成長戰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超過事業費率 縮小, 維持率 提高, 投資收益率 提高 등 일반

적인 經營效率 指標의 改善이 동반되는 경우 上位그룹의 進入 시기는 상

대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만약에 이러한 財務構造 및 經營效率 측면의 改善이 없을 시에는 무

리한 收入保險料 增加가 필요하고, 이는 과거 경험상 또다시 不實한 外

形成長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해당그룹 생보사들은 自社의 실정

에 맞게 收入保險料를 제외한 다른 變數들의 改善 可能性을 감안하여 향

후 일정기간내 上位그룹으로의 進入을 위한 성장전략을 中長期的으로 모

색해야 한다는 점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의 中長期 展望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한 자리수의 低成長時代가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 도출된 成長 目標値는 쉽게 달성하기가 어려운 수치이다.

따라서 각 생보사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短期的인 불안정한 여건에 따

라 단순히 收支差 確保와 같은 短期的이고 近視眼的인 경영전략보다는

長期的으로 지속적인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內實經營 구축을 통해 上位

그룹 進入을 위해서 成長負擔을 완화시키는 成長戰略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結論은 단지 生命保險會社들의 「成長戰略」에만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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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監督當局에서도 향후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순한 財務健全性 强化보다는 실제 각 생보사들의 향

후 成長期待値 및 일반 經營效率 指標의 現 水準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정책을 推進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生命保

險産業의 發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限界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면서 다음

에 더 유익하고 발전된 硏究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分析期間이 최근 5년으로서 신설 생보사들의 營業開始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下位그룹 생보사들이 上位그룹 수준

까지 도달할 수 있는 改善期間이 다소 非現實的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成長戰略」의 한 형태로 下位그룹에서 上位그룹으로 進入을

설정하였으나, 반대로 上位그룹에서 下位그룹으로 後退를 하지 않기 위

한 成長戰略도 응용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셋째, 經營分析에 있어서 評價指標에 대한 選擇이 기존의 평가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등 독창적인 객관성이 未洽했다는 점과 成果分析에 있어

서도 평가등급 작성시 부여한 加重値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이를 비교했

다면 더 충실한 經營實績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넷째, 判別分析에서 사용된 정책변수에 있어서 變數들의 相關關係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有意性이 높은 핵심적인 변수만을 가지고 模擬分析

을 했다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成長戰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최근 IMF 시대를 맞이하여 각 금융기관이 流動性 확보를 重

視한다는 점에서 流動性比率에 대한 재무적 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

하는 작업도 상당한 意味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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