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일본 생명보험회사 생존 사례

■ 앞에서 설명한 7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고 나머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는 생

존하였는데, 이중 타이요(太陽)생명, 다이도(大同)생명, 후코쿠(富國)생명 사례를 살

펴봄 

〇 타이요(太陽)생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가 비슷하면서도 파산한 치요다

(千代田)생명이나 토호(東邦)생명에 비해 이차역마진 규모가 적지 않았으나(<표 

Ⅳ-1> 참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 

<표 Ⅳ-1> 일본 생명보험회사 이차역마진 규모
  (단위: 억 엔) 

구분
총자산 이차역마진

1989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주
요
 

생
보
사

니폰 248,814 3,000 2,700 4,200 3,000 3,300 3,600 3,900

다이이치 173,608 2,000 1,800 2,900 1,900 2,100 2,400 2,400

스미토모 148,617 2,200 2,000 2,800 2,100 2,200 2,300 2,100

메이지 100,856 1,500 1,300 1,900 1,200 1,300 1,500 1,500

아사히 79,545 1,000 900 1,400 1,000 1,100 1,300 1,300

미츠이 63,028 950 800 1,200 800 834 867 860

야스다 54,209 860 680 1,000 600 670 790 800

타이요 44,005 400 600 1,000 900 860 900 800

다이도 24,556 230 220 540 60 100 121 70

후코쿠 21,620 300 400 290 300 350 320 -

파
산

생
보
사

치요다 45,189 800 650 800 470 410 440 420

토호 40,759 800 600 800 600 500 - -

쿄에이 30,009 - 400 700 650 700 700 750

다이햐쿠 23,613 - 300 500 300 250 350 -

닛산 16,270 160 200 350 - - - -

도쿄 10,091 800 600 800 600 500 - -

타이쇼 1,733 - - - - - - -

자료: 大塚忠義(2014); 武田久義(2008)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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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요(太陽)생명

■ 1984년 자산 기준 업계 8위였던 타이요(太陽)생명은 대도시 및 주요 지방도시 중년 

이상 연령층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단기 양로보험을 주로 판매하였음 

〇 2000년대 들어 주력 보험상품이 중소액 사망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개호(요양)

보험으로 바뀜

■ 그러나 타이요(太陽)생명의 경우 단기 양로보험 이외에도 1980년대 후반 자산 확대 

경쟁에 참여하여 개인연금 판매를 늘렸기 때문에, 파산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차역마진 문제가 크게 발생함

■ 이차역마진 문제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Kenko Himawari(10년 

만기 양로보험)로부터 질병위험률차익(Morbidity Margin) 증가, ② 자산 거품 붕괴 

전후 보수적인 투자전략 유지, ③ 잉여금 내부유보 확대, ④ 다이도(大同)생명과의 

포괄적 제휴 수립 등임(Uemura 2008)

〇 1990년대 중반까지 타이요(太陽)생명은 여성 영업직원을 통해 월납 양로보험인 

Himawari Hoken(5년 만기), Kenko Himawari(10년 만기)를 가정주부에게 판매함

- 동 상품은 1974년에 출시된 입원비 및 수술비를 보장하는 양로보험이었는데, 

1980년대 들어 판매가 늘어났으며, 실제위험률이 예정위험률보다 매우 낮아 사

차익이 크게 발생함 

〇 타이요(太陽)생명의 경우 자산운용에 있어서 주식과 부동산 및 해외증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1980년대 말 업계 평균 주식 비중이 25%인데 반해 타이요(太陽)생명은 15%에 

불과하였음

- 주식 비중이 낮은 이유는 다른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영

업했기 때문에 고객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

- 또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필요도 없었고, 부동산 담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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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우량 대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행함

- 주된 상품이 단기상품이었기 때문에 특별배당에 대한 부담이 없었음 

〇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을 바꾸지 않았고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대함

-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채권이나 해외채권 비중을 늘리지 않음

- 1990년대 중반까지 배당을 늘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내부유보를 확대하였는

데, 대부분이 계약자배당 미할당 잉여금(Unallocated Portion of Reserves for 

Policyholders’ Dividends)이었음 

- 내부유보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실대출과 주식 투자 손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

〇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이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

나, 타이요(太陽)생명은 1999년 다이도(大同)생명과 합병까지 고려한 포괄적 제

휴를 맺음으로써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었음 

- 다이도(大同)생명의 경우 파산한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이차역마진 규모가 크지 

않아(<표 Ⅳ-1> 참조)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음

- 신용등급 유지로 보험계약 해약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음 

2. 다이도(大同)생명

■ 1984년 자산 기준 업계 14위인 다이도(大同)생명은, 주로 다양한 중소기업협회에 

소속된 기업 직원들에게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함

■ 다이도(大同)생명이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 1970년

대 들어서면서 정기보험에 집중하였고, ② 1990년대 초반 자산 구성을 크게 변화시

켰기 때문임(Uemura 2008)

〇 다이도(大同)생명은 1970년 이전까지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직



일본 생명보험회사 생존 사례 77

원을 통해 개인보험을 파는 전략을 취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배당을 지급하

기 어려웠고 책임준비금 부담이 컸음

〇 1970년대 들어서면서 책임준비금 부담이 적은 정기보험에 특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함

〇 이후 TKC Corp. 등 다양한 중소기업협회 등과 제휴 관계를 맺고 협회에 소속

된 기업 직원들에게 순수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개선됨

- 대형 생명보험회사와는 다른 판매방식이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틈새시장이었음

〇 다이도(大同)생명 역시 자산 거품기에 협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연금 판매를 늘

리기도 하였으나, 개인정기보험에 치중하고 보유계약을 유지하는데 노력함

- 닛산(日産)생명이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개인연금 계약을 크게 늘리는데 성

공하였으나, 다이도(大同)생명은 ALM 때문이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제휴 판매는 

영업사원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 영업조직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에 동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음

- 단체연금으로부터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으나, 사망위험률 차익으로 감당이 

가능함 

〇 다이도(大同)생명은 수익성이 높은 정기보험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생

명보험회사와 사망보험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배당 경쟁을 해야 했고, 이

를 위해 1980년대 주식 투자를 늘리기도 하였음

〇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자산 구성을 주식에서 국채 및 회사채로 빠르게 전환

하였는데, 이는 재무 및 자산운용부서에서 회사가 지나치게 주식의 미실현이익

에 의존하고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주식 매각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임

- 주식시장이 침체로 전환되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

하고 있었음

- 주식 비중을 1990년 20%에서 1995년 10% 이하로 축소함

- 파산한 생명보험회사들은 주식시장이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고객기

업 간의 관계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으나, 다이도(大同)생명은 고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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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간의 관계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음 

3. 후코쿠(富國)생명

■ 1984년 자산 기준으로 업계 13위였던 후코쿠(富國)생명은 여성 영업직원을 통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장성보험을 판매해왔음

〇 이러한 전략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들 역시 공무원

과 공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 등을 판매함

〇 다른 점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신계약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추었으나, 

후코쿠(富國)생명은 우량고객을 선별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약률을 낮

추는데 주력함

〇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부실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

하였음

■ 후코쿠(富國)생명이 생존한 가장 큰 이유는 ① 저축성보험에 의존하지 않았고, ② 

투자와 영업을 분리했으며, ③ 독특한 기업문화 때문이었음(Uemura 2008)

■ 후코쿠(富國)생명 역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저축성보험 판매에 주력하였으나, 저

축성보험의 수익성이 낮다는 재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주력하기 시작

하였음

〇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 주력 상품을 전환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

는 범죄라는 기업 내 분위기를 형성함(Uemura 2008)

〇 기업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순보험료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비용 손실도 줄이고자 노력하였음

〇 다른 생명보험회사와의 차이점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해약률을 줄여서 수익

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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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업계 평균 해약률이 20%에 달했는데, 이를 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

였음

- 우량고객을 선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〇 후코쿠(富國)생명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주로 공략했는데, 이는 대형 생명

보험회사와 경쟁에 있어서 대등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보험계약을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행할 필요도 없었음

- 기업 간 네트워크보다는 영업직원의 노력으로 우량고객을 확보하였고, 고객관

리에 집중함에 따라 해약률이 크게 하락함

〇 자산 확대 경쟁이 한창이었던 1980년대 후반에도 이에 참여하지 않음

-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된 개인연금을 출시하였으나 계리 및 재무부서에서 동 상

품에 대한 위험을 제기하자, 판매를 즉시 중단하였음

- 파산한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경영진이 무시하였음

- 재무성의 압력에 따라 변액보험도 개발했으나 출시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당시 새로운 것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Uemura 2008), 이 당시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음

〇 후코쿠(富國)생명은 정기적인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 여유자금으로 본사를 신축

하였음

■ 파산한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서가 재무나 계리

부서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후코쿠(富國)생명은 달랐음

〇 후코쿠(富國)생명의 사장은 대부분 자산운용부서 출신이며, 영업을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 매입이나 대출을 행하는 영업과 투자 연계가 없었음

- 파산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역대 사장이 창업자 직계이거나 영업 또는 인사부

서 출신임 

〇 자산 거품기에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주나 주가연동채권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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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였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였음

〇 항상 보험계리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의견과 통계자료를 신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