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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명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다이이치생명

가. 회사 개요

○ 다이이치생명은 기업 공개를 통해 마련한 자본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생명보

험회사를 신설 및 인수하여 효율성 강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회사임

∙ 동 회사는 수입보험료가 개별 기준(2.3조 엔)으로 4위권 생명보험회사이지만 연결

기준(4.5조 엔)으로는 2위권 회사이며, 연결기준 총자산은 60조 엔 규모임43)

∙ Fortune(2020) Global 기준으로는 세계 12위권(주식회사 기준) 생명보험회사임

○ 동 회사는 지주회사를 축으로 생명보험, 소액단기보험업, GA사업, 해외 보험업, 헬스케어

사업 등에 진출하여 국내외 93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하는 대형 보험그룹임

∙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 후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따라 순이익이 

10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지속적인 기업 혁신을 통해 사업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본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여 수익성을 선도하고 있음

∙ 또한, 업계 처음으로 건강연령 단위별 보험료 산정 상품을 개발하고, 2017년 건강

관리 앱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할인제도 최초 도입 등 혁신기술을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에 활용하는 등 건강(위험)관리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20011년과 2015년에 각각 호주와 미국 대형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해외사업의 이

익기여도를 생명보험업계 처음으로 25%까지 성장시켰음44)

43)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0)

44) 해외사업 이익 기여도는 2012년 9.1%→2015년 25%→2018년 19.8%임(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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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변천 주요 경과

○ 다이이치생명은 규제 완화, 경쟁심화, 사업 성장 정체,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의 보험관련 회사를 신설･인수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Ⅳ-1> 다이이치생명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주: *은 지분법 적용회사임

       자료: 第一生命(2006);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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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1996년에 손해보험업에 진출하였다가 2002년에 매각하여 실패한 바 

있지만 2007년에 베트남시장에 진출하고, 차별화한 생명보험회사를 신설하여 전

통과 새로운 시장을 구분하기 위한 사업분리 전략을 시작함

∙ (2010년대) 2010년에 주식회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로 국내 생명보험회사 인수 및 호주 등 해외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사업 중심의 수익 다변화를 추진함

∙ (2015년 이후) 체계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그룹사 컨트롤 타워 기능의 지주회사를 

2016년에 설립하고, 미국 등에서 대형 보험회사 인수하는 등 관련사업 수익 다변

화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GA와 소액단기보험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사업, 인슈어테크와 스타

트업 기업에도 출자하고 있음

○ 현재 다이이치생명그룹은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 네오퍼스트생명, 다이이치 스마트(소액단

기보험), 알파컨설팅(GA), 에셋가디언(내점형점포 GA)을 소유하고 있음

∙ 또한 미국, 호주 등 8개 국가에 총 3개 해외 보험회사와 국내외 2개의 자산운용･
관리회사, QOLead(헬스케어)회사, 기업연금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사무대행 아웃

소싱회사, IT회사, 카드서비스 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음

○ 최근에는 상품개발, 판매채널, 고객기반 등 유무형의 경영자원을 그룹사와 공유하는 효율

성 강화를 통해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다이이치생명과 그룹사 간 직･간접적 인사교류와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보

험사고 조사 등 보험노하우와 고객기반을 상호 공유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이 직영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내점형점포 등)을 통해 그룹사･타
사의 생명･손해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반대로 그룹사가 다이이치생명과 타사

의 생명･손해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등 판매채널을 공유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이 주축이 되어 드럭스토어 및 편의점 체인 등 유통기업이나 SNS 기

업과 판매제휴를 체결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45)

○ 또한, 그룹사 간 역할 분담을 위해 시장 특화･채널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다이이치생명은 <표 Ⅳ-1>과 같이 전통채널(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서 중･장

45) 第一生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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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단체를 대상으로 보장성보험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가적으로 그룹사의 보

험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음

∙ 향후 위탁 판매 역할을 강화하여 그룹사 상품판매 플랫폼 역할을 추진할 계획임

그룹사 명 목표 시장 핵심 판매채널 주력 상품

다이이치생명 중년층, 시니어 설계사･대리점 보장성보험

다이이치프런티어 전 연령 방카슈랑스 저축성･투자형･연금

네오퍼스트 30∼50대 내점형점포(GA), 은행대리점 의료보험 중심

다이이치스마트 MZ세대 스마트폰 생활밀착형보험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0)를 기초로 작성함

<표 Ⅳ-1> 다이이치생명과 그룹사 간 역할분담 추진 현황 

다.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방카슈랑스 저축성상품 공급 보험회사 설립

○ 다이이치생명은 금융기관에게 저축성보험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본부를 분사하는 방식으

로 방카슈랑스 전문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함46)

∙ 주요 배경은 방카슈랑스제도 도입과 상속･증여 등 자산이전 니즈 증가, 외국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라 방카슈랑스시장에서 경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일본 방카슈랑스 시장은 2015년 수입보험료 약 6.5조 엔까지 성장한 바 있음

∙ 이에 전통 보험사업과 분리하기 위하여 방카슈랑스 채널과 저축성보험상품의 공급

을 핵심 사업모델로 한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이하, ’DFL‘이라 함)’를 설립함

○ DFL는 전속 보험설계사 조직 없이 방카슈랑스에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시작하였으

나 최근에는 그룹사･타사에 저축성보험을 공급하는 등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판매채널은 판매제휴 관계에 있는 200개 이상 금융회사이지만 최근에는 그

룹 내 직영 보험설계사･GA･내점형점포, 타 보험회사 판매채널에 저축성보험의 공

46) 週刊ダイヤモンド(2015. 1. 13), “生損保の“絶対王者”が陥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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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판매채널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방카슈랑스와 그룹사 판매채

널이 각각 70%와 25%임

○ DFL이 공급하는 주요 상품은 일시납 정액･변액보험(연금) 등으로 저축･투자형상품임

∙ 2007년에 일시납 변액연금 판매에서 시작하여 일시납 정액연금, 일시납 종신보험, 

일시납 종신보험, 일시납 종신보험(달러형), 일시납 변액종신(달러형), 월납형 종신

보험(달러형)의 순으로 취급상품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상속･증여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상품의 비중을 45%까지 확대하였음

∙ 2020년에는 신탁은행과 함께 장애인･치매고령자 재산 보호를 위한 생명보험･신탁 

결합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그룹 전략에 따라 DFL은 방카슈랑스와 저축성보험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음47)

∙ DFL이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 2위로 급상승한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방카슈

랑스 시장이 외국사에서 국내사 중심으로 전환됨

∙ 이는 동 그룹이 2014년에 니혼생명그룹을 50년 만에 추월하여 2014년에 시장점

유율 1위를 차지한 주요 요인이 됨

∙ DFL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2010∼2019년 1∼2위이며, 수입보험료도 <표 Ⅳ

-2>와 같이 두 배 이상 성장하였음

구분 2012 2019

보유계약고 2.2조 엔 8.5조 엔

수입보험료 4,800억 엔 11,600억 엔

위탁대리점 수 103개 점 209개 점

일시납 방카슈랑스 M/S 약 10% 약 23%

자료: 第一フロンティア生命(2020b)

<표 Ⅳ-2> DFL의 주요 사업실적 변화 

47) 第一フロンティア生命(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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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격 건강보험 공급 보험회사로 리모델링

○ 다이이치생명은 소액보험과 내점형점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회사를 인수, 

건강보험상품 전문 생명보험회사로 리모델링하고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함

∙ 주요 배경은 가구소득 정체와 방문판매 규제 강화 등으로 저가격･내점형점포 수요

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시장이 향후 성장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이에 동 회사는 2014년에 TM･CM 전문 DIY생명을 인수하여 내점형점포와 시중

은행에 저가격･간편 건강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네오퍼스트

생명(이하, ‘NFL’이라 함)’라는 회사명으로 사업을 시작함48)

○ NFL도 직영 보험설계사 조직이 없이 은행, 내점형점포 중심으로 영업하였으나 최근에는 

GA대리점과 비대면판매 등으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음

∙ 주요 판매채널은 시중은행, 내점형점포(그룹사, 타사), 전통 보험대리점, TM･CM 

대리점(인터넷 쇼핑몰 등)을 포함한 약 1,000개 이상의 위탁 보험대리점임

∙ 최근에는 유통기업과 판매 제휴하여 전국 1,500개 이상 드럭스토어와 인터넷쇼핑

몰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49)

∙ 2019년 기준 각 판매채널이 차지하는 신계약 건수 비중은 내점형점포 56%, 보험

대리점 20%, TM 7%, 은행 17%임

○ 주요 상품은 건강보험과 질병보험 등이며, 일본 최초로 건강연령별 보험료를 산출함

∙ 주로 건강보험과 특정질병보험 등을 무해약환급형, 저해약환급형, 간편심사형 중

심으로 상품을 개발함

∙ 일본 업계 최초로 2015년 기준 비흡연자 가격할인과 2016년 기준 건강연령별 보

험료를 산정하고, 2017년에 건강증진형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는 

등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스타트업 등과 공동으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의 질병리스크를 예

측하고, 미래 질환 발생 단계별 맞줌형 상품･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48) ネオファースト生命(2015)

49) 東洋経済(2018. 1. 16), “マツキヨと第一生命､｢連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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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NFL은 2019년 신계약 건수가 2016년 대비 약 18배로 증가함50)

∙ 신계약 건수는 2015년 8,289건에서 2019년 147,693건으로 증가하고, 수입보험료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본 내점형점포시장에서 동 회사가 차지하는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9년 7월 말 

18%(업계 1위), 2020년 3월 말 29%(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직영 내점형점포 등에 지출한 신계약비 증가에 따라 손실규모가 2015년 약 

71억 엔에서 2019년 160억 엔으로 증가함

3) 해외진출 확대

○ 다이이치생명은 해외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주식회사 전환 후 해외시장에서 적극적

으로 M&A를 추진하여 해외보험사업 수익성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회사로 발전하고 있음

∙ 동 회사는 2007년에 M&A를 통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본사의 적극적 지원과 

다양한 판매채널을 구축하여 베트남의 중견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시켰음

∙ 또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태국과 인도 보험시장에 진출하였음

진출연도 국가 인수 회사명 지분 출자액

2007 베트남 바오민 CMG 완전 인수 100% 30억 엔

2008 태국 Ocean Life에 출자 및 업무 제휴 24% 100억 엔

2009 인도 Union Bank of India과 합작회사 설립 45.9% 40억 엔

2011 호주 TAL 완전자회사 100% 1,380억 엔

2013 인도네시아 PT Panin Internasional(지주회사) 출자 37% 343억 엔

2015 미국 Protective Life(보험지주회사) 인수 100% 5,822억 엔

2018 캄보디아 Dai-ichi Cambodia life 설립 100% n.d.

2019 미얀마 Dai-ichi Life Myanmar 100% n.d.

자료: 이상우(2020)

<표 Ⅳ-3> 다이이치생명 해외사업 진출 현황 

50) ネオファースト生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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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에는 <표 Ⅳ-3>과 같이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선진국 보험회사를 인수하

는 등 해외보험사업의 지역별 분리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함

∙ 호주에서 보장성 생명보험 1위사인 TAL Life를 2011년에 인수하고, 2018년에 인

도네시아에서 PT Panin Life를 인수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국의 중견 회사인 

Protective Life를 5,822억 엔에 인수하였음

○ 최근에는 베트남시장 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콩강 지역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경제개방으로 시장 개척이 요구되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2018년과 

2019년에 해당 감독당국으로부터 회사 설립 인가를 받았음 

4) GA업 진출

○ 다이이치생명은 직영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파컨설팅

(2018)과 에셋가디언(2019) 등의 GA회사를 인수함

○ 알파컨설팅은 전통적 GA이며, 에셋가디언은 수도권 내점형점포 및 기업 영업 전문 GA임

∙ 알파컨설팅은 전국 22개 거점에서 보험･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형 비전

속 종합 보험대리점으로 현재 약 40개 생명･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 위탁 판매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상품비교 추천 상담을 하고 있음51)

∙ 에셋가디언도 보험･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내점형과 방문판매형 비전속 종합 보

험대리점으로 수도권에 15개 내점형점포와 1,500개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현재 

44개 생명･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상품비교 추천 상담을 하고 있음52)

○ 이에 따라 다이이치생명은 다양한 판매채널과 각 채널별 브랜드를 보유한 판매채널 중점 

보험그룹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 동 그룹은 보험모집인, 방카슈랑스, 내점형점포, GA, TM･CM, 스마트폰 앱 등의 

판매채널 확보에 따라 보험상품의 제･판분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 향후 판매채널별 브랜드를 강화하고, 각 채널별 특성에 부합한 상품 개발과 주문

자 제작형 상품을 제공하는 상품 공급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51) 第一生命 News Release(2018. 4. 16)

52) 第一生命 News Release(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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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부터 자영업･프리랜서 인터넷 금융사이트(FREENANCE by GMO)에

서 저가격 소득보상보험을 주문 제작형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53)

5) 앱 채널 전문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 다이이치생명은 MZ세대 수요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소액단기보험회사 ‘다이이치

스마트(Daiichi Smart, 이하, ‘DS‘라 함)’를 신설하고 2021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함54)

∙ 주로 MZ세대 대상으로 심플한 상품, 간단한 가입절차, 신속한 보장 제공을 회사 

모토로 스마트폰에서 모든 보험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음

○ DS는 2021년 4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코로나19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동 상품은 코로나19 감염시 입원･호텔 요양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3개월 갱신형 

상품으로 월 980엔 보험료 납입 시 10만 엔의 보험금을 보장함

∙ 향후 LINE 등 빅테크기업과 오픈마켓을 통하여 각 마켓 특성과 니즈에 부합한 상

품개발과 전자머니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6) 헬스케어사업 진출과 인슈어테크에 투자

○ 다이이치생명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QOLead’를 2018년에 설립함55)

∙ 동 회사는 헬스케어･시니어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개발 수탁 및 관리를 목적으

로 설립된 회사로 2019년에 그룹사 고객 및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그룹사와 타사에 공급하고 있음

∙ 현재 건강관리･질병예방･간병(주거･식사 포함) 관련 서비스를 독립형 또는 타 상

품과 번들형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로 구성된 헬스케어 서

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53) 第一生命 News Release(2021. 7. 7)

54) 第一生命 News Release(2021. 4. 7)

55) 第一生命 News Release(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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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1년부터 건강보험조합과 구성원 대상의 건강관리지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56)

∙ 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조합 조합원의 장래 생활습관질병 리스크 평

가,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지도,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 산･학･연과 협업을 통하여 질병예방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등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음

∙ 제공 중인 서비스는 건강연령 산출, 치매예방 앱(QOlead사), 뇌운동 프로그램

(Besupura사), 인지기능 테스트(Neurotrack사), 긴급 비상 방문서비스(ALSOK사), 

인지증 전문 전화상담(保健同人社) 등임

대학･기관 연도 연구 주제 활용 분야

후지타보건위생
대학, IBM

2016 당뇨병 예측모델
고객 부가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

히다치 등 2016 입원 예측모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토호쿠대학, NTT 2020 건강수명 연장 보험실무 개선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0)을 기초로 작성함

<표 Ⅳ-4> 기초과학분야 공동연구 추진 현황

○ 다이이치생명은 ESG 투자를 위하여 질병예방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57)

∙ 일본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IT 포함 인슈어테크 기업의 실질적 지배가 가능하도

록 비보험회사 소유의 지분 관련 법규를 2019년에 완화한 바 있음

∙ 이에 동 회사는 약 160억 엔의 스타트업 투자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출

자를 확대하고 있음58)

- 현재 투자 중인 사업은 니코틴 의존증 치료 앱 개발(10억 엔 투자), 미국 치매 

조기 발견 앱(9억 엔), 고혈압 치료 앱 개발(2억 엔), 불면치료(1억 엔) 등임

56) 일본은 2008년부터 조합원 대상의 특정보건지도를 건강보험조합에게 의무화하고, 2013년부터 평가 후 조합에게 

재정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부과하고 있음

57) 日本經濟新聞(2019. 6. 28), “第一生命、ヘルスケア関連に出資”

58) https://www.dai-ichi-life.co.jp/company/gyouseki/gyseki19/qol/invest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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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미토모생명

가. 회사 개요

○ 스미토모생명은 5개의 법인 보험대리점을 보유한 보험대리점 전문 보험회사로, 2019년에

는 업계 처음으로 소액단기보험업에 진출하였음

∙ 동 회사는 수입보험료가 2.2조 엔으로 일본 생명보험업계 5위권 회사로 총자산 규

모는 33조 엔이며, 산하에 국내외 약 30개 자회사를 보유함

○ 동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보험회사인 메디케어생명과 Aiaru소액단기보험, GA회사인 이즈

미 라이프 파트너즈, 보험디자인, 마이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등을 소유하고 있음

∙ 해외 주요 자회사는 미국 Symetra Financial Group 등이 있음

○ 2018년에는 Discovery사의 Vitality 서비스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공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수요 세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점형점포 중심의 GA업과 소액단기보험업

에 진출하고, 미국 기업 인수에 대규모(약 43억 달러) 투자한 바 있음

○ 향후 자회사들과 판매채널을 상호 공유하면서 회사별 상품 차별화를 고도화할 계획임

∙ 그룹 직영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 개인대리점, GA, 내점형점포, 앱 판매채널에서 

그룹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여 수익 창출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임

∙ 스미토모생명은 종신보험, 개인연금, 단체연금, 외화보험 등의 사망 및 저축성보

험, Medicare Life는 민영의료보험, 정기보험, 수입보장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가재, 고독사 등 소액생활보험 중심으로 그룹사별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음59)

나. 사업변천 주요 경과

○ 스미토모생명은 규제 완화, 경쟁심화, 사업 성장 정체,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

관련 회사를 신설 및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00년대) 2002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도입하고 2005년에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으

59) 住友生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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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9년에는 손해보험상품 위탁 판매와 내점형점포 전문 GA업에 진출함

∙ (2010년대) 2010년에 신 판매채널 전문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제･판분리 기반을 

확보하고, 3개의 GA를 인수하여 내점형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음

∙ (2015년대) 스미토모생명과 메디케어생명이 제공한 상품을 그룹사 판매채널에 판

매하는 멀티 판매를 추진하고, 업계 처음으로 소액단기보험업에 진출함

다.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빅테크와 GA 상품공급 전문 생명보험업 진출

○ 스미토모생명은 전통과 새로운 판매채널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본부를 분사하여 2010년

에 ‘메디케어 생명(이하, ‘ML’이라 함)’을 신설함

∙ ML은 가격비교 추천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여 

주로 빅테크기업의 가격비교 추천 사이트나 GA 대상의 상품 공급이 사업 모델임

∙ 주로 20∼50대와 여성고객층을 타겟하여 의료보험, 정기보험, 수입보장보험 등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항암치료약제 보장 약제치료보험을 처음 개발함

○ ML은 직영 보험설계사 조직 없이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그룹･타사의 GA를 주요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등 상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스미토모생명 직영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그룹 GA가 소유한 

전국 내점형점포와 가격 비교 인터넷 보험사이트에서 상품 판매하고 있음

∙ 또한, 손해보험회사 또는 타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을 공급하기도 함

○ ML은 수입보험료가 4천 억 엔 규모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7.6%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 

수수료 지급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60)

60) 사업비율은 2018년 52%→2019년 42%, 순손실액은 2015년 68억 엔→2019년 58억 엔임(メディケア生命の

現状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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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업 진출과 대형화

○ 스미토모생명은 그룹사 상품 판매와 판매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에 GA를 신설한 

이후 회사 보험대리점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GA는 <표 Ⅳ-5>와 같으며, 이들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전국 200개 이상의 내점형점포,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인터넷판매, 

TM 등을 통하여 영업하고 있음

∙ 현재 내점형점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이즈미 라이프 파트너즈’에서는 스미토모생

명과 ML을 포함하여 29개 이상 생명･손해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GA에서도 최소 20개 이상의 생명･손해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음

∙ 이들 GA들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상품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상담하

거나 보험설계사가 방문, 보험소비자가 점포에 내점할 경우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

교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

구분
이즈미

라이프파트너즈
보험디자인

마이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설립연도 2009년 신설 2017년 신설 2018 인수 2018 인수

영업방식 내점형점포 내점형점포･TM 내점형점포･TM 대리점

점포 수 90개점 27개점 87개점 국내외 30개 지점

주요 고객 주요 3대도시 관서지역 전국 주요도시 손해보험 기업 고객

위탁사 수 29개 생･손보사 20개 생･손보사 30개 생･손보사 30개 생･손보사

브랜드 보험 백화(百貨) 보험디자인 보험핫라인 보험 에라비(えらび)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함

<표 Ⅳ-5> 스미토모생명 대형 보험대리점 자회사 현황

3) 해외진출 확대

○ 스미토모생명은 중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베트남, 미국, 싱가폴 보험시장에 진출하였음

∙ 2005년에 중국의 中国人民人寿保険(PICC)에 출자하여 지분 10%를 확보한 이후 

2013년 베트남 금융그룹 Baoviet에 출자하여 현재 지분 22.1%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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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연도 국가 인수 회사명 지분 출자액1)

2005 중국 PICC 출자 10% -

2013 베트남 Baoviet Holdings 22.1% 47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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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싱가포르 Singapore Life 25% 100억 엔

주: 1) 대략적인 금액임

자료: 이상우(2020)

<표 Ⅳ-6> 스미토모생명 해외 주요 보험회사 출자 현황

∙ 2016년에는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약 43억 달

러를 투자하여 미국 보험지주회사인 Symetra Financial Group을 인수함

∙ 2019년에는 경영효율성이 높은 회사로 평가받는 Singapore Life의 지분 25%를 

인수하여 싱가포르 시장에도 진출하였음

4)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 스미토모생명은 소액 생활밀착형 틈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사 중에서 처음으로 

Aiaru소액단기보험을 2019년에 인수하고 자회사함

∙ 동 회사는 학생종합공제상품 전문 공제회사로 1984년에 시작하연 2009년 소액단

기보험회사로 전환한 회사로 수입보험료(2019)가 1.6억 엔 규모의 초소형 회사임

∙ 주요 상품은 소액 의료보험, 가재보험, 고독사보험, 불임치료보장보험, 장례보험, 

계약이행비용보험, 공제책임보험 등임

∙ 주요 판매채널은 직영 인터넷 판매, 대리점이며, 최근에는 P2P 보험회사인 Frich

에 2020년부터 스포츠상해보험을 공급하는 등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61)

∙ 향후 동 회사를 그룹사의 상품과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을 통신판매와 인터넷 등에

서 판매하는 틈새상품 전문의 온라인 보험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임62)

61) Aiaru News Release(2020. 3. 16)

62) 住友生命 News Release(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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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인 니혼생명와 메이지야스생명은 <표 Ⅳ-7>과 같이 다이이치생명과 유사하게 전통 

보험의 수익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으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니혼생명그룹은 수익성 보완과 그룹사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보험업을 

중심으로 회사 인수 및 신설을 통하여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음

∙ 2015년에 단체보험과 보장성 방카슈랑스 영업 중심의 미츠이생명(현재 타이주생

명)과 2019년에 저축성 방카슈랑스 중심의 Massmutual Life 일본 법인(현재 웰스

생명)을 각각 인수하고, 2019년에 대리점 영업 전문 하나사쿠생명을 신설함

∙ 이외에도 헬스케어(라이프케어 파트너즈), 인슈어테크(니세이정보 테크널로지), 보

험대리점업(내점형점포인 ‘라이프 살롱’, ‘보험110번’)에 진출하고, 2021년에는 MZ

세대 대상의 디지털판매 중점 소액단기보험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63) 

회사
지주
회사

합
병

생명보험
자회사

손해보험
자회사 소액

단기
보험

해외
보험

간병
사업

헬스
케어

인슈어
테크1) GA대리점

시장
중점

방카
시장
중점

단체
보험
중점

일반
보험

Pet
보험

니혼생명 ● ● ● ● ● ● ● ● ●

다이이치생명 ● ● ● ● ● ● ● ● ●

메이지야스다 ● ● ● ● ●

스미토모생명 ● ● ● ● ●

타이요생명 ● ● ● ● ● ●

후코쿠생명 ● ●

아사히생명 ● ●

주: 1) 단순 IT 지원회사는 제외함

자료: 각사 Annual Report와 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표 Ⅳ-7> 일본 생명보험 그룹의 주요 자회사 업종 현황

63) 日本生命 News Release(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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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요(太陽)생명은 중소형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이도(大同)생명과 함께 공동 출

자하여 지주회사 설립하는 등 경쟁회사와 자본제휴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가계보험 영업 중심의 타이요생명, 단체보험 중심의 다이도생명, 대리점･방카슈랑

스 중심의 T&D파이낸셜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주력 회사임 

∙ 이외에도 Pet전문 손해보험업, 보험대리점업(대동매니지먼트), 해외보험업 등에 진

출하였음

○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인 후코쿠(富國)생명, 아사히(朝日)생명의 경우 본

업인 생명보험업에 경영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후코쿠생명은 보험대리점업(후코쿠보험에이전시)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통과 새로

운 판매채널에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2008년에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방

카슈랑스 시장 영업 중심의 후코쿠신라이생명을 설립하였음

∙ 아사히생명도 보험대리점업(NHS)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리점 채널을 

통한 개인보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나이로(なないろ)생명을 신설하였음64)

64) 朝日生命 News Release(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