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가.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 출자가 가능한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나 이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해야 하는 등 이익회수에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단기적 수익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편중을 보완하기 위

해 일본은 2010년부터 단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국, 호주, 유럽 시장으로 해외시

장 진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해외진출 자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외

시장을 장기 투자 관점의 잠재 성장시장과 단기 투자 관점의 선진국 시장으로 구분하

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전자에 해당하는 중국 및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익보다는 장기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에 해당하는 미

국 및 호주 등 선진국 시장은 단기적인 수익성과 함께 회사 규모 대형화를 통해 기업 

가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은 이러한 시장 구분 외에 추가적으로 최근 

시장을 개방하여 적극적인 자본 투자로 시장 선점이 필요한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을 

개척시장(Frontier Market)으로 분류하는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출과 허브화 전략

해외진출의 노하우가 적은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경제,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차

이로 인한 현지화 전략의 실패 위험과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단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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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 시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 진

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해외시장 진출 추진은 시장 규모가 

작고 합작투자 방식으로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시장에 먼저 진출한 

다음 시장규모가 더 큰 아시아 주변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진출 경험을 통

해 최종적으로는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유럽, 호

주 시장에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시장잠재력이 높은 베

트남에서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현지화 경험을 축적한 후, 이를 레버리지로 허브화하여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메콩강 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Hub & Spoke)을 추진하였다.

다. 아시아 시장에서 합작투자 전략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성장시장이므로 장기

적인 투자 관점에서 진출하고 있다. 둘째, 국가별 사회문화와 의식수준 등의 차이가 존

재하므로 시장 개척 시 대부분이 보험실무 전수 및 실무진 교류 등의 업무제휴 방식으

로 진출을 시작하였다. 셋째, 외국기업 투자규제가 존재하므로 현지 대기업이나 은행 

등이 소유한 보험회사 지분에 출자하거나 이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합작투자 방식

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 투자 방식은 현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강제적 합작투자의 단점

이 있지만, 국제화 경험이 적은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현지화를 경험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적은 지분에 출자를 시작한 

이후 규제 완화와 시장 상황, 현지화 적응 능력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율을 높여 최

종적으로 직접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한 지배주주 수준까지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선호

하고 있다. 넷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은행그룹과 합작회사 형태로 진

출하여 합작파트너의 주요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미토모

생명의 경우 향후 인슈테크 사업 진출에 대비해 싱가포르 인슈테크 보험회사 지분에 출

자하여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다섯째,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일본 

보험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진출하여 일본계 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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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진국 시장에서 M&A 전략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 시장의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므

로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기업을 신설 또는 인수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하는 방법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및 호주 등에서 진출한 일본 생명보험회

사들은 현지 보험회사가 해외 M&A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경우 과감하게 자본을 출자

하여 단독으로 인수하는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M&A 방식으로 회사를 인

수하는 것은 종전의 회사의 자원을 승계하므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점포 개설이

나 신규 고용 등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호주와 

미국에서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한 후, 현지시장에서 타 보험회사 등을 인수·통합하여 

회사 규모를 확대하는 대형화 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중

견사의 경우 현지 생명보험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이후, 현지시장의 적응력을 높

인 후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마. 단기적 현지화 전략

생명보험업은 소비자의 효용이 미래에 발생하는 무형의 장기상품을 제공하는 사업

의 특성상 외국 기업이 현지인이나 현지기업의 조력 없이 외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인도 등의 국가와 같이 민족, 언

어, 종교, 풍습, 문화 등이 서로 다른 국가에 진출할 경우에는 현지화 위험은 더욱 증가

한다.

이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현지화의 방법으

로 고객층과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기존 임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생명보험회사

를 인수하거나 합작투자하여 판매지역과 고객층 확대, 신규 판매채널 개척 등의 사업

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은 미국, 베트남 등에서 기존 생명보

험회사를 인수하였으며, 니혼생명은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방카슈랑스 전문 

또는 타카풀 전문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출자하였다.



32 이슈보고서 2020-4

바. 베트남 진출 성공 전략

다이이치생명의 베트남 진출은 일본에서 현지화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이이치생명이 베트남 중견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경영을 통해 시장점유율 

3위 회사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주요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인 CEO 등

과 강력한 신뢰관계를 통한 현지 경영진의 자율 경영을 추진하는 등 인적 자원의 현지

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둘째, 상품 전략은 진출 초기 교육상품 중심에서 저축성상품

(2008∼2011년)으로 확대하고, 최근 유니버셜상품과 변액양로보험(2016∼현재)을 개

발하여 제공하는 등 상품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판매채널 전략은 주력 판매채

널인 개인대리점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모집인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판매채널 확

대와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넷째, 일본 본사와 일본 우정본부의 지원하에 베트남 우체

국에서 Dai-ichi Life Vietnam이 저축성상품을 2016년부터 15년간 독점적으로 판매

하는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우체국 11,000개 점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그림 Ⅳ-1> Dai-ichi Life Vietnam 성공 전략

주: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16), “第一生命ベトナムの経営戦略”

사. 리스크 관리 전략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해외사업 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해외진출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국내 시장 중심의 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아시아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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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하였으며, 지역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해외진출 국가를 다변화하였다. 또

한, 보장성보험의 이익 감소에 대비하여 저축성보험의 이차 수익이 상대적으로 큰 외

국시장에 진출하여 보험종목 간 수익 분산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해외사업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30)를 실시하여 경영전략

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사들은 국내외 수익성 지수를 개발하여 

지급여력비율 시뮬레이션을 3∼5년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효율적 자원 배분

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셋째, 니혼생명은 해외 모든 출자회사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리스크 요인을 상시 또

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본사에 보고하는 관리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본사 최고 경영층

의 자문기구인 리스크 관리위원회와 해외 보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외사업의 운영상

황을 종합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고 경영층의 해외사업 관리 및 전략 결정

에 자문을 하고 있다.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가. 해외 보험 자회사의 수입보험료 성과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 수입보험료는 미국에서 보험회사를 인수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해외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국내를 상회하는 등 해외

진출의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이미 해외 수입보험

료 비중이 18%를 상회하는 등 그룹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사별 해외 수입보험료를 살펴보면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2018년 그룹에서 차지하

는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이 18.2%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동 회사의 해외 수입

보험료는 2012년 1,864억 엔에 불과하였으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2018년 9,270억 

30) Enterprise Risk Management(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회사의 총체적 위험을 파악하여 자기
자본과 비교하여 보험인수 및 요율 등 사업 전반 리스크를 통제하는 자기위험관리를 의미
함; 이혜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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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반면, 해외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4.9%

로 증가하고 있다.

니혼생명은 해외시장에 비교적 일찍 진출하였으나 해외 출자 금액이 다이이치생명

에 비하여 적고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도 3.8%에 불과하는 등 해외진출에 소극적인 것

으로 평가된다. 해외 수입보험료는 2014년 337억 엔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호주시

장에 진출하면서 2018년 2,328억 엔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수입보험료가 

국내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7)

해외
시장 
(A)

다이이치생명
2)

- 1,864 2,745 8,425 9,274 9,301 9,720 4.9

니혼생명
3)

n.d. n.d.　 337 436 811 2,391 2,328 74.8

메이지야스다생명4)
n.d.　 n.d.　 80 237 2,505 3,049 3,105 135.7

스미토모생명5)
- - - n.d. 1,195 1,510 1,648 17.4

전체
시장
(B)

6)

다이이치생명 33,082 36,592 54,405 55,860 44,687 48,846 53,440 -1.5

니혼생명 48,964 53,428 53,708 62,620 52,360 54,220 60,692 -1.0

메이지야스다생명 39,446 36,593 34,300 33,816 28,663 30,243 30,813 -3.1

스미토모생명 30,103 31,842 25,972 30,452 34,589 26,888 26,056 -5.1

비중
(A/B)

다이이치생명 - 5.1 5.0 15.1 20.8 19.0 18.2 6.4

니혼생명 n.d. n.d. 0.6 0.7 1.5 4.4 3.8 75.7

메이지야스다생명 n.d. n.d. 0.2 0.7 8.7 10.1 10.1 143.4

스미토모생명 - - - n.d. 3.5 5.6 6.3 34.2

주: 1) n.d.는 no data임
2) 다이이치생명은 TAL(2012), Protective Life(2015), Dai-ichi Vietnam(2015)의 합산임
3) 니혼생명은 Nippon Life America(1991), MLC(2016), 기타 합산임
4) 메이지야스다생명은 Pacific Guardian Life(1985), StanCorp(2016)의 합산임
5) 스미토모생명은 Symetra Financial(2016), 기타 합산임
6) 전체 시장은 각사 연결 기준 수입보험료임(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율에 따른 수입보험료가 포함)

7) CAGR(2015∼2018), 단, 스미토모생명은 CAGR(2016∼2018)임
자료: 1) 전체 시장은 第一生命, 日本生命, 明治安田生命, 住友生命 “Annual Report”(각 연도)

         2) 해외시장은 第一生命 決算報告(각 연도), 第一生命アジアパシフィック事業(2019. 11), 日本生命 決算說明
会資料(각 연도), 日本生命 決算資料(각 연도)

<표 Ⅳ-1>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 보험 자회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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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야스다생명은 해외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이후 시장진출을 확장한 결과 해

외 수입보험료 비중이 10.1%로 나타났다. 해외 수입보험료가 2014년 80억 엔에 불과

하였으나 2016년 호주시장에 진출하면서 2018년 3,105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

내 수입보험료가 2016∼2017년 감소한 반면 해외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해외 수입보험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2%에서 2018년 

10.1%로 크게 증가하였다. 

스미토모생명은 가장 늦게 해외진출하였으나, 최근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수입

보험료 비중이 6.3%로 니혼생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입보험료는 2016

년 1,195억 엔에서 미국 진출 이후 2018년 1,648억 엔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

외 수입보험료 비중도 2016년 3.5%에서 2018년 6.3%로 증가하였다. 

나. 해외 보험 자회사의 순이익 성과

일본은 생명보험회사의 연결 기준 결산자료 등에서 해외 회사별 이익 규모 등을 공

개하지 않아 해외 순이익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 생명보험회사

들이 발표한 Annual Report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한 2015∼2016

년을 기점으로 순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순이익 비중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이이치생명의 해외 자회사 순이익은 <표 Ⅳ-2>와 같이 2018년 761억 엔으로 그룹 

전체에서 12.6%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이이치생명에 

의하면 ‘그룹 수정이익’ 기준의 순이익 비중은 2012년 9.1%에서 2018년 19.8%로 증가

하며, 해외 자산운용 자회사를 포함한 해외 자회사 전체 순이익 비중은 2018년 22%으

로 나타났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이익 비중은 중장기 전략에서 목표로 제시

했던 30% 비중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니혼생명은 해외 순이익이 2018년 64억 엔이고 그룹에서 차지하는 해외 순이익 비

중이 0.8%로 나타나 수입 규모와 순이익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니

31) 第一生命(2019),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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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생명의 핵심 수익원인 호주 MLC가 기대와 달리 안정적인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니혼생명의 추가적 진

출이 예상된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 순이익은 2018년 583억 엔으로 그룹 전체에서 9.2% 비중

을 차지하여 순이익 규모와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보

험회사의 순이익 기여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토모생명의 해외 순이익은 2018년 332억 엔으로 그룹 전체에서 8.4% 비중을 

차지하여 순이익과 기여도 연평균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일본 생명보험회사 해외 주요 보험회사 순이익1)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구분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8)

해외
시장
(A)

다이이치생명3)
n.d. 195 677 841 797 761 4.0

니혼생명
4)

n.d. n.d. 52 31 66 64 7.2

메이지야스다생명
5)

n.d. n.d. 129 368 506 583 65.3

스미토모생명
6)

- - 91 264 307 332 12.1

전체7)

시장
(B)

다이이치생명 4,461 4,720 5,351 5,287 5,738 6,058 4.2

니혼생명 5,465 6,812 7,076 6,855 7,227 7,551 2.2

메이지야스다생명 3,945 5,063 4,660 4,962 5,851 6,338 10.8

스미토모생명 4,207 4,050 3,017 3,330 3,636 3,976 9.3

기여도
(A/B)

다이이치생명 n.d. 4.1 12.7 15.9 13.9 12.6 -0.3

니혼생명 n.d. n.d. 0.7 0.5 0.9 0.8 4.6

메이지야스다생명 n.d. n.d. 2.8 7.4 8.6 9.2 48.7

스미토모생명 - - 3.0 7.9 8.4 8.4 3.1

주: 1) 기초이익 기준임
2) n.d.는 no data임
3) 다이이치생명은 TAL(2012), Protective Life(2015), Dai-ichi Vietnam(2015)의 합산임
4) 니혼생명은 Nippon Life America(1991), MLC(2016), 기타의 합산임
5) 메이지야스다생명은 Pacific Guardian Life(1985), StanCorp(2016)의 합산임
6) 스미토모생명은 Symetra Financial(2016), 기타의 합산임
7) 전체시장은 각사 연결기준 수입보험료임(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율에 따른 수입보험료가 포함)

8) CAGR(2015∼2018), 단, 스미토모생명은 CAGR(2016∼2018)임
자료: 1) 전체 시장은 第一生命, 日本生命, 明治安田生命, 住友生命 “Annual Report”(각 연도)

2) 해외시장은 第一生命 決算報告(각 연도), 日本生命 決算說明会資料(각 연도), 日本生命 決算資料(각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