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은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최근 중소형사로 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해외진출 현황과 전

략을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가. 해외진출 회사 규모

해외진출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규모는 2018년 연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니혼생

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순으로 크다. 이 중에서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은 <표 Ⅲ-1>과 같이 생명보험 상호회사 기준으로 

Global 500에서 각각 1위, 5위, 6위를 차지하며, 다이이치생명은 생명보험 주식회사 

기준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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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회사 기준 회사명 매출액 총자산 국가 법적형태 500순위

1 Nippon Life 742 7,121 일본 상호회사 125

5 Meiji Yasuda Life 377 3,806 일본 상호회사 324

6 Sumitomo Life 328 3,417 일본 상호회사 378

주식회사 기준 회사명 매출액 총자산 국가 법적형태 500순위

5 Japan Post Holdings 1,152 25,858 일본 주식회사 52

8 Dai-ichiLife Holdings 648 5,055 일본 주식회사 153

18 Samsung Life 293 2,594 한국 주식회사 426

<표 Ⅲ-1>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세계 순위
(단위: 억 달러) 

자료: Fortune(2019), “Global 500”

나. 해외진출 국가 및 회사 현황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부록>과 같이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투자자문,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세계 13개 국가에 총 50개12) 이상의 회사에 출자하고 있고, 

이중에서 해외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한 회사 수는 <표 Ⅲ-2>와 같이 

총 33개에 달한다. 

2010년 이후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대형사가 대부분을 차

지하지만 최근에는 타이요생명 등의 중견회사들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진출 국

가별 보험회사 수는 미국이 7개사로 가장 많으며, 가장 많은 해외 보험회사를 자회사 

또는 출자하고 있는 회사는 다이이치생명(11개사)이다.

12) 이는 해외 금융·보험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를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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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유럽3) 호주
싱가포

르
중국 인도

인도
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
디아

니혼생명 ○ ○ ○ ○ ○ ○ ○

메이지야스다생명 ○(2) ○(2) ○ ○ ○ ○

다이이치생명 ○(2) ○(2) ○ ○ ○ ○ ○ ○ ○

스미토모생명 ○ ○ ○ ○

타이요생명 ○

다이도생명 ○ ○

해외 보험회사 수 7 2 4 2 3 2 3 2 3 4 1

<표 Ⅲ-2>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국가별 해외 보험회사 보유 현황

주: 1) 연결기준 보험 자회사 및 관계회사 수임
2) 해외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수는 제외함
3) 영국, 독일, 폴란드를 포함함
4) (  )는 보험회사 수임

자료: <부록>을 요약함(2020. 3. 30 기준)

다. 아시아 진출 현황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Prudential, AXA, Allianz 등 글로벌 보험

회사보다 늦은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아시아에 출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진

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그림 Ⅲ-1>과 같이 태국(1997), 

중국(2005), 베트남(2007), 인도(2009), 인도네시아(2010), 미얀마(2019)의 순으로 진출

하고, 외국인 출자 규제 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진출한 중국 시장은 니혼생명이 진출한 이후, 이에 영향을 

받은 스미토모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진출하였다. 태국 시장은 다이이치생명이 

진출한 이후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의 진출이 이어졌으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시장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진출하여 일본 보험회사 간에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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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진출과 외국인 투자규제 현황

주: [ ]는 외국인 투자 비율 규제 한도, ( )는 현재 최종 지분율, 최초 진출연도를 표시함
자료: 恩藏三穂(2015)을 최근 정보로 보완함

라. 해외진출 업종 현황

해외진출 사업 업종은 <표 Ⅲ-3>과 같이 생명보험사업 이외에도 손해보험업, 신용

보증업, 자산운용업, 지주회사, 보험그룹 등이며, 보험지주회사나 보험그룹의 경우 산

하에 보험회사를 비롯한 여러 개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기도 한다. 

진출 방식은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해외에서 기업 M&A 또는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

여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현지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합작회사 형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지

주회사 또는 금융그룹에 출자하고 있는데 특히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

미토모생명의 경우 해외 M&A시장에서 미국 보험지주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보유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에 진출한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국내외 관계 회사 등과 자

산운용 시너지 확보를 위하여 같은 지역에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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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업 지주회사

니혼생명
미국, 호주, 인도, 태국,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미국, 영국, 

중국(홍콩), 인도
-

다이이치생명
미국, 호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미국
(신용보증)

미국(2개), 영국, 

싱가포르,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메이지야스다생명
미국, 폴란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폴란드

미국, 영국, 

중국(홍콩)
미국

스미토모생명 인도네시아 - -
미국,

베트남

<표 Ⅲ-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업 유형

자료: 崔 桓碩(2014)을 최근 정보로 보완함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가. 다이이치생명 현황

1) 경영전략

다이이치생명은 2018년도 연결 기준 수입보험료 5.3조 엔, 총자산 35.9조 엔, 시장

점유율 2위, 주식회사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생명보험회사이다.13) 동 회사는 해외진출

을 포함한 중기 경영전략 ‘D-Ambitious: 2015∼2017년도’을 완료하고, 현재 

‘CONNECT 2020: 2018∼2020’ 을 추진하고 있다.

‘D-Ambitious’에서 해외사업은 ‘일본, 북미, 아시아·태평양을 글로벌 3대 거점으로 

체계화’하여 ‘안정과 성장 균형을 통해 미래 이익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전략

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시장을 <표 Ⅲ-4>와 같이 장기 투자관점의 성장시

장과 단기적으로 안정적 이익 확보가 가능한 안정시장으로 양분화 하는 지역적 분산 

13) 2010년과 2016년에 주식회사와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 네오퍼스
트생명 등 국내외 총 25개사를 보유함; 第一生命(2019),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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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추진하였다.14) 또한, 해외 보험사업 확장, 해외 사업체 간 시너지 강화, 해외 중

간지주회사 출범에 대비하여 글로벌 3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총괄본부제를 2015년 신

설하였다.15)

구분 개척시장 성장시장 안정시장

국가 및
회사명

전략

∙ 미래 성장을 위한 
시장진출 선점전략

∙ 회사별 톱라인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한 
국가별 점유율 확대

∙ 기존 판매채널 강화

∙ 지속적 성장 추구
∙ 해외 생보사업 이익
∙ 성장을 견인

이익전략 미래 이익 창출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이익 추구 안정적 이익 창출 확대

자본전략
∙ 시장 상황에 따른 

제한적 자본 투자
∙ 성장에 필요한 자본 

투자

∙ Cash Flow 창출
∙ 성장 기회 확보 시 자본 

투자

출자비율 100% 국가별 상이 100%

<표 Ⅲ-4> 다이이치생명의 해외 보험사업 리스크 지역적 분산 전략

자료: 第一生命(2019), “Annual Report”; 第一生命(2019), “アジアパシフィック事業”을 기초로 작성함

‘CONNECT 2020’ 해외사업 전략은 2020년까지 해외사업 수입 기여도 30%를 목표

로 <표 Ⅲ-4>와 같이 해외시장을 기존의 성장시장, 안정시장에서 개척시장 추가하여 3

분화하는 지역적 분산 전략 수립하였다.16) 또한, 정보공유와 교류를 통한 그룹의 시너

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및 관계회사 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GMC(Global 

Management Conference)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GMC에서는 해외 회사간 자산운용 

방법 및 성공사례, 국가별 시장상황 공유, 판매채널, 상품전략, 리스크 관리 등의 과제

에 대한 상호 간 노하우 공유 및 문제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14) 第一生命(2015), “Annual Report”

15) 第一生命 News Release(2015. 1. 23)

16) 第一生命 News Release(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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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진출 현황17)

다이이치생명은 해외진출이 비교적 늦었지만, 2010년 주식회사 전환 이후 적극적이

고 과감한 M&A를 통해 가장 많은 해외 보험회사를 보유한 회사로 발전하였다. 

해외진출은 <그림 Ⅲ-2>와 같이 베트남에서 바오밍 CMG사를 2007년 약 30억 엔에 

인수하면서 시작하였다. 인수 직후 Dai-ichi Life Vietnam으로 변경하고, 일본 본사의 

적극적 지원과 다양한 판매채널을 구축하며 중견회사로 성장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다

이이치생명은 단체재보험 관련 거래 관계에 있던 태국의 중견회사 Ocean Life 지분 

24%를 2008년에 약 100억 엔에 인수하였다. 2009년에는 인도의 대형은행 Union 

Bank of India과 함께 합작회사(Star Union Dai-ichi Life) 설립하고, 2017년에 추가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이이치생명은 아시아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의 보장성보험 전문회사인 

TOWER Australia Group을 2008년과 2011년에 출자하여 자회사화하였다. 총 인수 금

액은 총 1,372억 엔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자회사 전환 후 상호를 변경한 TAL Life은 

효과적인 판매채널 전략 추진에 따라 2018년 보장성보험 시장점유율 1위로 성장하였

다.18) 2018년에는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주 방카슈랑스 전문회사

인 Suncorp Life를 TAL Life가 약 590억 엔에 인수하였다.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금융재벌이 보유한 중간지주회사인 PT Panin Internasional

(자회사 PT Panin Life)의 지분 37%를 인수하고, PT Panin Bank와 방카슈랑스 독점계약

을 체결하였다. 

17) 第一生命 News Release(2007. 1. 15, 2010. 12. 28, 2014. 6. 4, 2017. 3. 31, 2018. 7. 16, 

2019. 11. 28)

18) 第一生命(2019), “アジアパシフィック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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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다이이치생명 해외 보험사업 진출 현황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19. 11. 21), “2020年 3月期 第2四半期 決算·経営説明会”

다이이치생명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중견 생명보험회사인 

Protective Life Corp를 2015년에 약 5,822억 엔에 인수하여 자회사화하였다. 

Protective Life Corp는 산하에 Protective Life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보험회사 M&A와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블록 딜19) 방식으로 인수하는 전문회사이다. 

Protective Life는 이후 Liberty Life와 Great-West Life&Annuity 등 미국에서 총 4건

의 블럭딜을 통하여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은 캄보디아에서 금융당국의 인가에 의해 2018년 일본 생명보험업계 

중에서 처음으로 지분율 100%의 Dai-ichi Cambodia life를 설립하였다. 2019년에는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여 일본 보험업계 중에서 처음으로 100% 지분의 단독의 생명보

험회사 설립 인가를 받았다. 미얀마는 외국 자본에게 생명보험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단독 또는 합작회사(투자비율 35% 상한) 형태로 생명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였다.

19) 고객의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등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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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니혼생명 현황

1) 경영전략

니혼생명은 2018년 연결 기준으로 수입보험료 6.1조 엔, 총자산 68조 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상호회사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생명보험회사이다.20)

니혼생명은 현재 중기 경영전략인 ‘全·進-next stage-(2017∼2020년도)’을 추진 중

에 있다. ‘全·進-next stage-’의 해외사업 전략은 ① 기존 사업의 영업실적 강화, ② 해

외사업의 신규 및 추가 출자 확대, ③ 해외 관계사 경영기반 강화 및 충실 등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는 ①에 대해서 국가 및 투자 타이밍 분산에 의한 안

정된 수익확보, 해외 관계사 지원, 국내외 회사 간에 인적·물적자원 활용과 상품·서비

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너지 창출을 가속할 것, ②에 대해서 지역적 리스크 분산과 국

내외 보험종목 간 리스크 분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인도, 미얀마 등에서 출자 확

대 및 신규 출자를 검토할 것, ③에 대해서 해외파견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

화하고 현지 파트너·경영진과 신뢰관계 구축, 해외 관계사 임원 간 교류와 거버넌스 

강화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 실시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사업

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출자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특이상황을 즉시 본사에 보고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보험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어 해

외 각사의 경영현황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해외진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 각 연락사무소 등에게 신흥국을 포함한 각 지역의 금융·보험과 관련된 규

제 동향, 시장 및 상품·서비스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본사에 보고

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21)

20) 日本生命(2019), “Annual Report”

21) 日本生命保険(2018), “第71回定時総代会結果”; 日本生命(2018),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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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진출 현황22)

니혼생명의 해외진출은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둔 ‘Nippon Life America’를 1991년에 

설립하면서 시작하였다. 설립 이후 뉴욕,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으로 거점을 확장하

고, 일본, 중국, 한국, 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단체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1997년에는 태국 방콕은행(BBL)의 자회사인 ‘Bangkok Life’에 출자하여 지분 9%를 

인수한 이후 2006년 지분을 25%로 확대하였다. 200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

과 합작회사 ‘広電日生人寿保険’을 설립하였다가, 2009년 합작 파트너가 금융그룹 ‘中

国長城資産管理公司’로 변경되면서 ‘長生人寿保険’로 회사명이 바꾸었다. 현재 니혼생

명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長生人寿는 개업 이후 상해시, 철강성, 강소성, 북경

시까지 영업을 확장하였으나, 2017년 시장점유율 0.1%에 불과 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인도 재벌기업 Reliance Group의 자회사 Reliance Life의 지분 

26%를 인수하고, 투자 규제 완화에 따라 2016년 지분율을 49%까지 확대하였다. 2012

년에는 Reliance Group 산하 Reliance Capital Asset에 출자하여 26% 지분을 취득하

고 지속적인 자본 출자를 통해 2019년 지분율 75%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2) 日本生命 News Release(2009. 9. 18, 2011. 10. 11, 2014. 5. 21, 2015. 10. 28, 2017. 12. 1, 

2019. 4. 26)



해외진출 주요 현황 23

연도 국가 인수 회사명 지분율1) 출자액2)

1991 미국 Nippon Life America 설립 97% -

1997 태국 Bangkok Life Assurance 출자 증액 9% → 75% 17억 바트

2003 중국 長生人寿(상하이) 출자 30% 21.6억 위안

2011 인도 Reliance Life 출자 26% → 49% 860억 엔

2012 인도 Reliance Capital Asset 출자 26% → 43% 210억 엔

2014 인도네시아 PT Asuransi Sequis Life 출자 20% 433억 엔

2015 호주 MLC (생보사) 인수후 자회사화 80% 2,050억 엔

2017 미국 TCW Group(자산운용사) 출자 25% 550억 엔

2019 미얀마 Grand Guardian Nippon Life 설립 35% 22.5억 엔

<표 Ⅲ-5> 니혼생명 해외 주요 보험회사 출자 현황

주: 1) 지분율은 최초 지분율 → 최근 지분율 표시함
2) 출자 금액은 출자시기의 대략적인 금액임

자료: <부록>을 요약함(2020. 3. 30 기준)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재벌 GSK그룹 산하의 중견 생명보험회사 PT Asuransi 

Jiwa Sequis Life 지분을 25% 인수하였다. 또한, 니혼생명은 중기 경영전략 ‘全·進

(2015∼2017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에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다. 호주 대형은

행인 National Australia Bank(NAB) 자회사인 MLC Life 지분을 80% 인수하였는데, 니

혼생명은 MLC Life 인수 계약에서 NAB의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에 20년간 보험상품

을 제공하는 조건을 달았다. 2017년에는 중기경영전략 ‘全·進-next stage-’의 실행을 

위해 미국에서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고객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TCW Group의 지분 

25%를 약 550억 엔에 인수하였다. 2019년에는 미얀마에서 유력한 금융재벌 그룹인 

Grand Guardian Insurance Group과 합작회사 Grand Guardian Nippon Life 설립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고 2020년부터 영업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니혼생명은 동 

회사에 22.5억 엔을 출자하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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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이지야스다생명 현황

1) 경영전략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은 2018년 연결 기준 수입보험료 3.1조 엔, 동 회사 총

자산 39.2조 엔, 시장점유율 3위 회사이며, 상호회사 기준으로 세계 5위 생명보험회사

이다.23)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현재 중기 경영전략인 ‘MY Inovation 2020(2017∼2019)’을 추

진 중에 있다. ‘MY Inovation’의 해외 보험사업 전략은 ‘수익기반 확대와 해외사업 리

스크 분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제시하

였다.24) <그림 Ⅲ-3>과 같이 ① 미국 StanCorp를 중심으로 현재 해외 7국 11개사에 출

자한 해외 보험회사에 대한 수익성 확대, ② 사업리스크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분산

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강화를 통한 향후 추가 인수를 통한 수익 확대, ③ 해외진출 확

대에 대비한 유능한 글로벌 인재 육성, ④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전사적 위험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림 Ⅲ-3> 메이지야스다생명 해외사업 진출 전략 개념

자료: https://www.meijiyasuda-saiyo.com/2020/about/torikumi.html

23) 明治安田生命(2019), “Annual Report”

24) 明治安田生命(2017), “MY Inov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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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진출 현황25)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일본 생명보험업계 전후(戰後) 최초로 해외에서 보험회사를 소

유한 회사로 1976년 미국 하와이에 거점을 둔 Pacific Guardian Life Insurance 지분

에 출자하면서 해외진출을 시작하였다. 이후 추가로 자본을 출자하여 1985년에 자회

사로 편입된 Pacific Guardian Life는 주로 하와이, 사이판, 괌, 북마리나 섬, 캘리포니

아주를 중심으로 개인생명보험과 단체보험 등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2010년에는 EU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Talanx AG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업 가치가 하락한 폴란드의 Europa Group과 Warta Group을 각각 

2011년, 2012년에 인수하였다. Europa Group은 산하에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를 보유

한 폴란드 대형보험회사이며, 인수 당시 수입보험료 규모는 157억 엔이었다. 또한, 

Warta Group도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를 보유한 폴란드 시장점유율 2위의 회사이며, 

인수 당시 수입보험료 규모는 1,087억 엔이었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다. 메이지야스다

생명은 2010년에 AIA가 매각한 인도네시아 PT AVRIST Assurance 지분 일부 중에서 

5%를 인수하고 2013년 지분을 29%로 확대하였다. 동 회사는 대리점과 방카슈랑스에

서 주로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주요 생명보험회사이다.

2011년에는 New York Life가 Haier人寿保険 지분 매각에 따라, 메이지야스다생명

과 Haier集団이 각각 지분 25%를 인수하였다. 이후 Haier人寿는 Haier集団이 보유 지

분 약 51%를 北大方正集団에 매각함에 따라 회사명을 北大方正人寿保険으로 변경하였

으며, 동 회사의 주요 주주는 北大方正集団 51%, 메이지야스다생명 29.3%, Haier集団 
19.7%이다. 동 회사는 상해시에서 시작하여 2012년 5개 성으로 영업을 확장하였지만, 

2017년 시장점유율 0.1%에 불과한 등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이지야스다생명은 메콩강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태국 시장에도 진출하였

다. 동 회사는 2013년에 태국의 Thai Life 대주주로부터 지분 15%를 약 700억 엔에 인

25) 明治安田生命 News Release(2006. 7. 26, 2011. 1. 7, 2011. 12. 15, 2012. 5. 7, 2012. 7. 

4, 2013. 7. 6, 2013. 12. 24); 日本經濟新聞(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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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 Thai Life는 2012년 수입보험료 약 1,560억 엔, 태국 1위 회사로 현재 메이

지야스다생명 임직원 파견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방카슈랑스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도 국가 인수 회사명 지분율1) 출자액2)

1976 미국 Pacific Guardian Life 출자 - -

1985 미국 Pacific Guardian Life 자회사화 100% -

2010 인도네시아 PT Avrist Assurance 출자 23% → 29% 100억 엔

2011 폴란드 Europa Group 출자 33.5% 120억 엔

2011 중국 Haier人寿保険 29.2% -

2012 폴란드 Warta Group 출자 30% 216억 엔

2013 태국 Thai Life Insurance 출자 15.0% 700억 엔

2015 미국 StanCorp Financial Group 인수 100% 6,300억 엔

2019 미얀마 Thai Life가 미얀마에 합작회사 설립 35% -

<표 Ⅲ-6> 메이지야스다생명 해외 주요 보험회사 출자 현황

주: 1) 지분율은 최초 지분율 → 최근 지분율 표시함
2) 출자 금액은 출자시기의 대략적인 금액임

자료: <부록>을 요약함(2020. 3. 30 기준)

2015년에는 미국 중형 생명보험회사인 StanCorp Financial Group을 인수하여 

2016년에 자회사화하였다. StanCorp는 산하에 미국 50개 주에서 영업할 수 있는 

Standard Insurance(생보사) 등을 보유하였으며 미국 단체생명보험시장 8위, 총자산 

227억 달러, 수입보험료 20억 달러의 회사이다.

2019년 11월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의 Thai Life가 미얀마 금융재벌과 합작회사 Ｃ

Ｂ Life Insurance 설립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고, 2020년 중에 영업개시를 준비 

중에 있다. Thai Life는 동 회사에 외국인 투자규제 한도인 35% 지분에 출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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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미토모생명 현황

1) 경영전략

스미토모생명은 2018년 연결 기준 수입보험료 2.6조 엔, 총자산 32.7조 엔, 시장점

유율 4위 회사이며, 상호회사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생명보험회사이다. 

스미토모생명 중기 경영전략인 ‘Sumitomo Plan 2019’에 의하면 타 보험회사와 유

사하게 국내 사업리스크의 해외 지역 분산과 해외 보험사업 수익성·성장성을 확보하

여 중장기 목표인 해외사업의 이익기여도 20%를 완수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규 출자 

지속으로 확대하는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26)

2) 해외진출 현황27)

스미토모생명의 해외진출은 중국 시장에서 시작하였다. 2005년에 중국 보험그룹 中

国人民保険集団와 합작회사 中国人民人寿保険(PICC)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분 10%

를 확보하였다. 이후 PICC 생명은 중국 내 9위 생명보험회사로 성장하였다.

2013년에는 생·손보사 등을 보유한 베트남 금융그룹 Baoviet Holdings 지분 18%를 

인수하고 2019년에 지분 22.1%를 확보하였다. 

2016년에는 경영전략에 따라 미국 중견 생명보험회사인 지주회사 Symetra Financial 

Group을 4,703억 엔에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하였다. 동 회사는 상장 기업으로 산하에 

Symetra Life를 보유한 회사로 인수 당시 총자산 340억 달러, 수입보험료 6.3억 달러 규

모의 회사이며, 주로 개인보험, 개인연금, 종업원복지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설사인 Singapore Life의 지분 25%를 인수하여 싱가포르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동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0.3%에 불과하지만, 2015년부터 흑자를 지속하

는 등 경영 효율성이 높은 회사로 평가되고 있다.

26) 住友生命(2019), “Annual Report”; 住友生命(2018), “Annual Report”

27) 住友生命(2019), “Annual Report”; 住友生命 News Release(2014. 5. 12, 2015. 8. 11, 2019. 

7. 1,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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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중국 PICC 출자 10% -

2013 베트남 Baoviet Holdings 18% → 22.1% 470억 엔

2015 미국 Symetra Financial Group 100% 4,703억 엔

2019 싱가포르 Singapore Life 25% 100억 엔

<표 Ⅲ-7> 스미토모생명 해외 주요 보험회사 출자 현황

주: 1) 지분율은 최초 지분율 → 최근 지분율 표시함
2) 출자 금액은 출자시기의 대략적인 금액임

자료: <부록>을 요약함(2020. 3. 30 기준)

마. 중견사 진출 현황

일본 중견 생명보험회사인 다이도생명은 2018년 호주의 Integrity Group Holdings 

11억 엔을 출자 지분 15%를 인수하여 해외진출하였다. 다이도생명은 2018년 수입보

험료와 총자산이 각각 8,280억 엔(16위)으로 6.8조 엔(16위) 규모의 회사이다. 다이도

생명은 호주 시장 진출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사업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

다.28) 또한, 타이요생명은 2019년 인가를 받아 일본 중견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얀마 

생명보험시장에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하였다.29)

28) 大同生命(2019), “中期經營計劃”; 大同生命(2019), “Annual Report”; 大同生命News Release(20

18. 6. 5)

29) 太陽生命 News Release(2019. 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