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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서 차지하는 국채 비중을 대폭 늘려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시키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외 주식 비중을 신축적으로 조정함

주식 비중은 1990년 22%에서 2000년 15.4% 그리고 2010년 5.1%로 감소한 반면, 국채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4.4%, 20.5%, 45%로 상승함13)

- 해외주식 비중은 1990년 13.1%에 달했으나 2000년 11.4%로 감소되었는데, 일본의 초저금리로 

인해 2010년 14.3%로 다시 상승함

듀레이션 갭도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됨

표 Ⅲ-1 주요국 자산·부채 듀레이션

(단위: 년) 

구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자산 12.3 10.0 12.0 10.5

부채 14.0 20.2 11.5 11.3

  주: 일본 2016년, 독일과 영국 2013년, 미국 2015년 기준임

자료: Washimi et al.(2017)

가장 큰 교훈과 변화는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차역마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익의 내부 유보를 

확대14)하는 등 자본을 확충한 것임(윤성훈 외 2018)

상호회사인 4대 대형사(다이이치생명은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의 경우 비상위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 유가증권 가격 변동 준비금(Price Fluctuation Reserve), 위험준비금(Risk Reserve), 

자본준비금(Capital Reserve) 등 다양한 준비금 형태로 내부 유보를 확대함

13) 본 보고서 p. 2의 <표 Ⅰ-1>을 참조하기 바람
14) 생명보험회사 파산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상호회사의 경우 계약자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익을 계약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정부나 상호회사는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것보다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1980년에는 이익의 99%가 배당으로 지급됨(Uemura 2008). 1990년 

16개 상호회사의 경우 자본/자산비율이 0.02%에 불과함(Uemur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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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4대 대형사의 자본 확충 규모는 2000~2012년 기간 중 매년 평균 5조 엔에 달함(Th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주식회사이거나 주식회사로 전환한 생명보험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함

- 상호회사는 자본 확충 수단이 제약15)되어 있기 때문에 1997년 16개 상호회사 중 12개 회사가 

2010년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함16)

이러한 자본 확충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됨(Yoneyama 2017)

내･외부 규율이 강화(Uemura 2008)되었고, 경영의 투명성 및 수익성이 중시됨

감독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상품 및 가격 규제에서 지급여력비율을 통한 규제로 전환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내부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점검함

생명보험회사는 회사의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 상품별 내재가치가 제시됨에 따라 무리한 영업 확대 등이 억제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가능해짐 

의료보험 등 사차익이 높은 보험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외형 성장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노력함

보유계약 건수 기준으로 의료보험과 암보험 비중 합계는 1995년 12% 수준에서 2010년 

30%(의료보험 18%, 암보험 13%)를 넘어섬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용비용 절감 등으로 1990년대 후반 14%를 상회하였으나 

2010년대 초반 12% 이하로 낮아짐

15) 상호회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재보험이나 후순위채권 등의 방법도 있으나, 이익의 내부 유보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임 
16) 자세한 내용은 윤성훈 외(2018)를 참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