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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보험회사 사업재편 배경

1. 보험규제 변화

○ 일본에서는 신보험업법 제정, 일본판 금융빅뱅, 산업재편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이 2000

∼2020년 일본 보험회사의 사업 재편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이 됨

○ 일본은 신 보험업법(1995) 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생･손보업 상호 진입, 손해보험요율산

정회 제도 개선, 상품･요율 신고제 도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됨

∙ 또한, 손해보험 가격 자유화(1998),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사 상호 진입 허용

(1996), 교차판매제도 도입과 손해보험대리점 자유화(2000), 생･손보사의 보험자회

사 또는 회사 본체에 의한 제3보험시장 진출 허용(2001) 등이 시행됨

∙ 이러한 규제완화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손보재팬과 니혼생명 등이 생명･손해보험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이 보험 자회사 간 상품 교차판

매와 자회사 방식으로 제3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된 주요 동인이 됨

○ 일본 교차판매제도4)는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손해(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생명(손해)

보험회사가 위탁대리점 자격으로 영업할 수 있는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 방식임

∙ 그러므로 예컨대 일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5)는 교차판매 손해보험

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고, 고용한 회사로부터 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6)

∙ 또한,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생명(손해)보험 자회사를 신설하여 교차판매도 가능함

∙ 이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에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이 보험자회사를 설

립하거나 법인 보험대리점업에 진출하게 된 주요 동인이 되었고, 보험회사가 상품 

공급과 유통 기능 분리를 시작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었음

4) 금융기관 대형화･글로벌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법(금융업종 간 상호 진출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등)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침

5) 보험회사가 고용한 ‘영업직원’이 공식 용어이지만 편의상 ‘보험설계사’를 사용함

6) 안철경･정중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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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방카슈랑스와 소액단기보험업을 허용함

∙ 2001∼2007년까지 방카슈랑스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시중은행, 신탁은행, 지

역금고, 신용조합 등의 약 700개 금융기관에 보험상품 공급이 가능해짐

∙ 무인가 공제 가입자를 제도권 보험소비자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보험업을 

2005년에 신설하고, 2006년 생･손보 부가보험료를 자유화, 2014년 특정보험모집

인(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이하, ‘GA’라 함) 규제가 도입됨

∙ 이는 다이이치생명 등의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 설립, 손보재팬과 SBI보험, 다

이이치생명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온라인 시장 

진출, 일본 업계의 상품･가격 차별화와 경쟁 심화, GA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됨

○ 1999∼2018년에는 산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등을 지원하는 『산업활력경쟁강

화법』7) 등이 제･개정되고, 미래 산업 투자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M&A가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2000년대 초에 20개 정도였던 은행이 3대 은행그룹으로 재편되었고, 

보험산업도 3대 생명보험, 5대 손해보험 그룹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외에도 

정유,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대형화가 추진되었음

∙ 또한, 전통적 무역국가에서 투자국가로 산업 전환을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하는 일본 재흥전략(2013)과 해외금융 정책(2012, 2014)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손

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게 된 주요 근거가 되었음

○ 최근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기술 활용을 통한 미래 산업을 발

굴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개선과 시니어 관련 민간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21 운동정책(2013, 2016), 직장인 질병예방을 위한 기업의 건강경영제도(201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2017), 보험회사의 건강증진 컨설팅업 

허용(2017) 등이 실시됨

∙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신(新)오렌지플랜(2015, 2017), 보험회사 제공 급

부의 현물급부 선택제(2014), 민영간병보험료 소득공제(2015) 등을 도입함

∙ 이는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이 위험관리기관으로서 질병 조기발견･예방･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과 고령층 대상의 간병 및 시니어 산업에 진출

하는 주요인이 됨

7)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력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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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시장 변화

가. 손해보험시장 변화

○ 일본 손해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가 20여 년 만에 불과 약 3천억 엔 증가(3.2%)하는 등 

성장이 정체하고 있음

∙ <그림 Ⅱ-1>과 같이 수입보험료가 1999년 9.4조 엔 정점에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점진적(연평균 2.2%)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야 20여 년 

전 규모로 회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수입보험료는 9.7조 엔 규모임

∙ 주요 원인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적립보험료 비중을 축소(1999년 21%에서 

2019년 3%)하고, 내수 위축에 따른 자동차 구입 감소 등으로 자동차보험의 성장

이 정체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Ⅱ-1> 일본 손해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엔)

            주: 원수정미보험료(적립보험료 포함) 기준임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2010, 2020); 保險硏究所(1999)

○ 손해보험회사 수는 <표 Ⅱ-1>과 같이 2000년 36개사에서 산업재편 과정을 거쳐 2019년 

32개사로 감소함

∙ 대형사 간 합병과 대형사가 지배하고 있는 손해보험 자회사 간 통･폐합 등 산업

재편, 신규 진입 등에 따라 2010년부터 29∼32개사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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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손해보험그룹계열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그룹계열 손해보험회사, 외국사를 제

외한 내국계 중소형사 수는 현재 9개사 정도에 불과함

∙ 중소형사 상당수는 쿄에이(共栄)화재8)와 같이 농립수산축산업 종사자를 고객기반

으로 하거나 소니손보와 같이 약 1,500개 소니그룹 관계사를 핵심 고객기반으로 

하는 등 특정 고객기반이나 특정보험을 주력 비즈니스모델로 하고 있음

구분 2000 2007 2010 2015 2019

회사 수 36 26 29 30 32

CR3 41.2 60.7 60.3 68.7 69.0

주: CR3는 정미수입보험료 기준임

자료: 保険研究所(각 연도)

<표 Ⅱ-1> 일본 손해보험회사 수와 시장집중도 추이 
(단위: 개사, %)

○ 일본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CR3)은 <표 Ⅱ-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41.2%에서 2019년 69.0%로 큰 폭으로 증가함

∙ 특히, 자회사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CR3가 2019년 약 87% 수준

으로 상위 3대 손해보험그룹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순위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표 Ⅱ-2>와 같이 현재 1∼3위가 토쿄

해상니치도화재(이하, ‘토쿄해상’이라 함), 손보재팬,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임

∙ 일본 금융청은 이들 회사를 3대 손해보험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9)

8) 우리나라의 농협화재와 유사한 성격의 회사임

9) 金融庁(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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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총자산

1 토쿄해상니치도화재 22.5 92

2 손보재팬 21.9 72

3 미츠이스미토모해상 15.5 67

4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1) 12.8 34

5 AIG손해보험 1.8 8

6 쿄에이화재 1.7 6

7 닛신화재2) 1.5 4

주: 1)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MS&AD)그룹 자회사임

2) 닛신화재는 토쿄해상그룹 자회사임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 損害保險事業槪況(2019)

<표 Ⅱ-2> 일본 주요 손해보험회사 순위
(단위: 천억 엔)

○ 일본 상위 3사 시장경쟁은 <그림 Ⅱ-2>와 같이 2007년에 2위 경쟁, 2019년 1위 경쟁

을 두고 상위 3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각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2019)은 <그림 Ⅱ-2>와 같이 토쿄해상, 손보재팬, 미

츠이스미토모해상이 각각 25.9%, 25.2%, 17.9%임

∙ 그러나 자회사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미츠이스미토모해상, 토쿄해

상, 손보재팬이 각각 33%, 28%, 26%로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이 1위임10)

∙ 이러한 경쟁 심화가 M&A를 통한 기존 회사 인수 사례를 증가시키고,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임

<그림 Ⅱ-2> 일본 주요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추이

            주: 정미 수입보험료 기준임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 損害保險事業槪況(2019)

10) MS&ADホールディングス(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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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명보험시장 변화

○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이지만 <그림 Ⅱ-3>과 같이 실질 수입보험료가 25년 

전과 유사하는 등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명목적인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1995년 30.8조 엔에서 2019년 33조 엔으로 증

가하였음

∙ 그러나 <그림 Ⅱ-3>과 같이 2007년에 민영화된 간포생명의 시장 진입효과를 제외

할 경우 2019년 수입보험료가 29.8조 엔으로 1995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음

<그림 Ⅱ-3> 일본 생명보험산업 신계약고 및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조 엔)

    주: 우체국 민영화에 따라 간포생명이 2007년부터 생명보험회사로 전환됨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事業槪況(각 연도)

○ 주요 원인은 생산인구 감소, 디플레이션 장기화, 소비세 인상, 이로 인한 실질 가계소득과 

소비 정체 등이 보험수요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가구 생명보험 가입률이 1994년 95%에서 2018년 8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생명보험시장이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있음



10 이슈보고서 2021-15

○ 생명보험회사 수는 <표 Ⅱ-3>과 같이 2000년 49개사에서 산업재편 과정을 거쳐 2019

년 43개사로 감소함

∙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외국계･타 산업의 진입, 보험산업 재편, 간포생명의 시장 

진입, Life Net(2008) 등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 신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2019년 동안 40∼43개사에 머물고 있음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회사 수 49 38 47 41 43

CR5 60 53 65 61 58

주: CR5는 연도별 상위 5개사의 연결 수입보험료 기준임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事業槪況(각 연도)

<표 Ⅱ-3> 일본 생명보험회사 수와 시장집중도 추이 
(단위: 개사, %)

○ 이 중에서 생명보험그룹계열 생명보험회사, 외국사, 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자회사를 제

외한 사실상의 내국계 중소형사 수는 현재 10개사 정도임

∙ 중소형사 상당수는 산업･유통･금융 등 모 그룹의 경영자원을 기반으로 주로 영업하

고 있으며, 시장에서 퇴출 및 부활, 대주주가 바뀌는 등 시장경쟁이 치열한 실정임

○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CR5)은 <표 Ⅱ-3>과 같이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상위 5사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65%에서 2019년 58%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일본 손해보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보다 낮은 수준이고, 생명보험산업 시

장집중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순위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표 Ⅱ-4>와 같이 현재 1∼5위가 니혼

(日本)생명, 간포(簡保)생명,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임

∙ 일본 금융청은 이들 회사를 5대 생명보험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11)

11) 金融庁(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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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총자산

1 니혼생명 4.5 69

2 간포생명 3.2 72

3 메이지야스다생명 2.6 40

4 다이이치생명 2.3 36

5 스미토모생명 2.2 33

6 Met Life 1.6 12

8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1) 1.9 9

주: 1)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은 다이이치생명 그룹 자회사임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事業槪況(2019)

<표 Ⅱ-4>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순위
(단위: 조 엔)

○ 일본은 <그림 Ⅱ-4>와 같이 2010년부터 1∼3위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각 생명보험그룹 시장점유율(2019)은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간포생명, 메이지스

다생명, 스미토모생명이 각각 17.3%, 14.8%, 9.8%, 8.8%, 7.4%임

∙ 2007년 간포생명의 시장 진입 이후 메이지야스다생명과 다이이치생명 간 경쟁이 

심화되어 2010년에 메이지야스다생명이 개인보험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

며, 2015년부터는 니혼생명과 다이이치생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메이지･야스다생명 합병(2004), 2005년 이후 푸르덴셜･AXA 등 외국사 간 

합병, 이종(異種) 기업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림 Ⅱ-4> 일본 주요 생명보험그룹 시장점유율 추이

          주: 연결 수입보험료 기준, 1996∼2000년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합병 전 메이지생명 기준임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事業槪況(각 연도), 생명보험회사별 Annual Report(각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