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가. 일본 생명보험산업 위상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경제발전과 내수시장 성장에 따라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선진

국으로 발전해 왔다. 일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표 Ⅱ-1>과 같이 3,342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이며, 국민 1인당 생명보험 지출(보험밀도)은 2,629달러로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GDP 대비 생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보험침투도)도 일본이 6.7%로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1990년대 성장기를 지나 시장

점유율1)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최근 급성장 중인 중국에 밀려 조만간 3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순위 국가　
수입보험료

CAGR
시장

점유율
보험밀도
(달러)

보험
침투도2018 2017 2016

1 미국 593,391 565,822 557,604 3.2% 21.0% 1,810 2.9%

2 일본 334,243 318,928 334,161 0.0% 11.9% 2,629 6.7%

3 중국 313,365 317,570 262,616 9.2% 11.1% 221 2.3%

4 영국 235,501 225,351 195,637 9.7% 8.4% 3,532 8.3%

7 한국 98,072 102,637 104,284 -3.0% 3.4% 1,898 6.1%

<표 Ⅱ-1> 일본 생명보험시장 국제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주: 1) 보험밀도=수입보험료/총인구 수
2)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명목GDP

자료: Swiss Re, sigma, No. 3/2018. sigma, No. 3/2019

1) 2000년 26.4%, 2005년 19.1%, 2010년 17.5%, 2015년 13.6%, 2018년 11.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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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표 Ⅱ-2>와 같이 2018년도 총자산 387.8조 엔, 수입보험료 

35.3조 엔 규모이지만, 200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995년 30.8조 엔에서 보험회사 연쇄 파산의 영향으로 2002년 26조 엔

까지 감소하였다가 보험규제 완화와 간포생명2)의 민영화로 2018년 35.3조엔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간포생명 편입 효과3)를 제외할 경우 1995년과 수입보험료 규모와 

유사한 실정이다.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9년 말 현재 42개사이며, 이 중에서 니혼생

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은 대형사로 분류된다.

구분 1990 2000 2010 2012 2014 2016 2018

총자산 131.6 191.7 320.7 345.0 367.3 375.5 387.8

증가율(%) 17.5 3.8 -2.7 -2.1 -2.0 -2.0 -2.0

수입보험료 27.3 27.3 35.1 38.1 38.7 35.2 35.3

증가율(%) 12.8 2.6 -2.3 -2.0 -2.1 -1.9 -2.0

<표 Ⅱ-2> 일본 생명보험산업 규모 추이
(단위: 조 엔, %)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임(단, 1990년, 2000년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 生命保険事業概況(각 연도)

2. 해외진출 변천

가. 해외진출 기업 지원 단계(전후~1960년대)

전후(戰後)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 생산거점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

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하여 1950년대 아시아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들에 의해 시작되

2) 간포(簡保)생명은 2007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일본 우체국생명보험의 상호임

3) 2007년부터 민영 생명보험회사로 분류된 간포생명(수입보험료 약 4조 엔)을 제외할 경우 
2018년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31조 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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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 진출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70년대에 시작되

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부터 활성화 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이 상대

적으로 해외진출이 늦은 이유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생명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진출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해외시장 개척 단계(1970~1990년대)

1970년대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발전한 

일본 경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화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 자유

화를 위하여 1972년에 외국계 자본의 일본 생명보험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일본 생명

보험회사의 해외재보험이나 자산운용업을 허용하는 등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

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해외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외국의 보험회사에 출자하는 등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전

후(戰後) 일본 생명보험업계 최초의 해외진출은 1976년 미국시장에 진출한 메이지야

스다생명이며, 이어서 니혼생명이 1991년과 1997년에 각각 미국과 태국 시장에 진출

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해외시장 진출 초기에 주로 해외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단체보험과 

일본인 대상의 개인보험 중심, 해외투자를 위한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일본계를 중심으로 한 영업기반이 확보가 된 이후부터는 일본계 기업과 거래관

계에 있는 현지 기업, 한국, 중국 등 아시아계열 기업의 단체보험과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개인보험 영업, 재보험 인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4) 그러나 일본의 해외진출

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생명보험업의 침체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인수한 

회사를 재매각하는 등 해외진출 실패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4) 梅崎知恵(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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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진출 다변화 단계(2000~2010년대)

2000년대 일본의 해외진출은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생명보험회

사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진행되었다.5) 2000년

대 이후 일본의 해외진출 배경은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와 인구 감소

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의 필요성에서 시작되

었다. 이에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출하던 해외진출 전략

을 수정하고 2000년대부터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보험사업의 지역적 리스

크 분산과 안정적 이익을 확보하는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

로는 단기적으로 이익 기여도가 낮고 재투자가 요구되는 중국 및 신흥 아시아 국가 등

의 장기적 관점의 잠재 성장시장과 현재 이익 기여도가 높은 미국 및 호주 등의 안정

시장으로 구분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6)

순위
해외기업 지원 단계

(준비단계)　
해외시장 개척 단계
(확장과 정체 단계)

해외시장 다변화 단계

연도 전후∼1960년대 1970∼1990년대 2000년∼현재

진출 지역 해외 생산 거점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
아시아 신흥국, 

미국, 유럽

진출 방식 지점
연락사무소, 해외점포, 

현지회사 인수
업무제휴, 지분투자, 

현지회사 인수

사업영역 주로 기업 리스크 인수
단체보험, 재보험 수재, 

자산운용
주로 개인보험

특징
일본 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진출 기업 

리스크 인수

선진국 보험시장 
사업기반 구축 중심

시장 안정성이 높은 
선진국과 잠재성장성이 
높은 신흥시장에 분산 

진출

<표 Ⅱ-3> 일본 보험회사 해외진출 변천과정

5) 이기형(2015)

6) 第一生命(2019), “Annual Report”; 住友生命 News Release(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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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종전에 환율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해외 보험회사 지분을 비교적 저가격에 

인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환율과 관계없이 해외진출을 대규모로 추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엔화 가치가 하락한 2015년의 경우 일본의 보험

회사가 대규모 출자금이 요구되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일본 RECOF(2015)에 의하면 일본 보험회사 해외기업 인수의 영

향으로 일본의 해외기업 M&A 규모가 약 11조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고 보

고한 바 있다. 2015년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기업 인수는 <표 Ⅱ-4>와 같이 일본의 해

외 M&A Top10 중에서 총 5개를 차지하고, 미국 및 영국 보험회사 인수에 약 3.3조 엔 

이상을 투자하는 등 일본 보험회사 간의 인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7)

<표 Ⅱ-4> 일본 기업의 2015년 해외 M&A Top101)

순위 인수 회사 업종 M&A 매물 국가 금액(억 엔)

1 伊藤忠商事 금융 CITI 자회사 중국 12,040

2 도쿄해상 보험 HCC Insurance 미국 9,413

3 일본우편 운수 Post Holdings 호주 7,249

4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보험 Amlin plc 영국 6,420

5 메이지야스다생명 보험 Stan Corp Financial 미국 6,300

6 JT 담배 Reynolds American 일부 미국 6,000

7 다이이치생명 보험 Protective Life 미국 5,822

8 스미토모생명 보험 Symetra Financial 미국 4,703

9 미즈호파이넨셜 은행 RBS 영국 3,565

10 Cannon 정밀 악시스 스웨덴 3,337

주: 1) M&A 발표일 기준임
자료: 四季報(2015. 11. 19)를 일부 수정함

7) 四季報(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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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가. 내수 위축과 시장 포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경제침체, 기업의 지출과 개인 소득 감소가 소비를 위축 시

키는 내수부진의 구조적 문제가 생명보험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는 생명보험 수요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

보험 신계약고는 <그림 Ⅱ-1>과 같이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해인 1992년에 약 

215.8조 엔의 정점에서 2018년에 약 66.7조 엔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보유계약고도 

2016년 약 1,500조 엔의 정점에서 2018년에 약 850조 엔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약 30

년 전의 보유계약고 수준이다.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또한 <그림 Ⅱ-2>와 같이 1994년 

95.0%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생명보험시장이 포화상태 도달 이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시장 성숙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Ⅱ-1> 일본 생명보험 계약고 추이 <그림 Ⅱ-2> 일본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추이

자료: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険事業概況(각 연도)   자료: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각 연도)

나. 수익구조 약화

일본은 보유계약고의 감소와 퇴직연금시장 잠식, 국내 시장경쟁 심화 등에 따라 대

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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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일본 대형사 이익 추이1) <그림 Ⅱ-4> 일본 생명보험산업 ROE 추이

주: 1) 상위 9개 생명보험회사 기준임
자료: 安井義浩(2016)

자료: 윤성훈 외(2018)

<그림 Ⅱ-3>과 같이 일본 전체 생명보험업계 이익 규모는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

지만 상위 9개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위험율차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대형사들은 종전과 같이 국내시장에서 보험인수를 통해 큰 이익을 얻기 어렵고, 초저

금리 장기화에 따라 저축성보험 인수를 통해 큰 이익을 거두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생명보험사업 수익성은 영국, 미국,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그림 Ⅱ-4> 

참조).

다.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 심화

일본은 1996년 전면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대형화와 외국 및 타 산

업 신규 진입자에 의해 전문·차별화가 진행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되었다. 이러

한 개편은 기존 회사와 신규 진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영업 방식 

중심의 대형사 간의 경쟁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사

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54.9%에서 2010년 43.1%, 2018년 42.3%으로 감소하였으며, 

2∼3위 회사 간 순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8)

8) 2007년에는 간포생명이 니혼생명을 추월하여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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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일본 대형사 시장점유율 추이

                   주: 회사별 연결기준 수입보험료, 간포생명은 제외함
                   자료: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険事業概況(각 연도)

라. 편중화 위험 분산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잃어버린 20년간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내 중심의 사업 

편중 위험(Concentraion Risk)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부터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

는 컨트리 리스크나 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 신흥국 중심에서 벗

어나 미국, 호주, 유럽, 아시아 개척시장으로 해외진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Fitch 

Ratings(2015)는 이러한 일본의 해외진출 다변화가 보험회사의 수익과 재무위험도

(Risk Profile)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성장과 수익 분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9) 한편, 니혼생명 등은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을 일본 국내외에서 인수할 

경우 국가 간 장수위험 및 금리 차이 등으로 인해 보험종목 간 리스크 분산도 가능하

다고 판단하였다.10) 

9) 保險每日新聞(2015. 8. 12)

10) 日本生命(2019),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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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일본 정부는 ‘일본 재흥전략(2013)’에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신

성장 동력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금융청은 2012년 해

외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한 이후, 해외에서 금융회사 인수 시 자회사 업무범위를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2014년 6월에 추진하였다. 즉, 보험업법 제106

조 제5항에서 일본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금융·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회사의 자회

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회사 업무범위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5

년간 보유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내각총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일본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상 자회

사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1)

11) 예컨대 일본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A보험회사를 인수할 때, A사가 소유한 B사가 보험업법 
106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A사 인수가 불가하여 인수 전에 A·B사의 소유 
분리의 필요가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이러한 분리 조치 없이 A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짐(上原純,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