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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재와 인재상이 기업가치와 기업환경을 지배하는 뉴밀레니엄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떠
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라이나생명이라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지난 30년간 시대별 인
재상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했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재상
의 본질과 영역에 접근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재경영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보편적인 연구에서 탈피해
서 특정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군이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겨냥 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특정 기업의 30년 이상의 역사의
궤적에 맞추어서 기업발전의 주요 국면에 따른 인재상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
다.
둘째, 단편적인 접근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이제까지는
보통 기업은 어떤 형태의 인재상을 선호하거나 지향한다는 식의 연구가 주류였다. 인재상
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의 외에도 다른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
용을 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기존 연구는 그동안 인재상의 영역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
었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과
핵심가치, 인재상, 역량, 리더십역할, 기업의 조직문화 등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룸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인재상의 속성으로 통합해 보려고 시도
했다는 점이다.
셋째, 비즈니스 사례의 논문이지만 일반적인 ‘무엇(What)’ 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떻
게(How)’라는 요소를 도출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이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다룬 연
구는 아니지만 독창적인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법이 시장경쟁력으로 확실히 작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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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였다. 비록 세부적인 방법론의 도출은 후행연구로 남겨두기는 했지
만 구직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둔다.
<주제어> 라이나생명보험, 인재상, 다국적기업, 글로벌 핵심역량, 보험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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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재와 인재상이 기업가치와 기업환경을 지배하는 뉴밀레니엄시대의 핵심 키워드
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사회의 변혁과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저변에는 어느 시대,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인재와 인재상이 근간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기업문화와 조
직가치가 가장 잘 반영돼 나타나는 것이 인재상(이종구ㆍ김홍유, 2010)”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 트렌드가 근간인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사회는 인재라는 무
형의 자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다. 사람이라는 요소를 생각
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모든 자산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수익창출의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Jac Fitz-enz, 2000).” “인재
(talent)란 보통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합으로 개인의 타고난 재능, 스킬, 지식, 경험,
판단력, 지적 능력, 태도, 인품, 욕구 등을 포함한다(Ed Michaels, Helen HandfieldJones and Beth Axelrod, 2001).” “인재상은 기업의 핵심가치이자(신태균, 2006)”,
“조직내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범(노용진, 2030)”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따라서 “인재상은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행동규범이며 산업사회의 특성
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의 발전과정과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이다(이종구ㆍ김호원, 2012).” 기업의 인재상 속에는 그 기
업이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사업특성, 기업문화가 집약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대
적인 산업환경의 모습까지도 적절히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사
회의 변천과 그 기업이 지향하는 시대적인 핵심가치와 발전단계에 의해 끊임없이 수
정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이종구ㆍ천만봉, 2013a).”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진 기업은 물론이요,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들이 자신들의 기업이념과 부합되는 인재상 구축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다.이러한 경영환경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기업이 지향하고
구축하려는 독특한 인재상과 그에 따른 핵심역량 및 기업문화를 통해 기업경영에 응
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한 실무적인 사례연구 역시 이전 보다도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라이나생명(LINA Korea, Life Insurance of North America)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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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지난 30년간의 인재상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분석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공채문화의 출현과 함께 본격적인 인재상
정립에 나선 한국의 대기업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국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했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재상의 본질과 영역에 접근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
재경영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성장,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재상은 시대별로 어떻게 진화해왔고 또 이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
로 활용하였는지를 발전시켰는 지를 기업통사와 함께 접근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국면
과 인재상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조명해보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
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인재상과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성
원들이 해당 직무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병행하
여 다루어 봄으로써 보편적으로 논하는 포괄적 인재상과 이에 필요한 구체적 역량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함께 탐색해보았다.
라이나생명은 미국 필라델피아와 코넷티컷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보험 및
헬스서비스 기업인 시그나그룹에서 100% 지분을 투자한 한국 현지 법인이다. 시그나
그룹은 225년의 역사를 지닌 포춘 100대 기업(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30여개 국
가에서 3만여명의 직원들이 기업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1987년 4월에 외국계 생명보
험회사로서는 최초로 한국에 진출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외형성장
보다는 보험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내실경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비춰지는 라
이나생명의 첫 인상은 강력한 주목을 끌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좋은 상품을 최적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는 고객중심경영의 열정과 신뢰만큼은 최
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이나생명 30년사, 2017a).” 특히, 1997년 국
내 최초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영업을 필두로 하여 독특하면서도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한국 보험시장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에서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는’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
하며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나생명의 견고한 성장의 이면에는 이 기업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인재상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라이나생명의 비즈니스 성장의 주요 국면과 연계되는 각 시대별
인재상이 어떠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진화되고 있는
지 이에 대한 시대별 특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를 중
심으로 한 이 기업의 인재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영역별로 탐색한 후, 국내 기업사회
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또한 도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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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라이나생명이 1987년 한국 시장에 최초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진출
한 이래 지난 30년간의 인재상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 후, 이를 통한 시대별 특
징을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영
역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라이나생명의 지난 30년간 시대통사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의 환경변화에 따
라 인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지난 30년간 시대통사적인 관점에서 시대별 인재상의 키워드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는지 이를 탐색하고자 했다.
셋째, 지난 30년간 시대통사적인 관점에서 시대별 ‘일반적인 인재상’의 키워드가
변천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이라는 보다 ‘기능적으
로 구체화된 인재상’은 또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융합되고 있는지를 함께 병행해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시대별로 기술되었던 인재상의 특징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탐색적(exploratory article)인 연구
방법을 통해 시도하였으며 연구모형 및 연구범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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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이나생명의 비즈니스 전개과정과 인재상 정립
1. 비즈니스의 전개과정
“기업의 인재상은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이나 경영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실제로 아날로그시대가 종료되고 디지털사회가 전개되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산업
환경을 배경삼아 국내 대기업의 인재상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은 사
실이다(이종구ㆍ천만봉, 2013b).” 라이나생명 또한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비즈니스 전개에 따른 경제환경 및 한국 보험시장의 변화 속에서 인재상 또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먼저 지난 30년간 이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을 중심으로 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한국 시장에
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시기(1987-1995), 텔레마케팅 기법의 도입으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 1996-2003), 차별화된 채널과 상품으로 혁신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시기(2004-2010), 차세대 보험·헬스 서비스리더로 성장을 한 시기
(2011-2017)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라이나생명 30년사, 2017b).”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각각의 시기를 비즈니스의 성장 곡선에 따라 진입기, 도약기, 성장기, 성장가속
기로 각각 명칭을 분류했다. 각 시기에는 그 시대에 부응하여 이 기업이 지향하는 인
재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인재상의 키워드에는 이 기업의 구성원들
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는 공통분모가 조금씩 진화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시대별 인재상 키워드
라이나생명 진입기(1987-1995)는 한마디로 ‘기본기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헌신과
책임감 있는 인재’가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
사 시그나그룹의 경영철학을 기초로 하여 지사 설립 작업을 마치고 기본적인 영업 체
제를 구축하며 인력확보와 보장성상품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
던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비록 의욕을 가지고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국내 시장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체험하면
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 적극성, 인내심, 책임
감, 헌신, 대고객마인드 등으로 무장한 인재가 자연스럽게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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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라이나생명은 앞서 기술했듯이 한국 최초의 외국계 생명보험사였던 만큼 소규
모로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만큼 모험심과 도
전정신, 팀워크, 멀티플레이어(multi player) 기능 역시 자연스럽게 시대적, 환경적으
로 요구되는 인재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도약기(1996-2003)에는 ‘변화주도의 창의적 인재’가 라이나생명이 지향했던 인재
상이었다. 비즈니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던 진입기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라고 볼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극심한 ‘초경쟁시대’ 속에서 보험시장 전체적으로는 고
속성장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이었다(라이나생명 30년사, 2017c).” 하지만 사실
기업 내적으로는 영업적자를 극복하고 시장에서 생존하며 흑자경영을 실현하기 위
해 근본적인 변화의 체질개선을 꾀하며 사활을 걸었던 시기이다. 텔레마케팅 영업시
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한 가운데 신용카드사 및 홈쇼핑채널 등과 제휴마케팅을 통
해 영업다각화와 계약관리시스템, 업무전산화를 통해 경영효율화에 착수했던 시기
였다. 이때는 보다 강화된 고객중심 경영, 공격적인 영업·마케팅 마인드, 시스템적
인 사고,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 혁신마인드, 효율성추구를 강조하는 인재상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다.
성장기(2004-2010)에는 ‘성장과 혁신의 전문가형 인재’가 인재상의 핵심이었다.
이 시기는 라이나생명이 텔레마케팅 영업시스템을 필두로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구축을 디딤돌로 하여 차별화된 채널과 상품으로 본격적인 성장 역사를 기록한 시기
였다고 수 있다. “이 시기에 라이나생명은 2004년 6월1일부로 한국 지사에서 시그나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공식 전환했다. 회사의 국문 명칭은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
사로 하고 영문으로는 LINA Life Insurance Company of Korea로 표기했다.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한국내 투자확대와 영업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채널
을 개설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라이나생명은 2000
년대 들어서 국내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
어왔다. 생명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2000년에 10.5%에서 2001년엔 마이
너스 8.3%로 급락한 상황에서도 라이나생명의 수입보험료는 2000년 74.8%, 2001년
67.7%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2년에도 46.2%를 거두는 등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
하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라이나생명은 다이렉트마케팅과 고객가치마
케팅(Customer Value Marketing/ CRM: Cutomer Relationship Marketing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면서 효과를 보기시작 했으며 치아보험의 성공에 이어 갱신형
암보험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혁신상품 출현으로 성장의 탄력을 이어나갔다
(라이나생명 30년사, 2017d).” 이 시기에는 지속적인 혁신, 고객중심경영, 업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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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된 영업력, 생산성과 효율성, 서비스품질, 소속감과 애사심, 문제해결능력, 스피드,
순발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추구하는 인재상이 대두 되었던 시기였다.
성장의 가속기(2011-2017)로 명명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조직의 인력규모 등 외
형적인 성장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고성과 창
출의 인재’ 가 인재상으로 떠올랐다. 고객중심경영 선포와 영업채널다각화 차원의
‘TM6 프로젝트’ 시행, 고객보호위원회 발족 등 대대적인 선진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내외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표 1> 시대별 인재상 키워드
비즈니스
전개과정

보험산업 환경

주요 비즈니스 토픽

인재상의 키워드
“기본기, 팀워크 중시하는
헌신과 책임감의 인재”
- 긍정적 사고, 적극성,
인내심, 책임감, 헌신,
고객중심, 모험심,
도전정신, 멀티플레이어
“변화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 신사고전략, 신마케팅
마인드, 고객중심경영과
마인드, 전략적마인드,
공격영업, 시스템적사고,
프로세스 중심사고,
혁신의 마인드,
효율성추구
“성장과 혁신의 전문가형
인재”
- 지속적 혁신,강화된
고객중심 경영,
업그레이드된 영업력,
생산성과 효율성,
서비스품질,
문제해결능력, 순발력과
실행력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고성과 창출의 인재”
- 실행력, 고성과 창출,
최고주의, 도전과 혁신,
문제해결 능력,
디지털형인재,
융합형인재, 다양한 인재,
스피드와 실행력, 적응력

시장 진입기
(1987-1995)

- 보험시장 급격한
외형성장
- 보험시장의 개방

- 외국계 보험사 한국시장
최초로 진출
- 총42명 본사조직과 2개
영업소로 사업시작
- 노조설립과 파업
- 상품다각화 돌파구 모색

도약기
(1996-2003)

- 보험시장
초경쟁시대
- 14개 외국계
생보사 공격 경영

- 영업적자의 시련 계속
- 텔레마케팅 채널 가동
- 제휴마케팅을 통한
신시장 개척
- 흑자실현과 생산성 향상
- 홈쇼핑채널 오픈

- 보험시장 전반적인
성장 둔화

- 한국 법인으로의 전환
- 다이렉트 마케팅과
DRTV 등장
- CVM마케팅으로
고객가치 극대화
- 갱신형 암보험 등장

-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 새로운
보험채널확보
(디지털화)

- 영업채널 다각화와 옴니
채널의 등장
- 텔레마케팅채널과
상품의 진화
- 신사옥 입주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 리스크관리와
차세대시스템

성장기
(2004-2010)

성장의
가속기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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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장의 가속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인재상의 중심에도 이에 걸맞는 키워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성과 창출, 최고 추구, 도전과 혁신, 문제해결능력, 디지털형
인재, 융복합형 인재가 새 시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으로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
려가고 있다. 따라서 인재의 키워드 또한 이에 부합하는 한 템포 빠른 스피드와 실행
력, 유연성, 세일즈와 리스크 관리, 적응력과 같은 단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표 1>
참조).

III. 성장시기별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1. 시장진입기(1987-1995)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채문화가 기업의 인재상 정립에 영향을 준 국내의 상황
(이종구, 천만봉, 2013c)”과는 달리 미국, 영국 등을 필두로 한 서방 선진국가 중심의
다국적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한 공채문화라는 것이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
는 것이 현실이며 경력사원을 중심으로 한 수시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라이
나생명의 경우, 시장 형성 기에는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인력으로 영업조직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부 관리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 보험사 출신의 경력직 직원들이었
다. 하지만 조직이 정착되면서 수시채용이 더 보편화 되었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
다시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경력사원 중심의 인력채용을 주된 축으로 가져갈 수 밖
에 없었던 라이나생명 또한 대다수 다국적 기업이 사용했던 역량중심의 인터뷰를 활
용했으며 인재상은 미국 본사에서 정의해준 핵심역량(Cigna global competency)이
었다.
하지만 ‘핵심역량’으로 대변 되는 라이나생명의 인재상은 시장진입기는 물론 도약
기와 성장기에 이르기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대표 인재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라이나생명이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진입기에는 아주 소규
모의 회사였기에 체계화된 다국적기업의 인재관리시스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
았다는 점이다. 둘째, 모기업인 시그나그룹이 비록 2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생명보험, 건강보험, 종업원 복지보험 전문회사로 재정비하고 사업의 핵심가치와
미션을 새롭게 정립했던 것이 한 참 뒤인 1999년 이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 여전히
국내 대기업 출신의 경력사원중심의 채용을 했고 영업 인력이 주력이었다는 점,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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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균형 있는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 등 이와
같은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에 연유한 바 크다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
스럽게 국내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향하는 공통된 정신이
자신들의 인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즉, 시장진입기의 라이나생명
의 인재상은 기본기에 충실한 전통적인 국내 기업의 인재상에 다소 유연성이 깃든 변
형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라이나생명이 시장진입기에 본사 시그나그룹의 고객지향정신을 근간으로 한
상품, 영업, 조직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야심찬 출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이 시기의 그들의 인재상의 키워드를 액면 그대로 ‘다름과 차별화’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영업실적을 포함해서 그들의 눈에는 이질적인 한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면
서 다양한 수업료를 톡톡히 치러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전통적인 아날로그형
인재의 성격을 간직한 채 다양하고 다른 품성과 일하는 방식이 반영되어 변형된 혼합
형 인재상의 모습이 공존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라이나생명은 다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미국계 기업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사람중심·영업중심의 보수적인 보험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국내 사회의 정서에 다가서는 인재상의 도입이 불가피했
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80년대는 경제민주화선언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노사분
규사태에 휘말려 있었고 라이나생명 역시 노사분규의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차별화된 서구형 인재보다는 기업발전에 충성도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한국적 정서가 균형 있게 가미된 인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진입기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비즈니스의 당면과제
- 새로운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연착륙
- 남다른 영업체제 구축을
통한 보험의 본질 공략
-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과 불확실성 극복

인재상

기본기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책임과 헌신의 인재

요구되는 품성과 태도
–
-

책임감, 도전정신, 모험심
고객을 향한 헌신
다름과 차별성
긍정적인 사고
프로페셔널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

이 시기의 인재상은 차별화와 새로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지향하면서
‘기본기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책임과 헌신의 인재상’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선진 보험
시장의 본질에 대한 기본정신과 영업기법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업이 궁극적으로 완성하고자 했던 한 차원 높은 고객지향서비스를 겨냥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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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과 고객에 대한 헌신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본 인재상과 함께 시장의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과 적극적인 정신, 도전정신,
모험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했기에 더 긴밀
한 팀워크와 멀티플레이어 정신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었던 인성의 포인트로
작용했을 것이다(<표 2> 참조).

2. 도약기(1996-2003)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라이나생명이 한국에 진출한 최초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라는 수식어를 뒤로 하고
도약의 기반을 위해 시동을 걸기 시작했던 1990년대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문자 그
대로 무한경쟁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사만해도 무려 14
개에 달했다. 라이나생명을 포함하여 모두가 나름의 차별화된 최신 기법을 동원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라이나생명 역시 영업
적자로 시련은 계속되었다. 그렇기에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의 과제는 흑자로 전
환을 하여서 진정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또 한 번의 모험을
감행해야 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진일보되거나 새로운 동력의 인재상이 필요했다.
이 시대는 국내 최초로 텔레마케팅 보험영업채널을 열고 제휴 마케팅을 통한 신시
장을 개척하던 시기였다. 또한 계약관리시스템 도입과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며 홈쇼핑
채널 오픈으로 영업다각화를 시도한 나머지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실현하는 가운데
도약의 기반과 함께 성장의 기초를 놓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
목해야 할 대목은 라이나생명의 변신과 체질개선은 디지털사회로 진입한 90년대의
사회상과도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트렌드를 라이
나생명보험이 인재상에 적절히 투입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데 아주 효율적으
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보험산업이나 금융권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도약기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가 라이나생명이 지향했던 인재상이었다.
지속되고 있었던 영업적자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결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비즈니스의 프레임웍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일
구어 낸 성장과 성공을 계속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
가 요구되었다. 당연히 인재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과 더불어 라이나생명은 본격적인 인재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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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던 라이나생명이 도약기에 완전한 비즈니스의 국면전환을 위해 시도했
던 사안들은 모두가 모험을 필요로 했던 것들이 많다. 단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창의적인 모험이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전략적인 마인드와 마케팅
마인드가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영업방식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적 사고, 프
로세스적 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신 및 공격적인 영업활동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가 된 고객중심 마인드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인재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었다(<표 3> 참조).
<표 3> 도약기 인재상의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비즈니스의 당면과제
- 영업적자 극복
- 근본적인 비즈니스
체질개선 위한 출구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인재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요구되는 품성과 태도
-

전략적 마인드 - 혁신의 마인드
신 마케팅 마인드 – 도전정신
고객중심 경영마인드 - 선택과 집중
시스템적 사고 - 효율성 추구
프로세스 중심 사고 - 위기관리
공격영업

3. 성장기(2004-2010)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도약기를 거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라이나생명은 성장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라이나생명은 이미 기초
를 다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텔레마케팅 영업시스템을 주된 무기로 여러 시스템이
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채널과 상품으로 혁신을 이끌면서 본격적인 성장
의 역사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대란의 사태에서도 라이나
생명보험은 홈쇼핑 채널 등을 필두로 한 새로운 고객 DB확보 등으로 위기극복을 넘
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재상이 필요했을 것
이다.
성장기의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04-2010까지의 기간에는 ‘성장과 혁신의 전
문가형 인재’가 라이나생명이 지향했던 인재상의 핵심이었다. 2004년 라이나생명보험
은 본격적인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한국내 투자확대와 영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채널을 개설하고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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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겠다는 선포이기도 했다. 성장기에 라이나생명보험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한
국 보험시장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고객을 향한 다이렉트 마케팅의 진가를 발휘하면
서 2006년에 DRTV 영업이라고 부르는 TV채널을 통한 OK실버보험의 상품광고를
내보냈고 연이어 출시했던 혁신상품으로 성장의 탄력을 이어나갔으며 고객가치마케
팅으로 이 기업이 일관성 있게 강조했던 고객중심경영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지속시
켰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과 더욱 강화된 고객중심경영을 뒷
받침 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영업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했다. 보험시장의 성장
이 주춤했던 시기여서 경영혁신만으로는 상황 극복에 무리가 있었기에 생산성과 효율
성 그리고 서비스품질까지 확보가 되어야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새로운 인재상의 모
습도 새롭게 정립되어졌던 것이다(<표 4> 참조). 이 시기에는 특히, 지향해야 할 인재
상의 절대 수준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TM(텔레마케터)사관학교라는 명성을 얻기 시
작한 뛰어난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문성과 생산성이 높은 영업조직 구축에 박차를 가
했다.
<표 4> 성장기 인재상의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비즈니스의 당면과제
-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
-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 혁신과 공격영업 및
품질경영으로 경쟁우위 확보

인재상

성장과 혁신의
전문가형 인재

요구되는 품성과 태도
-

전문성 - 문제해결능력
혁신의 마인드 – 실행력과 속도
생산성 - 순발력, 공격영업
고객가치경영 - 소속감과 애사심
품질경영(서비스 품질)

4. 성장가속기(2011-2017)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성장 가속기라 불리는 이 시기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을 겨냥하고 있는 기회와 실
험의 시기이자, 동종산업의 견제가 치열했던 도전의 시기였다. 국면 타개를 위해 라이
나생명은 그 동안 텔레마케팅 채널에 승부를 걸어 영업력을 확장하던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판매채널 다각화
에 진력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생명보험회사를 넘어서 차세대 보험·헬스서
비스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달성해야한다는 복안을 깔고 있다. 이러한 목표
를 위해 이 시기에 먼저 독립법인대리점 채널을 통한 영업확대를 모색했으며 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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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켜 독자적인 대리점을 구축하는 새로운 전략을 단행
했다. 또한 이에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채널의 개발
도 확대시켰다. 복잡하게 얽힌 비즈니스의 도전과 비전사이에서 이전과는 또 다른 그
리고 차원이 다른 인재상으로 무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라이나생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조직의 인력규모 등 외형적인 성장
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과거에 강점이었던 속도와 민첩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고성과 창출의 인재’가 인재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통
합한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발맞추어 디지털서비스 강화
를 위한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필연적으로 통합된 융합형 인재와 디지털형 인재를
육성하고 영입하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한 템포 빠른 스피드와 실행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통합되고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서 문제해결능력과
고성과 창출과도 같은 키워드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어느 때보다 정부 관계당국
의 감독과 규제가 강해지면서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더욱 커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력’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었다. 그 밖에 도전과 혁신을 통한 최고주
의는 여전히 강조되는 인재상이었다(<표 5> 참조).
<표 5> 성장가속기 인재상의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비즈니스의 당면과제
- 차세대 보험·헬스
서비스 리더로 성장
- 규제와 견제의 도전
극복
- 선제적인 위기관리

인재상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고성과 창출의 인재

요구되는 품성과 태도
-

속도와 유연성 - 불확실성 극복
도전과 혁신 – 위험관리
다양성 - 최고주의
융합성 - 적응력
공격영업 - 디지털형 인재
통합된 문제해결능력

IV. 라이나생명 핵심역량모델의 변천과 인재상

1. 핵심가치의 정립과 적용
지금까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착수한 진입기부터 성장가속기
까지를 4단계의 전개과정과 성장 국면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 발전기의 주된 당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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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중심으로 각 시대별 인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각 시대별로 이 기업이 지향했던 인재상의 전개과정과 발전에다가 추가
하여 이러한 인재상과 상호보완을 이루고 있는 핵심역량 모델에 관해 시대별로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지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기업의 핵심역량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 역량모델은 어떻게 정립되고 발전
되어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은 일반적으로 인사 ․ 조직행동에서 말하
는 핵심역량과는 기본개념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상이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본 연구의 기본 주제에 맞추어서 최대한 라이나생명,
즉 시그나그룹 내로 범위를 좁혀 기본개념을 기술하고자 한다. 앞선 부분에서 라이나
생명의 인재상을 시대별로 사업의 전개과정과 연계시켜 이미 설명을 한 바 있다.
연구배경에서 기술했듯이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인재상이란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원우, 권석균, 1996).” 이 인재상을 핵
심역량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인재상은 회사 안팎의 비즈니스 환경을 극복하고 당면
비즈니스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집중해야 할 관리영역과 지향하고 실
천을 해야 할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을 국내 여러 사례 등을 통해 핵심역량과 비교를 해보면 다소 일반적이고 포
괄적이며 나아가 경제 ․ 경영환경 및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수정, 진
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직무역할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 시킨
필요 역량과 기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즉, “핵심역량이란 한 사람이 일의 성공이
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에는 행동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의 기술 혹은 지능 및 태도와 같은 특
성도 포함될 수 있다(Michael M. Lombardo, Robert W. Eichinger, 1996).”
앞장에서 시대별로 고찰했던 기본적인 인재상이나 삼성, 현대, LG, SK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이 말하는 인재상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개인의 직무의 성공이 그 중
심 사상이며 측정 가능하거나 또는 어떠한 평가의 척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나생명에 전 지분을 투자한 시그나그룹 내
에서도 통상 3단계 척도로 각 개별직원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과 및 역량
개발 등의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인재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근본적이며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부
분 역시 기업의 인재상이 산업사회의 변천과 그 기업이 지향하는 시대적인 핵심가치
와 발전단계에 따라 수정, 진화하는 과정은 불가피 하다. 이런 이유로 이 핵심역량도
본 장과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이 기업의 핵심역량 의 세부 내용을 통해 시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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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천과정을 해왔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핵심역량이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사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역량만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다국적기
업들은 이러한 전사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핵심역량에 또 부가하여 각 부서
별 ․ 직무별 핵심역량까지 개발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다. 요약 하자면
핵심역량은 인재상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인재상과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요소
가 아닌 상호접목과 보완을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입기 및 도약기의 핵심역량
라이나생명에서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인력 및 조직관리에 활용이 된 것
은 대다수 다국적기업에서 그러했듯이 시그나그룹의 미국 본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그나그룹이 225년의 역사를 지닌 보험 및 헬스서비스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여러개
의 회사가 크고 작은 M＆A를 거쳐서 완성된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의 조직은 연합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개별 독립 법인으로서 각자의 정체
성을 확립하고 비즈니스의 핵심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경영이념 혹은 철학적인 개
념인 역량과 함께 한국적인 개념의 인재상 등을 확보하여 이를 동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그나라는 대표적인 기업명칭으로 불리며 하나의 통일된 기업으로
서의 공통된 비전과 미션 및 핵심가치를 수립하고 이를 내부의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전파하게 된 것은 1999년이 되면서부터였다.
이 기업은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아 회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명과 비전 수
립, 더불어 핵심가치를 제정한 후, 15개의 전사에 걸쳐 공통적인 핵심역량을 개발하
여 전파하기 시작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라이나생명은 이 사명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what we are delivering)”을 그리고 비전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에 대한 정체성(who we are)”과 또한 핵심가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
는 가치중심의 행동양식을 압축하여 표현했다고 볼수 있다. 결국 라이나생명의 시대
별 인재상이나 전사 공통의 핵심역량은 이 기업의 경영철학이자, 가치관인 경영이념
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된
다. 라이나생명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는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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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라이나생명의 사명, 비전, 핵심가치
분류

사명, 비전, 핵심가치

사명(Mission)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보다 나은 건강(Health),
웰빙(Well-being), 재정적 안정(a sense of security)을 돕는 것

비전(Vision)

믿음과 혁신의 보험ㆍ헬스 서비스 리더

핵심가치
(Core Value)

상대방을 배려한다.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용기를
발휘한다. 최고를 추구한다.

이러한 라이나생명의 기본 경영이념과 철학이 압축되어 있는 사명과 비전, 핵심가
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5개의 전사적인 공통 핵심역량이 개발되었다. 이 핵심역
량은 라이나생명의 비즈니스 전략이 보다 고객중심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국면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 내의 임직원들은 전사에 걸쳐서 기
본적인 비즈니스 원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에 대해서 공통의 동일한 이해와 언
어를 갖게 된 것이다. 모두 15개로 구성된 라이나생명의 전사적인 공통 핵심역량은
<표 7>과 같다.
<표 7> 라이나생명의 전사 공통 핵심역량
분류

내용

전사 공통 핵심역량 (Core Competency)
 모호한 상황에 대한 대처(Dealing
with Ambiguity)
 관점(Perspective)
 고객중심(Customer Focus)
 용기(Courage)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기(Learning And Applying
Quickly)
 비전과 목적 관리하기(Managing
Vision and Purpose)

 동기부여(Motivating Others)
 갈등관리(Conflicting Management)
 대인관계에서의 요령(Interpersonal
Savvy)
 조직의 민첩성(Organizational Agility)
 조직(Organizing)
 정보제공(Informing)
 우선순위설정(Priority Setting)
 끈기(Perseverance)
 문제해결(Problem Solving)

3. 성장기 및 성장가속기의 핵심역량 변화 과정
글로벌 본사인 시그나그룹의 경영전략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고객중심주
의 비즈니스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장기에 이 기업이 제정한 핵심역량에는 큰 변
화가 없다. 그러나 성장가속기에 접어들면서 라이나생명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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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어왔던 리더십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라는 측면에서 리뷰를 하고 조정하면서 한 단계 현실성 있게 핵심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본래 시그나그룹의 본사의 주도로 디
자인 되었던 이 핵심역량을 본사와 협업을 통해 한국 경영환경에 적합한 상태로 리모
델링 한 것이다.
기업들이 인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영환경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기업이 지향하고 구축하려는 기업문화에 맞는 적합
한 인재상 정립을 통해서 기업경영에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인재상을 포괄적이고 융합적
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도를 했다. 이 부분에서는 라이나생명의 시대별 인재상이 구
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해석되도록 요구되었고 또 변화되고 있는지를 시그나그룹 본
사의 핵심역량과 각기 다른 리더십 레벨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 라이나
생명의 고유한 핵심역량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라이나생명이 기본적으로 지난 30년간 지향하고 추구해오던 인재상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어온 핵심역량은 시그나그룹 내에서 라이나생명의 더 중요해진 전략적 무게
와 전통적인 생명보험회사를 탈피해서 한 템포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
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비전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는 격변하는 국내 기업경영환경에
서 글로벌이라는 큰 그림은 유지하면서 더욱 현지화 시키는 ‘맟춤형(tailor-made)’
핵심역량으로 변모해야만 한다는 필요충분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 라이나생명이 주목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글로벌 핵심역량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의 리더십을 재정립 한
것과 동시에 본래의 글로벌 핵심역량을 현지화 시키는 맞춤형 핵심역량으로 업그레이
드 했다는 점이다.
라이나생명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그 핵
심요소들의 본질을 재정렬 시키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2015년에 모든 리더십 그룹을
참여시키면서 1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M.O.R.E.리더십(M,O,R,E: ‘Maximizing
Opportunity Result Efficiency’) 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라이나생명 리더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과 이에 수반되는 맞춤형 핵심
역량의 재정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라이나생명이 한국의 비즈니
스 성장에 맞춘 인재상을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한 리더의 역할과 그에 따
른 핵심역량 또한 이전에 통용 되던 인재상의 한 부분인 글로벌 핵심역량과 별개의
것이 아닌 이 역시 그 부분을 모태로 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한국형 인재상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이나생명은 리더십과 핵심역량이라는 인재상을 재정립하는 M.O,R,E.리더십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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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수행했는데 이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더 멋진 사업기회를 개척하고, 더
높은 성과를 지향하고, 더 나은 일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
획된 프로젝트였다. 조직을 진단하고 리더십과 인재상의 현주소를 파악한 후 라이니
생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고성과문화(high performing cultur)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실행의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하고 있는 종합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
램인 셈이다.
<표 8> 라이나생명의 새로운 역량모델
리더십 레벨

주요역할(key role)

영역
사고

SLT(Senior
Leadership Team:
고위급임원)

Pioneer:
새로운 시야로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의 선구자

관계
업무
사고

ELT(Extended
Leadership Team:
임원)

Pacemaker:
고성과를 위해 비전과
실무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내는 조율자

관계
업무
사고

TL(Team Leader:
팀장)

Producer:
조직 비전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고성과의 생산자

관계
업무

핵심역량
사업통찰 및 본질적 사고
포괄적 의사결정
비전 커뮤니케이션
협력문화 조성
고성과 풍토 조성
자원확보 및 배분
사업동향파악 및 적용
시기 적절한 의사결정
비전 캐스캐이딩
오픈 커뮤니케이션
명확한 업무지시
인재평가 및 관리
도전적 시각
전술가적 판단력
동기부여
팀워크 관리
성과창출 능력
문제해결 능력

라이나생명은 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고위급 임원(SLT: Senior Leadership
Team), 임원(ELT: Extended Leadership Team)과 팀장(TL: Team Leader)으로
구성된 3개의 리더십 그룹 각각의 주요 역할을 재정의 하고 기존에 정의되었던 글로
벌 핵심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한국 실정에 좀 더 부합되는 리더십 역량을 그룹
별로 각기 6개씩 모두 18개의 리더십 역량으로 재정비 하였다. 이들은 고위급임원의
역할을 ‘선구자(pioneer)’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시야로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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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의 역할수행을 강조했다. 임원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조율자(pacemaker)’
로 규정하면서 고성과를 위해 비전과 실무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내는 조율자의 역
할을 강조했다. 또한 팀장은 그 역할을 ‘생산자(producer)’로 규정하면서 조직 비전
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고성과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수행을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라이나생명은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인재상과 개인직무 성공을 위
한 핵심역량을 보다 진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실천가능 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종합적으로는 라이나생명의 인재들이 일하는 방식을 재정립 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고 볼 수 있다. 이 기업이 새롭게 정의한 역할과 함께 재정립한 인재상의 지표로 설
명될 수 있는 18개의 핵심역량을 기존 핵심역량과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V. 시대별 인재상의 특성 비교 분석
1987년 국내에 최초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진출한 라이나생명은 지난 30년간
한국 시장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며 양적ㆍ질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입지를 형성하는
가운데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정립해왔다. 여기에서는 진입기, 도약기, 성장
기, 성장가속기로 구분되는 시대별 인재상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한다. 인재상
의 전개과정에는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기업환경의 속성과 매커니즘이 내포돼 있다.
이는 어느 기업할 것없이 기업생태계가 이와 독립되어 진화, 발전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 기업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탑승하여 포괄적인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을
안고 인재상의 변천을 전개시켜오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
의 기초를 다졌던 진입기 시대는 국내 산업이 공업화에서 기술정보화사회로 변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아날로그형 인재에서 창조적, 지능형 인재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라이나생명의 목표는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연착륙을 통한 생존이 최
우선 순위였다. 따라서 기본기와 책임감으로 무장한 헌신적인 인재상 정립이 우선 전
제가 되었다. 또한 생소한 국내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법을 투입하면서 차별화된
프로페셔널 집단으로서의 신선한 이미지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도약기에 즈음하여 진입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인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와 창
의라는 키워드가 급부상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한국 사회가 기술정보화사회
로 진입을 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의 요인은 오랜 시간
을 영업적자로 허덕였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극복과 비즈니스 체질개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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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
했을 것이다. 아울러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도약기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점은 비
전과 미션과 핵심가치에 뿌리를 내린 핵심역량이라는 임직원 개개인의 성공적인 성과
달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새롭게 개발되어 기본적인 인재상과 병행해서 활용
이 되었다는 점이다.
성장기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성장과 혁신이라는 전문가형 인재상을 추구했다.
이 시기 에 국내 사회는 지식창조화 사회에 놓여있었으며 보험산업시장은 불황 속에
있었지만 이 기업 만큼은 도약기의 적자 터널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라 본격적인 성장
단계를 바라보며 보험시장에서 경쟁우위확보를 꾀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차별화된
품질경영을 통한 전략적인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혁신의 마인
드를 갖춘 전문성 있고 창의성 있는 인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따라
서 이에 부응하는 강화된 고객가치경영이나 속도의 실행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인재상
의 세부적인 품성으로 대두되었다.
성장가속기에는 이전 단계와 비교해보았을 때 산업의 형태, 보험업계의 이슈와
비즈니스의 당면과제에 따라 기본 인재상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때는 속도와 유
연성을 갖춘 고성과창출의 인재를 새로운 인재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
야 할 것은 라이나생명의 인재상과 맞물려서 상호보안작용을 해오던 핵심역량이 내
외부의 비즈니스 환경와 맞물려 조직내 리더십그룹별로 새롭게 태동된 역할과 이에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핵심역량이 시그나그룹 본사
의 커다란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핵심역
량의 재편과정은 모든 리더십팀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산물이라
고 볼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 30년간 4단계의 시대적 국면을 통해 전개된 라이나생명의 인재상
특성을 비교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본을 갖추고 기본을 다지면서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고 변화와 창의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과 혁신으로 재성장을 만들
어 내는 것이다. 결국에는 속도를 내면서 고성과를 창출하여 내는 과정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대별로 그 당시의 경제ㆍ경영환경에 따라 새로운 인재상이
부상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새로운 품성ㆍ핵심가치ㆍ핵심역량 등이 속속 등장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요구되었던 요소들이 강화되어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고 나
아가 새롭게 추가되는 인재상도 있었으며 인재상 서로가 상호작용과 융합을 하는 경
우도 있었다. 셋째는 여전히 이 모든 인재상의 기본전제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 및 핵
심가치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새로운 시대의 환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재상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었지만 이전 시기에 추구했던 인재상이나 요구되었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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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태도 및 핵심역량 등은 하나씩 축적되고 그 정신 위에서 새로운 인재상의 탄
생과 새로운 역량이 도출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표 9> 참조).
<표 9> 라이나생명 시대별 인재상의 특성비교 분석
진입기
(1987∼1995)

도약기
(1996∼2003)

공업화사회·기
술정보 사회로
진입

기술정보화사회

지식창조화사회

디지털·4차산업혁
명 사회

-외형성장
-보험시장
개방

-초경쟁 시대
-보험사의
공격경영

시장성장의 둔화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
-새로운
보험채널의 확보

라이나생명
당면과제

한국시장에서
의 성공적
연착륙

영업적자 극복 및
비즈니스
체질개선

성장단계로의
진입 및
경쟁우위의 확보

차세대
보험·헬스서비스
리더로의 성장 및
선제적인 위기관리

인재상
키워드

기본기와
팀워크를 갖춘
책임과 헌신의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성장과 혁신의
전문가형 인재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고성과
창출의 인재

-책임과
고객헌신
-도전정신/
모험심
-긍정적/
적극적 사고
-차별화/
프로페셔널
-마인드

-전략적 마인드
-신마케팅 마인드
-선택과 집중
-시스템/프로세
스중심 사고
-효율성추구
-공격경영

-전문성
-혁신의 마인드
-생산성/품질경영
-고객가치경영
-속도의 실행력
-문제해결능력

-속도와 유연성
-다양성
-융합성
-통합된
문제해결능력
-불확실성의 극복
-위험관리
-최고주의

시장에서의
생존과
연착륙을 위한
기본기와
책임감 등
마인드 정립이
최우선 순위

-전략적사고와
효율성
-추구하는
인재로의 변화/
비전-목표관리
및 문제해결
등의 구체적
핵심역량이
보완되기 시작함

차별화된
품질경영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하는 혁신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성과 창의성
겸비한
인재상으로의
변화

융합과 디지털형
인재 표방,
차세대시장을
리드하고
리더십그룹별
역할이 강조되고
사고, 관계, 업무
등의 3가지 영역에
중점을 둔 인재상

산업의
형태
보험산업
환경이슈

인재상
특성
(품성/태도
)

인재상의
변화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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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언급한
보편적·포괄적
인재상 자체를
핵심역량과
가치로 간주함

-모호한상황에
대한 대처
-관점
-고객중심
-용기
-빨리 배우고
적응하기
-비전과 목적관리
-동기부여
-갈등관리
-대인관계에서의
요령
-조직의 민첩성
-조직
-정보제공
-우선순위 결정
-끈기
-문제해결

1999년 기점으로
믿음, 혁신의
보험/ 헬스
서비스
리더로서의
비전과 고객의
건강, 웰빙,
재정적 안정을
돕겠다는
재정립된 사명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윤리적
행동, 다양성,
용기의 발휘, 및
최고주의 가치의
인재상 토착화를
시도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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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상황에
대한 대처
-관점
-고객중심
-용기
-빨리배우고
적응하기
-비전과 목적관리
-동기부여
-갈등관리
-대인관계에서의
요령
-조직의 민첩성
-조직
-정보제공
-우선순위 결정
-끈기
-문제해결

-사업통찰 및
본질적사고
-포괄적 의사결정
-비전커뮤니케이션
-협력문화조성
-고성과 풍토조성
-자원확보 및 배분
-사업동향파악 및
적용
-시의적절한
의사결정
-비전 캐스캐이딩
-오픈커뮤니케이션
-명확한 업무지시
-인재평가 및 관리
-도전적 시각
-전술가적 판단력
-동기부여
-팀워크 관리
-성과창출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존 인재상과
전통적 핵심역량을
한국적 토양에서
재조정하면서 탈
보험회사(전통적인
보험비즈니스를
넘어서기)를
꿈꾸며 통합되고
융합된 다양한
인력의 인재상으로
변화가 가속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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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의 인재상은 기업의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기업문화와 더불어 CEO의 경
영철학까지 집약하고 있다. 기업의 인재상을 기업정신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인재상은 기업 내외부의 산업환경과 시대적
인 산업사회의 속성까지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사회 그리고 산업
환경 등에 내재돼 있는 시대의 복잡한 매커니즘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기업들의 인재상 변화 트렌드를 고
찰해보면 이러한 유기적인 복합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사회적 환경변
화에 따라 변천해온 국내 대기업들의 채용 패턴을 보아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채용
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요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한준기ㆍ이대성ㆍ김정한ㆍ홍승갑, 2015).” 아울러 기업의 인재상
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업이 지향하는 경영철학과 구성원들이 만들
어가고 있는 비즈니스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영역이 어떠한지를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차적으로는 라이나생명의 인재 및 인재상에 대
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사업 전개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시대별로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해보았다. 또한 인재상을 통해서 단순한 인재상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과정에 있어 인재라는 무형의 자원을 디딤돌로 하여 한국 보험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과 기법을 직간접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편적인
연구에서 탈피해서 특정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군
이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겨냥 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특정 기업
의 30년 이상의 역사의 궤적에 맞추어서 기업발전의 주요 국면에 따른 인재상을 탐색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인재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라이
나생명의 주요한 시대별 이정표를 짚어봄으로써 인재상의 변천과정과 기업성장의 그
래프를 동시에 고찰해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둘째, 단편적인 접근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이제까지
는 보통 기업은 어떤 형태의 인재상을 선호하거나 지향한다는 식의 연구가 주류였다.
- 100 -

한준기･이종구

라이나생명보험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문화 등도 언급은 되었지만 인재상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는 이를 바라보는 주체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 인재상은 단
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의 외에도 다른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
용을 하는데 기존 연구는 그동안 인재상의 영역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던 포괄적
인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않게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과 핵심가
치, 인재상, 역량, 리더십역할, 기업의 조직문화등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룸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개념 속에서 통합해서 보려고 했다.
셋째, 비즈니스 사례의 논문이지만 일반적인 ‘무엇(What)’ 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How)’라는 요소를 도출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이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다룬 연구는 분명히 아니지만 독창적인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법이 시장경쟁력으로 확
실히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였다. 비록 세부적인 방법론의 도출은 후행연
구로 남겨두기는 했지만 구직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
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동시에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라이나생명의 역동적인 인재상과 역량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DNA와 조직문화는 오늘날 이 기업을 있게 하는 원동력은 분명하지만 차별화
된 인재상과 비즈니스 성공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시도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논제에서 이미 밝혔듯이 연구방법이 통계적인
접근이 아닌 본 학회지에 맞는 사적인 탐색적 연구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딱히 정확하게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이러한 부분을 핵심가
치나 리더십 철학 혹은 핵심역량이라는 영역에서 나타내려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차이
나 경영방식을 완전히 또는 무리없이 ‘호환’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거
나 혹은 그 복잡성이나 미묘함을 수치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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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n Right People and
Characteristics by the Period of LINA Korea

Joon-Ki Han* ․ Jong-Gu Lee**

Abstract
The terms of talent and right people come across businessmen’s mind than
ever before in the age of New Millennium where they influence the values and
business environments of corporation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ight people over
the last 30 years in LINA(Life Insurance of North America)Korea, a multinational
corporation based in USA. We intend to generate good insights which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Korean firms through this study dealing with the essence
and key scopes of right people i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cas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ill remain relatively unknown compared with those
of the local conglomerates in terms of talent and people management.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our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e present a very concrete case study beyond a universal research. We
value this study high as we have explored right people of a less respected ＆
specified corporation alongside their historical tracks in key phases of the
organization’s development. rather than well known Korean business groups or
corporations with higher awareness.
Secondly, we shifted the research direction from a fragmented approach to
a more comprehensive one. Numerous past studies have mainly shown that the
types of right people preferred by corporations without holistic views, despite
clear observations from the fields that right people is very closely connected with
another key criteria in which organic interactions occur among them. In this
study, we have combined all relevant factors of vision, core values, right people,
core competency, leadership roles and corporate culture on a same page in a
trial of developing incorporated attributes of right people.
Thirdly, unlike other ordinary papers on business cases, on top of ordinary
concept of ‘What’ we have tried to draw out the concept of ‘How’ to offer
* HR Vice President, LINA Korea, Cigna Corporation, First Author.
**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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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tic clues’ for a potential execution of this case in other organizations.
We did not use empirical data in this study, nevertheless clearly have shown that
a unique right people and people development methodology can create a
competitive edge in the marketplace. Although this study has left the methodology
details unfinished for future additional research, we believe that job seekers and
researchers will find practical implications in our focus to benchmark the specific
case.
<Key Words> LINA Korea, Right People, Multinational Corporation, Global
Competency, Life Insur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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