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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논의의 배경

  지난 1999년 8월 삼성자동차 채권단(이하 ‘채권단‘, <표 1> 참조)은 삼성자

동차 부채 2조 4,500억원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으로 환산)를 신 수령하 다. 당시 삼성그룹

은 2000년 12월말까지 주식을 처분한 이 2조 4,500억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50만주를 출연하기로 약속하 다. 한 이것으로

도 부족할 경우 31개의 삼성계열사들이 부채를 신 갚기로 하 으며, 만약 

삼성계열사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리 19%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기로 약속한 ‘채무변제 기본합의서’를 채권단과 체결하 다. 

  이후 채권단은 지난 5년여 동안 삼성그룹에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꾸

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삼성그룹은 정부측의 생명보험사 상장안 마련 

실패로 삼성생명 상장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권단과의 합의서 

작성이 강압 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이행을 강력히 거부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삼성자동차 법정 리 확정에 따른 상사채권

의 소멸시효(5년)가 2005년 12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마침내 채권단은 동년 

12월 9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개’(<표 2> 참조)를 상 로 서울

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 다. 채권단측 소송주 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맡기로 하 으며, 소송 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과 ‘화우’로 결정되었다. 

반면에 삼성그룹측 소송 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소송

액은 채권원  2조 4,500억원과 지연이자(연리 19%) 2조 2,880억원을 포함

하여 총 4조 7,38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채권단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을 포함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  

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지난 1980년  

후반의 일이다. 1987년 11월에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에 한 법률」에 의

거해 정부가 기업공개를 극 유도하면서 생명보험사  교보생명(1989년)과 

삼성생명(1990년)의 기업공개가 극 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말에 

이르러 재무부는 증시침체에 따른 물량압박과 기존 주주에 한 특혜시비 

등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를 유보하 다. 이후에도 1999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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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14개)

보유 주식수

(삼성생명)

분배비율

(%)

채권 원금

(주식수*70만원)

지연 이자

(‘05.11.30)

채권 합계

(소송가액)

우리은행 504,142 15.4 3,781 3,531 7,312

한국산업은행 377,852 10.8 2,645 2,470 5,115

한국외환은행 117,638 3.4 823 769 1,592

신한은행 22,503 0.6 158 147 305

한국씨티은행 74,786 2.1 524 489 1,012

국민은행 26,247 0.7 184 172 355

조흥은행 58,387 1.7 409 382 790

하나은행 47,700 1.4 334 312 646

경남은행 59,105 1.7 414 386 800

서울보증보험 1,881,778 53.8 13,172 12,301 25,474

정리금융공사 232,320 6.6 1,626 1,519 3,145

스타리스 42,143 1.2 295 275 570

화인케미칼 7,161 0.2 50 47 97

한스종합금융 12,238 0.4 86 80 166

합   계 3,500,000 100.0 24,500 22,880 47,380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방안 마련을 추진하

으나, 이익배분에 한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첨 한 이해상충 문제 등으

로 인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와 련하여 지난 17년 동안의 추진 

경과와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상의 주요 쟁 사항 등을 살펴 으로써, 향후 정

부가 이해 계자 모두에게 합리 인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난 17년 동안의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경과를 상세히 짚어보고, 제3장에서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의 

효과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와 련된 여러 가지 쟁

사항들과 이에 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제5장은 맺음말이다.

<표 1>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보유주식 수  채권 황

(단 : 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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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삼성자동차’ 채무보증 삼성계열사(28개) 황

 1. 삼성물산(주)

 2. 제일모직(주)

 3. 삼성전자(주)

 4. 삼성SDI(주)

 5. 삼성코닝(주)

 6. 삼성전기(주)

 7. 삼성에버랜드(주)

 8. 삼성중공업(주)

 9. 삼성테크윈(주)

 10. (주)호텔신라

 11. 삼성엔지니어링(주)

 12. (주)제일기획

 13. (주)삼성라이온즈

 14. 삼성SDS(주)

 15. 삼성종합화학(주)

 

 16. 삼성광주전자(주)

 17. (주)하쿠호도제일

 18. (주)삼성경제연구소

 19. 삼성정밀화학(주)

 20. 스템코(주)

 21. 스테코(주)

 22. 한덕화학(주)

 23. 삼성코닝정밀유리(주)

 24. 세메스(주)

 25. (주)에스원

 26. (주)노비타

 27. 서울통신기술(주)

 28. 삼성전자서비스(주)

 

 (29) 이건희 회장

※ 총 31개 채무보증 삼성계열사  3개사는 이미 합병되었거나 는 산재

단인 계로 소송 상에서 제외되었음 .

    1) 무진개발(주) → 삼성에버랜드(주 )로 합병

    2) 아산 자(주) → (주 )노비타로 합병

    3) 삼성승용차는 산재단으로 소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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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평가일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세 재평가적립금

교보생명 1989. 4. 1 3,361 1,096 68 2,197

삼성생명 1990. 2. 1 5,152 2,135 90 2,927

제2장.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경과

  지 까지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특히  

이번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주 이 되어 그 4번째 작업이 진행 에 있다. 

본 장에서는 지난 17년간의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경과를 연 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제1차(1989년) 추진경과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지난 1987년 생명보험사의 경 수지가 개선되면

서 일부 생명보험사(교보생명  삼성생명)가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함

에 따라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하 다. 1989년 3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가

능여부에 한 교보생명의 질의에 해 재무부는 재무상태와 경 실  등 

제반 여건이 증권거래법에 되지 않으면 기업공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

다. 이러한 정부의 정  견해 표명에 따라 마침내 1989년 4월 교보생명

이 기업공개를 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공개를 한 비작업에 

착수하 으며, 삼성생명도 이듬해인 1990년 2월에 이르러 자산재평가를 실시

하 다(<표 3> 참조). 

<표 3> 교보생명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내역

(단 : 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정부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자와 주주간의 이

익배분 문제에 해 1989년 10월 「생명보험사 잉여   재평가 립  처

리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심의 원회 등을 거친 후 1990년 8월에 이르러 이

를 해당 생명보험사에 시달하 다. 동 지침에서는 재평가 립 을 주주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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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평가

적립금

계약자 지분

주주지분 내부유보

공익기금 특별배당 장래배당 소계

교보생명
금액

(비율)

2,197

(100.0)

300

(13.6)

289.5

(13.2)

289.5

(13.2)

879

(40)

656

(29.9)

662

(30.1)

삼성생명
금액

(비율)

2,927

(100.0)

391

(13.4)

391

(13.3)

391

(13.3)

1,173

(40)

876

(29.9)

878

(30.1)

 30%, 보험계약자는 최소 40%～최  70% 범  내에서 각각 배분하도록 

규정하 다.

  이와 같이 재평가 립 을 주주와 계약자 간에 배분하도록 한 정부의 지

침은 국내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즉, 주주 = 보험계약자)  성격을 일정 부

분 인정한 표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

우 자산의 재평가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100%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

하나, 생명보험사는 정부의 외  지침이 용되었으며, 이는 국내 생명보

험사가 주식회사로의 속성을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동 지침에 의거하여 양  생명보험사는 재평가 립  주주에게는 최  

비율인 30%, 보험계약자에게는 최소 비율인 40%를 각각 배분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액은 자의 으로 회사 내부에 유보하 다. 이와 같이 회

사 내부에 유보된 30%의 액은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분류되어 부채계정에 

계상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당시 자본계정 내 자본잉여  항목으로 잘 못 계

상되었으며, 동 액은 보험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향후 계약자배당재원 는 

결손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 다. 한편 당시 보험계약자 몫으로 배분된  

40%의 액은 다시 공익기 , 재평가특별배당, 장래배당(계약자배당안정화

비 ) 등으로 각각 1/3씩 나 어 집행되었다. 한 주주 몫으로 할당된 30%

의 액은 액 자본 으로 입되었다(<표 4> 참조).

<표 4> 자산 재평가 립  처분 내역

(단 : 억원, %)

 자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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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90년 12월 정부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시 주식시장 체에 미칠 

악 향과 기존 주주에 한 특혜시비 등 부정 인 사회여론을 감안하여 동 

사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 다. 한편 양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는 기업

공개를 제로 실시한 것으로, 기업공개가 무산됨에 따라 재평가이익의 30%

에 해당하는 법인세(교보생명 662억원, 삼성생명 878억원) 납부의무가 양  

생명보험사에 자동 으로 부과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12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

평가에 한 특례」)을 총 6차례 개정함으로써 양  생명보험사의 법인세 납

부 유 기간을 연장해왔다. 동 법은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에 해 

통령이 정하는 자산재평가에 한 법인세 유 기간 내에 기업을 상장할 경

우 해당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년말 이후 상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삼성생

명은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각 2,520억원과 3,140억원을 납부하 다. 

이후 2005년 들어 국세심 원의 결에 따라 가산세(교보생명 1,360억원, 삼

성생명 2,134억원)는 환 되었다.

2. 제2차(1999년) 추진경과

  1999년 6월에 이르러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와 련해 삼성생명 상

장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문제가 국내 생명보험업

계 뿐 아니라, 사회  안 문제로 재차 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공개 

여건을 갖춘 삼성생명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허용방침을 천명하고 구체

인 기업공개 방안 마련을 해 동년 9월 융감독 원장(당시 이헌재 원

장)의 지시로 융감독원 내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 원회( 원장: 이근창 

남 학교 교수)’를 설치하 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 원회는 구체 인 기업공개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동

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건의안을 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 다. 

동 건의안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  성격을 강조하여 기업공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하고, 2가

지 기업공개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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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방안 계약자 지분비율

               

<제1안> 

1) 계약자지분비율(계약자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으로 산정

2) 동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

교보생명: 24.7%

삼성생명: 30.2%

<제2안>

1)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 중 자본전입

   가능한도 내(교보생명 206억원, 

   삼성생명 281억원)에서 자본으로

   전입하여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 배분

2) 자본전입 후 잔여액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

교보생명: 23.1%

삼성생명: 21.9%

  특히 동 건의안은 보험계약자에 한 주식배분의 근거 의 하나로 교보

생명(1989년)과 삼성생명(1990년)의 자산재평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

어야 마땅한 부분(즉, 마치 주주의 몫인 것처럼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자본

잉여  항목에 10년여 동안 방치되어 온 액)이 아직까지 자본계정에 남아

있음을 시하 다. 따라서 동 액은 자본  성격을 지닌 보험계약자의 몫

이 분명하므로, 기업공개 과정에서 주식으로 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분

하는 것이 타당함을 천명하 다. 

<표 5> ‘생명보험사 상장자문 원회’의 기업공개 방안

 자료: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2차 공청회」(199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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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어들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와 연 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

어 오던 , 2000년 8월 새로 부임한 융감독 원장(당시 이근  원장)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안이 법

률  문제가 있음을 지 하면서, 동 사안에 한 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하 다. 이후 지루하고 답답한 논의 끝에 결국 동년 12월 융감독원이 양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추진을 무기한 연기할 것임을 발표함에 따라 동 사

안은 재차 수면 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3. 제3차(2003년) 추진경과

  2003년 1월 삼성자동차 채권단에서는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가 가능하도

록 생명보험사 상장기 을 마련해  것을 통령직 인수 원회에 강력히 

건의하 다. 이에 부응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 5월에 이르러 융감

독 원장(당시 이정재 원장)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을 동년 8월말까

지 마련할 것임을 공표하 다. 이에 따라 융감독원 내에 재차 설치된 ‘생

명보험사 상장자문 원회( 원장: 나동민 KDI 연구 원)’가 자체 으로 기업

공개 방안 마련에 착수하 다. 한 상장자문 원회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해

당 생명보험사, 회, 학회, 시민단체, 연구기  등 총 11개 기 으로부터 생

명보험사 기업공개에 한 의견수렴작업을 병행하 다.

  그러나 2003년 10월에 이르러 상장자문 원회는 해당 생명보험사가 재

로서는 상장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

인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구체 인 기업공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상장자문 원회는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몫으로 분류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 에 사용 가능하 다는 

과 양  생명보험사의 지 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는  등을 감안

할 때 보험계약자가 회사가치 증 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 다. 

한 이러한 사실들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 한 상장

이익의 배분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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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차(2006년) 추진경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보유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2005년 12월말로 다

가옴에 따라, 동년 12월 2일 채권단은 채권 융기  의회를 개최한 후, 마

침내 12월 9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개’를 상 로 소송을 제기

하 다. 이로 인한 결과 삼성생명을 포함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문

제가 다시 한 번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

장자문 원회( 원장: 나동민 KDI 연구 원)’를 설치하고, 지난 4개월여 동안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멀지 않은 시 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장자문 원회는 지난 

6월  의견수련 작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업계  시민단체․학계(참여연 , 

경실련, 융연구원 등) 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상장자문

원회는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될 6개의 질의사항을 보내왔다(<표 6> 참조). 

이와 연 된 주요 논의 사항들은 제4장(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쟁 사항)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표 7>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시작된 지

난 1989년 이후 약 17년 동안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 경과를 개략 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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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보사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생보사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견해와 근거는?

2.  그동안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견해와 근거는?

3.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에 지급된 배당뿐만 

    아니라 유배당계약의 미래 손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4.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견해와 근거는?

5.  내보유보액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기존 생보사와 ‘87년 이후에 설립된

    신설생보사, 기타 보험사들 사이에 차별화된 상장방안의 적용 여부에 대한

    귀하의 견해와 근거는?

6.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귀하의 견해에 근거한 바람직한 상장방안은?

 

<표 6> ‘생명보험사 상장자문 원회’의 6개 질의사항

 자료: 참여연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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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자 주 요 사 항

 1)  1989.  4

 2)  1990.  2

 3)  1990.  8

 4)  1990. 12

 5)  1999.  6

 6)  1999. 12

 7)  2000.  8

 8)  2000. 12

 9)  2003.  1

 10) 2003.  2

 11) 2003.  5

 12) 2003. 10

 13) 2003. 12

 14) 2005. 12

 15) 2006.  2

 16) 2006.  6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재무부, 「생명보험사잉여금및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제정

 재무부,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유보 결정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연관하여 생명보험사 상장 공론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기업공개 방안 발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계약자 주식배분 법률문제 제기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 상장 무기연기 발표

 삼성자동차 채권단, 생명보험사 상장안 마련 인수위에 건의

 인수위, 상장안 검토후 결론을 유보하고 신정부에 일임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생명보험사 상장안 마련 천명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기업공개 방안 마련 실패

 교보생명 및 삼성생명, 법인세 유예기간 만료

 삼성자동차 채권단, 이건희 회장 및 삼성계열사 상대로 소송 

 증권선물거래소,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생명보험업계 및 시민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 실시

<표 7>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경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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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효과

  생명보험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여러 가지 정 인 효과를 릴 수 있다. 

첫째, 재 소수과  주주형태(<표 8> 참조)를 국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도

록 하여 소유와 경 을 분리함으로써 책임경 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둘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 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직 융을 

통한 자 조달로 담보력 확충  투자자  확보가 가능하다. 넷째, 생명보험

사의 인지도  공신력 제고가 가능하다. 다섯째, 외자유치  M&A 등이 

용이해져 장기 으로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공개에 따른 부정 인 측면도 상존하는 것이 실이다. 첫째, 

보험계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 인 논리(즉, 국내 생명보험사는 

법률상 주식회사)만을 내세운 상황에서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선의의 피

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기업공개 후 경제  강자인 주주들의 배

당압력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있다. 셋째, 일부 

형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해당 보험사의 시장선  기반을 확 하여 상

으로 취약한 소형 생명보험사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종합 으로 살펴볼 때,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자 의 

조달과 국내외 외경쟁력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는 과 변하는 융환

경 하에 생명보험사가 능동 으로 처해 나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에

서, 향후 정부가 앞장서서 주식회사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춘 우량 생명보험사

를 심으로 기업공개를 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익배분 기 이 

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로 법리  논

리에만 입각하여 생명보험사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선의의 보험계약자

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의 틀 안에서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따른 제반 문제 에 한 심도 있

는 토의와 더불어 합리 인 기업공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3 -

교보생명

(총 18,500,000주)

삼성생명

(총 20,000,000주)

<주주분포: 총 22>

   1) 소액주주 합계: 0.50%

      - 법인(2): 0.20%

      - 개인(11): 0.30%

   2) 최대주주(신창재 외 5): 58.02%

   3) 주요주주(2): 35.00%

   4) 기타주주 합계: 6.48%

      - 법인(1): 6.48%

      - 개인(0): 0.00%

 ※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1) 신창재: 37.26%

   2) (주)대우인터내셔널: 24.00%

   3) 한국자산관리공사: 11.00%

   4) 신인재: 8.00%

   5) 재정경제부: 6.48%

   6) 신용희: 5.27%

<주주분포: 총 3,853>

   1) 소액주주 합계: 8.00%

      - 법인(18): 3.23%

      - 개인(3,803): 4.77%

   2) 최대주주(이건희): 4.54%

   3) 주요주주(특수관계인 11): 26.4%

   4) 기타주주 합계: 61.06%

      - 법인(13): 44.31%

      - 개인(7): 16.75%

 ※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1) (주)신세계: 13.57%

   2) 삼성에버랜드: 13.34%

   3) CJ(주): 7.99%

   4) 제일은행신탁: 6.00%

<표 8> 교보생명  삼성생명 주주 황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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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쟁 사항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와 련된 주요 쟁 사항들은 지난 5월말 ‘생명보험

사 상장자문 원회( 원장: 나동민 KDI 연구 원)’가 참여연 , 경실련 등 시

민단체에 보내온 질의서(<표 6> 참조)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보다 뚜렷해진

다. 다시 말해서 ①국내 생명보험사의 성격 규명, ②과거 보험계약자들에 

한 배당의 정성 여부, ③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

방안(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만 국한), ④생명보험사간 차별화된 상장안 

용 여부 ⑤유․무배당보험상품간 자산의 구분계리(즉, 분리계정) 등이 핵심 

쟁 사항들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계약자를 실

질 으로 신하는 시민단체간의 쟁 사항들을 사안별로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1. 생명보험사의 성격

  국내 생명보험사는 어도 형식 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주식회사의 법인

격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으로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는 자익권(경제  이

익의 확보를 한 재산  권리)과 공익권(업무집행에 한 행정  권리)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자익권은 잔여재산청구권(residual claim)으로서 여타 이해

계자의 법 ⋅계약  권리를 다 충족시킨 이후에 남는 경제잉여에 한 

독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타 이해 계자의 법 ⋅계약  권리의 충

족’이라는 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주주의 자익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

다. 

  지난 수십년간 생명보험사의 운 형태  보험계약자의 법 ⋅계약  권

리충족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할 때 국내 생명보험사가 순수한 ‘주식회

사로서의 속성’을 100%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 첫 번째 근거

로 과거 생명보험사 운 에 있어 주주 본연의 의무인 자본 확충이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을 들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 한 배당을 실시

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1980년  에 실질  산상태

에 처한 경우에도 증자 등 주주에 의한 한 험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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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두 번째 근거로 일부 생명보험사(삼성․교보생명)의 경우 기업공개를 

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의 부분(최  70%)을 정부가 직

 나서서(「생명보험사 잉여   재평가 립  처리지침(1989.10)」) 보험

계약자에게 할당한 을 꼽을 수 있다. 상법상 순수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재

평가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100% 주주의 몫으로 귀속되는 것이 무나도 당

연한 일이지만, 유독 국내 생명보험사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이처럼 국내 생명보험사가 순수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100%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연하다면, 이에 한 해결책 없이 주주의 의도

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법 ․계약  권리에 한 명

백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보험계약자 배당의 정성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회사 설립 후 30년 이상 100% 유배당보험상품

(participating insurance policy)만을 매해왔다. 유배당보험상품은 보험의 

기 율( 정사망률, 정이율, 정사업비)을 상당히 안정 (보수 )으로 설정

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후, 사 과 사후 인 보험가격의 차이를 배당을 통하

여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료를 정산(return of overcharged 

premium)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무배당보험상품에 비해 통상

으로 보험료가 약 10-15% 비싸다. 1992년 후반 경부터는 무배당보험상품

(non-participating insurance policy)의 매가 허용되었지만, 이후에도 수년

간 무배당보험상품의 매비 은 극히 미미한 수 에 머물 다. 

  이후 외환 기를 겪으면서 국제  기 에 부합하는 융감독제도가 도

입․정착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유배당보험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

자배당 잉여 에 한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배분기 을 향 으

로 조정(주주 : 보험계약자 = 10% : 90%)하 다. 이후 생명보험사들은 유배

당보험상품의 매 비 을 의도 으로 격히 축소하 으며, 재는 거의 

부분 무배당보험상품 주로 매되고 있다.



- 16 -

  보험계약자 배당의 정성 여부에 한 논쟁은 회사 설립 이후부터 1980

년  반 이 까지 매된 유배당보험상품에 주로 이 맞춰진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은 1980년  반 이 까지 과도한 외형경쟁에 따른 필요 이상

의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 지속 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애당  보험계

약자에게 약속한  배당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컨 , 교보생명

은 FY'83 배당 손익의 부분을 결손보 에 사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았다. 

  한 심지어 배당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삼성생명은 CY'77, CY'80, 

CY'81에, 교보생명은 CY'79~'81동안 각각 보험계약자에 한 배당을 아  실

시하지 않았다(<부록 1>  <부록 2> 참조). 이상의 정황들을 종합 으로 살펴

볼 때 과거 보험계약자에 한 배당은 정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3.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

  지난 17년간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있어 가장 첨 하게 립되어온 이슈

의 하나가 바로 내부유보액의 성격 규명과 이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내

부유보액이란 1989년(교보생명: 662억원)과 1990년(삼성생명: 878억원)에 자산재

평가로부터 발생한 이익  계약자 몫으로 할당되었으나 재 자본잉여  항목

에 계상되어 있는 액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내부유보액이 보험계약자의 몫임을 논리 으로 부정할 방법은 없

다. 왜냐하면 당시 자산재평가이익  주주의 몫은 정부의 처리지침에 따라 최

액인 30%가 모두 자본 으로 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쟁의 심에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당시 내부유보된 액에 정한 리

만을 가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말없는 수천만 보험계약자를 실질 으로 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보험계약자 몫의 액이 자본계

정에 남아 실질 으로 주주의 자본처럼 사용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지분만큼 보

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구의 주장이 더 논리 이고 정

당한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 내부유보액의 처리방안도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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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규명하기 해서는 과거 십수년 간의 정황을 살펴

보는 게 무엇보다도 요하다. 첫째, 내부유보액이 보험계약자 몫임에도 불구하

고 자본잉여  항목으로 처리되면서 결손보 에 사용 가능하 으니, 동 액은 

사실상 자본 역할을 하는 계약자 몫의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내부유보액이 해당 생명보험사의 자본 정성 지표(지 여력비율)를 계

산할 때 합산되었기 때문에 계약자 몫의 돈이 실제 자본으로 기능을 했으며 회

사의 내재가치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를 종합

해 볼 때, 자산재평가이익  보험계약자에게 할당되었으며 재 자본잉여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자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최종 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액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앞에서 보험계

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자본으로 기능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상장시 보험계약자에게 합당한 지분만큼 주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는 주식의 형태는 생

명보험사의 소유구조 다변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라도 보통주 형태로 

무상배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와 련하여 해당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소유지분이 낮아져 경 권이 심각히 을 받을 우려가 있

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 수

를 감안할 때 기업공개 과정에서 일인 당 배분받게 될 주식의 규모는 극히 

소량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한 보험계약자들의 단체행동을 통한 경 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사

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장 이 에 기존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단체

약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컨 , 보험계약자에게 할당된 주식

을 개별 으로 나 어주는 신에 주식신탁 등의 방법을 통해 일 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생명보험사에게 우선 으

로 일  는 순차 으로 매각(즉, 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하여, 이를 보험계약

자에게 개별 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의 경

권이 받을 것이 지극히 우려된다면, ․참여  우선주의 발행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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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차별화된 상장안 

  ‘상장’은 거래소를 통해 주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

록 하는 차이다. 따라서 주권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는 보험계약

자를 포함한 여타 이해 계자의 권익에 향을 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

결될 수 있도록 주권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삼성생명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계약자 몫

과 주주 몫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 생명보험사의 주권은 상장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5조 제1항 다 (2)」에 의하면, 상장을 신

청한 회사의 ‘주된 업의 특성’으로서 ‘이익배분 등과 련하여 상법상 주식

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 허용의 기 은 

오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모든 생명

보험사에게 일 된(universal) 상장기 을 용하거나 는 자의 인 기 에 

따라 생명보험사를 몇 개의 범주로 유형화하여 별개의 상장방안을 용하는 

것은 매우 험한 발상이다.

  결론 으로 생보사 상장방안은 개별 생보사의 특성을 총 으로 검토하

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명백히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개별 으로 단

해야 마땅하다. 

  이와는 별도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상에 ‘생명보험사 상장요건 특례’를 

규정하여 반드시 수되어야 할 기본 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①상장을 신청한 생명보험사는 회사가치의 증 에 한 보험계약자의 

기여를 감안하여 상장 이 에 보험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이익배분 문제의 해소 여부와 그 방법의 성에 해 감독

기 의 사 승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심사 요

건으로 한다; ③보험계약자 이익배분은 지 여력비율의 하락 등 회사의 건

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한 감독기 의 단을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심사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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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원칙은 보험계약자 이익배분 원칙을 법  구속력이 있는 생명보험

사 상장요건으로 명기하면서, 동시에 그 이익배분의 방법이 량의 유출

을 가져와 회사의 건 성을 하고  주주-계약자간 상장이익의 배분 문

제가 과거계약자- 재계약자간의 부의 이  문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5. 자산의 구분계리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는 운 인 측면에서 ‘다 법인격성’의 문제 을 안

고 있다. 그 결과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자본  성격의 기여를 하도록 하거

나, 는 보험계약자에게도 주주가 떠맡아야 할 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역할을 강요한 경우가 빈번히 있어왔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주

권을 표하는 자산이 순수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100% 주주의 몫인지 여부

가 불명확한 게 실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보험사의 자산에 주주의 몫과 보

험계약자 몫이 혼재되어 있어 상장의 상인 주권이 표하는 재산권의 한

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 체 무엇을 상장하느냐 하는 본질 인 문제

에 착하게 된다. ‘남의 돈’이 섞인 상태에서 상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본질 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유․무배당보

험상품간 자산의 구분계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인정받기 한 과제라기보다는 상장을 한 당연한 

법률 ․회계  차 는 기본 제의 차원으로 여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보

험계약자 몫의 자산과 주주 몫의 자산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상장은 그 자체

로서 불합리한 행 일 뿐만 아니라 상법 논리에도 되는 행 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기존 자산을 유․무배당보험상품간 정확히 그리고 합리 으로 구

분하기는 실 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자산에 

한 유․무배당보험상품간 구분기 을 정립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구분의 합리성․공정성에 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회사별

로 이해 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업계 차원의 표 화된 회계 원칙을 

세우는 데 난항이 상된다. 한 회사별로 기존 자산  우량자산은 회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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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상 으로 부실한 자산은 계약자 계정으로 각각 편입되도록 배분 

기 을 만들려 할 우려도 상존한다.

  이처럼 실 으로 합의된 구분기 의 도출이 어렵고 수반되는 비용 한 

엄청날 것이라는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부분 으로나마 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①상장  모든 자산(동산  부동산 포함)에 하여 재평가를 실시

한 후 감독규정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간 이익배분을 실시하고, ②상장후 

신규 매되는 보험상품에 한하여 자산의 구분계리를 시행하는 방안을 상장 

후시 으로 나 어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 자산재평가를 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완 히 

충족되지 않은 다른(앞에서 언 한 ‘내부유보액’의 성격  처리 외에) 부분

이 여 히 남아 있다면, 신규 자산재평가의 실시  차익의 공정한 배분은 

이를 해소하기 한 효과 인 방안이다. 한편 과거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내부유보액’과 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여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도, 과거부터 시 까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충족시키지 않는 부분이 

조 이라도 존재한다면 자산재평가의 실시  차익의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 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계약자 몫을 으로 나

어  경우 실 되지 않은 이익의 사외유출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재무구조

가 극도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실 으로 어려운 선택이

다. 행 감독규정상 자산재평가차익의 90%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결론 으로 말하자면 생명보험사가 온 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춘 

상태에서 상장을 하기 해서는 상장  유․무배당보험상품간 자산의 구분

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앞에서 언 한 로 상장  모든 자산

의 재평가를 통해 보험계약자 몫을 분배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선택

임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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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맺음말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소유와 경 의 분리를 통해 책임경 체제를 확

립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 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직 융을 통한 자 조달로 담보력 확충  투자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 시도가 지난 17

년간 번번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에 명기된 ‘이익배

분 등과 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상장요건을 우리나라 생명보험사가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한 데 있다.

  생명보험사 주권의 상장은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

을 거래하도록 하는 차이다. 따라서 상장을 해서는 주주의 돈 이외에 

‘남의 돈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주식회사의 상장차익은 주주의 

몫이다’라는 주장만큼이나 상식 이고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명보험

사는 운 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 법인격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보험

계약자의 재산으로 자본  성격의 기여를 하도록 하거나, 는 보험계약자에

게도 주주가 떠맡아야 할 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역할을 강요한 

경우가 빈번히 있어왔다. 이러한 까닭에 생명보험사의 주권이 표하는 자산

가치는 순수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100% 주주의 몫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자산규모가 약 100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사가 존재하기까지 그동

안 하지 못했던 보험계약자 배당과 주주의 자본 확충 의무 회피 등으

로 말없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입은 피해는 천문학  액수에 달한다. 실

제로 생명보험사들은 1980년  반 이 까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 지속 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한  

배당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교보생명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배당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

구하고 수년간 보험계약자에 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 생

명보험사는 자산증식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재평가이익  보험계약자의 몫으

로 정당하게 할당된 액(즉, 내부유보액)을 지난 십수년간 마치 주주의 몫인 

양 자본계정에 놓아둔 채, 아직까지도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합리 인 상장방안이 마련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보험사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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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간 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한 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식회

사로서의 속성’에 부합하게끔 개별 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주 몫의 자산과 보

험계약자 몫의 자산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등 생명보험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남의 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상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상생의 묘약이 필요한 이 시 에서 ‘보험계약자는 왕’이

라는 생명보험사의 감언이설에 혹되어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사의 ’으

로 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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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보생명의 보험계약자 배당 내역

(단  : 억원)

구분

배 당  손 익 보험계약자 배당 당기순이익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차 사차
이익배당

비
계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CY'58 0 0

CY'59 0 0

CY'60 0 0

CY'61 0 0

CY'62 0.11 0.11

CY'63 0.06 0.06

CY'64 0.01 0.01

CY'65 0.01 0.01 0.01 0.01

CY'66 0.00 0.12 0.12 0.00

CY'67 0.09 0.45 0.45 0.09

CY'68 0.11 1.20 1.20 0.11

CY'69 0.10 1.84 1.84 0.10

CY'70 0.13 2.22 2.22 0.13

CY'71 0 2.25 2.25 0

CY'72 0 0

CY'73 0.20 0.20

CY'74 0 0

CY'75 0 0

CY'76 0 0

CY'77 0 0

CY'78 7 8 0.6 △14 1 7 8 1 △15 0.5

CY'79 1 13 23 △32 6 1 13 23 △37 1

CY'80 12 26 64 △95 7 12 26 64 △100 2

CY'81 43 60 128 △211 20 43 60 128 △213 18

FY'82 △96 86 14 △57 △53 △96 86 14 △59 △55

FY'83 18 128 △88 46 104 16 16 18 112 △88 42 84

FY'84 71 163 △109 126 251 28 205 233 71 135 △109 △83 14

FY'85 135 148 △93 81 271 76 176 252 135 72 △93 △98 16

FY'86 249 131 △58 △59 263 69 136 205 249 62 △58 △205 48

FY'87 906 168 △202 △276 596 213 91 △12 292 693 77 △202 △366 202

FY'88 1,525 270 △73 △209 1,514 254 100 0 354 1,271 70 △73 △524 745

FY'89 999 373 △82 △561 730 368 144 △1 511 335 107 △82 △161 200

FY'90 1,087 288 △293 △480 602 296 122 4 422 788 166 △293 △531 129

FY'91 1,046 259 44 △666 683 582 238 △337 483 128 21 44 △23 169

FY'92 1,546 274 330 △594 1,557 739 264 61 1,064 807 10 347 △823 342

FY'93 1,520 361 453 △769 1,565 402 305 243 950 1,118 56 453 △1,214 413

FY'94 2,206 680 575 △1,762 1,699 456 342 290 1,088 1,750 338 575 △2,189 473

FY'95 2,588 763 297 △2,220 1,428 453 361 97 911 2,135 403 297 △2,318 517

FY'96 2,082 858 413 △2,336 1,017 315 405 △6 714 1,774 452 413 △2,336 303

FY'97 324 1,144 1,402 △1,037 1,834 478 365 △125 718 19 730 1,402 △1,120 1,031

FY'98 △10,555 1,396 506 11,536 2,883 1,336 338 508 2,182 △12,398 1,057 506 11,347 512

합 계 5,714 7,597 3,252 411 16,977 5,900 3,264 1,239 10,403 △1,140 4,061 3,268 △1,026 5,165

주 : 1) 배당 손익은 실 립기 임   2) 이차배당은 특별배당 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2차 공청회(199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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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삼성생명의 보험계약자 배당 내역

(단  : 억원)

구 분

배 당  손 익 보험계약자 배당 당기순이익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차 사차
이익배당

비
계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CY'57 0 0

CY'58 0 0

CY'59 0 0

CY'60 △0.5 △0.5

CY'61 △0.6 △0.6

CY'62 △0.7 △0.7

CY'63 0.1 0.1

CY'64 0.1 0.1

CY'65 △1.2 0.6 0.6 △1.2

CY'66 0.1 2.4 2.4 0.1

CY'67 △0.1 3.7 3.7 △0.1

CY'68 △0.4 5.0 5.0 △0.4

CY'69 △0.3 2.8 2.8 △0.3

CY'70 △0.2 3.9 3.9 △0.2

CY'71 3 2 △5 0 △0.3 2.9 2.9 3 2 △5 0 △0.3

CY'72 △4 2 △9 12 △0.3 △4 2 △9 12 △0.3

CY'73 △9 2 △8 14 △0.2 △9 2 △8 14 △0.2

CY'74 △2 2 △9 9 0 △2 2 △9 9 0

CY'75 9 5 △12 △3 0 9 5 △12 △3 0

CY'76 25 5 △23 △8 0 25 5 △23 △8 0

CY'77 53 6 △45 △12 2 53 6 △45 △12 2

CY'78 33 6 △27 △11 0 33 6 △27 △11 0

CY'79 52 7 22 △81 0 52 7 22 △81 0

CY'80 140 23 6 △116 53 140 23 6 △116 53

CY'81 29 36 66 △110 21 29 36 66 △110 21

FY'82 △291 104 127 △24 △84 △291 104 127 △24 △84

FY'83 △357 148 △67 247 △29 15 15 △357 133 △67 247 △44

FY'84 △238 181 △152 293 84 30 30 △238 151 △152 293 54

FY'85 △139 243 △115 97 86 41 41 △139 202 △115 97 45

FY'86 124 221 △75 △44 226 110 81 191 41 111 △75 △42 35

FY'87 902 238 17 △859 298 229 130 △81 278 691 108 17 △796 20

FY'88 2,830 268 95 △2,226 967 290 145 107 542 2,595 123 95 △2,458 355

FY'89 2,460 354 162 △1,687 1,289 426 217 259 902 1,588 91 162 △1,531 310

FY'90 1,438 578 460 △1,610 866 384 181 42 607 1,215 195 251 △1,409 252

FY'91 2,065 778 291 △1,940 1,194 812 435 △362 885 1,450 33 197 △1,396 284

FY'92 3,208 525 648 △1,734 2,647 1,004 451 386 1,841 1,810 74 670 △1,950 604

FY'93 3,396 1,012 1,199 △2,705 2,902 540 567 770 1,877 2,086 445 1,226 △3,036 721

FY'94 4,639 1,667 1,041 △5,434 1,913 615 719 △70 1,264 4,096 948 1,075 △5,603 516

FY'95 4,274 2,095 △530 △4,909 930 565 877 △766 676 4,474 1,218 △500 △4,939 253

FY'96 2,888 2,802 598 △3,575 2,713 407 840 1,046 2,293 1,434 1,962 598 △3,574 420

FY'97 △1,553 3,464 1,636 △1,620 1,927 542 710 △105 1,147 △2,003 2,754 1,636 △1,761 626

FY'98 △7,473 3,528 1,575 6,900 4,530 2,281 686 138 3,105 △9,912 2,842 1,575 6,451 956

합 계 18,502 18,301 6,866 △21,136 22,530 8,116 6,154 1,445 15,715 8,869 11,589 6,676 △21,737 5,394

주 : 1) 배당 손익은 실 립기 임   2) 이차배당은 특별배당 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2차 공청회(1999.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