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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 보험회사 성과 평가

1. 손해보험그룹

가. 손보재팬그룹 성장성

○ 동 그룹은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을 추진한 이후 총자산, 수입보험료, 순이익 모두 크게 

성장하는 등 수입과 이익이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동 그룹의 총자산, 수입보험료, 순이익의 연평균(2010∼2019년) 증가율은 각각 

3%, 4.5%, 16%로 손해보험업계 평균 증가율(각각 0.4%, 2.4%, 15.3%)보다 높은 

수준임65)

<그림 Ⅴ-1> 손보재팬 수입보험료･순이익 추이 <그림 Ⅴ-2> 손보재팬 사업별 순이익1) 비중 추이

주: 1) 수정이익 기준이며, 이는 당기순이익에서 기업의 특수한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으로 재무적 이익 개념임

자료: ＳＯＭＰＯホールディングス, 統合レポート(각 연도); 有價證券報告書(각 연도)를 기초로 작성함

○ 총자산 규모는 <그림 Ⅴ-1>과 같이 2010∼2019년 9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33.4% 증

가하고, 수입보험료도 1.9조 엔에서 2.8조 엔으로 46.1% 증가하였음

∙ 사업별 수입보험료와 매출 규모(2019)는 손해보험사업 2.8조 엔, 생명보험사업 3천 

65) 日本損害保險協會(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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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 엔, 해외보험사업, 6천억 엔, 간병사업 1천 3백억 엔, 헬스케어사업 100억 

엔의 순임

- 이 중에서 해외보험사업은 수입의 대부분(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외 보험료가 2017∼2019년간 약 1.7배 중가하였음

○ 손익은 2010년 923억 엔 순손실에서 2012년 436억 엔 순이익으로 전환하고, 2015년

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연간 1,200억 엔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음

∙ 다만, 2017년에 북미 허리케인과 해외보험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해외사업에서 지

출 증가와 2018∼2019년 국내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 등 국

내외 특수 요인에 따라 최근 그룹 이익이 다소 축소되고 있음66)

○ 사업별 순이익은 <그림 Ⅴ-2>와 같이 2015년에 국내 손해보험업 중심(약 70% 비중)에

서 2017년부터 수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 이는 생명보험과 해외보험사업에서 순이익이 증가하여 그룹 이익 기여도에 크게 

기여하고, 적자 기업인 간병･헬스케어사업을 2017년에 흑자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 해외보험사업 이익 규모는 2017∼2019년간 약 1.7배 증가하여 그룹 수정이익에

서 해외보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6%임

- 반면, 세존자동차보험화재는 2015년부터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에 

2,200억 엔 순손실이 발생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인 Mysurance도 영업시작 최

근 2년간 10억 엔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2019년 사업별 수정이익은 손해보험 608억 엔, 해외보험 501억 엔, 생

명보험 320억 엔, 간병･헬스케어사업 62억 엔(전년대비 44% 증가) 규모임67)

나. SBI보험그룹 성장성

○ 동 그룹은 다수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총자산 증가가 

정체되고, 2019년 순이익이 3억 엔에 불과하는 등 기업 규모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66) ＳＯＭＰＯホールディングス(2020a)

67) ＳＯＭＰＯホールディングス(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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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은 <그림 Ⅴ-3>과 같이 2015년에 1,769억 엔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부터 정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1,765억 엔으로 감소함

- 수입보험료는 2015년 310억 엔에서 2019년 598억 엔으로 증가하였으나 모회사

인 SBI손보의 수입보험료는 동기간 동안 정체하였음

∙ 사업별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 267억 엔, 소액단기보험 209억 엔, 생명보험 

122억 엔의 순임68)

○ 동 그룹의 손익도 2013년 59억 엔 순이익에서 2014년에 24억 엔 순손실로 급락하였다가 

2019년에 3억 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흡한 규모임

∙ 주요 원인은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SBI손해보험의 손해율이 2011년 48.3%에서 

2014년 78.3%, 2019년 89%로 급증하는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에 

따라 지속적(2015, 2016, 2019)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SBI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일본 손해보험업계 평균 64%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69)

○ 동 그룹의 경상이익 비중은 <그림 Ⅴ-4>와 같이 2019년 생명보험 57.6%, 소액단기보험 

24.9%, 손해보험 17.5% 순임

∙ 2019년 사업별 경상이익은 2017∼2019년 동안 생명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액단기보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Ⅴ-3> SBI보험 수입보험료･순이익 추이1) <그림 Ⅴ-4> SBI보험 사업별 경상이익 비중 추이

주: 1) 2011∼2016은 각 회사별 합산, 2017∼2019는 SBI보험지주회사 연결 결산실적 지표임

자료: SBI보험그룹 회사별 Annual Report(각 연도) 및 IR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68) SBIインシュアランスグループ(2020a)

69) SBI損害保險 Annual Report(각 연도); 日本損害保險(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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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룹이 대주주가 된 이후 4개 소액단기보험회사 보유계약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SBI 이키이키와 SBI 리스타 보유계약 건수는 2013년 인수 이후 약 185% 증가하

고, SBI 일본소액단기도 2016년 인수 이후 25.7% 증가하였음

<그림 Ⅴ-5> SBI보험 인수 전후 소액단기보험 보유계약 건수 추이

자료: SBIインシュアランスグループ(2020a)

다. 손보재팬과 SBI보험그룹 수익성

○ 손보재팬그룹의 ROA와 ROE는 2014년 각각 0.5, 3.0에서 2019년 각각 1.0, 7.6으로 

크게 증가하여 수익구조 다변화 후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16∼2019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출 급증과 코로나19로 국내외 이

익 감소한 영향으로 ROA와 ROE가 정체되고 있음

∙ 특수 요인을 제외할 경우 최근 5년간 토쿄해상 ROA와 ROE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SBI보험그룹의 ROA와 ROE는 일본과 우리나라70) 손해보험 평균보다 현저히 낮

은 수준이고, 최근 2년 동안 정체하는 등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원인은 최근 인수한 생명보험과 소액단기보험에서 순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으

나 주력 사업인 손해보험사업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70) 우리나라 손해보험 ROE, ROE(2018)는 각각 1.13, 8.86으로 2017년부터 정체하고 있음(보험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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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업의 손해율 등과 같은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당분간 수익성 부

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Ⅴ-6> 손해보험그룹 ROA 및 ROE 추이

<ROA> <ROE>

주: SBI보험은 그룹 각 회사별 합산(2014∼2016)과 SBI보험지주회사 연결 결산자료(2017∼2019)임

자료: 1) 日本損害保險, 損害保険会社の概況(각 연도); 日本の損害保險ファクトブック(2020)

자료: 2) ＳＯＭＰＯホールディングス, 統合レポート(각 연도)

자료: 3) SBI보험그룹 각 회사별 Annual Report(각 연도); SBIインシュアランスグループの現状(각 연도)

자료: 4) 東京海上ホールディングス, 統合レポート(각 연도)

2. 생명보험그룹

가. 다이이치생명그룹 성장성

○ 동 그룹도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을 추진 이후 순이익이 연평균 34% 증가하는 등 수입과 

이익이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

∙ 총자산은 2010∼2019년 동안 32.3조 엔에서 60조 엔으로 86% 증가하였으며, 수

입보험료도 3.3조 엔에서 4.9조 엔으로 47% 증가하였음

∙ 순이익은 2010년 190억 엔에서 2019년 2,700억 엔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다만, 2018년 순이익 감소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므로 2017년 급증 요인을 제

외할 경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급증은 미국 세법 개정에 따른 미국 보험자회사의 회계상 이익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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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지주회사 M&A에 따른 주식 교환이익 등 해외에서 특수이익이 대규모 

발생하였기 때문임

∙ 동 그룹의 총자산, 수입보험료, 순이익의 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7%, 4.5%, 

34%로 생명보험업계 증가율(각각 2.3%, -0.7%, 2.3%)보다 높은 수준임

○ 사업별 순이익은 <그림 Ⅴ-8>과 같이 주력 사업인 국내 생명보험 비중이 2014년 87.3%

에서 2020년 55.6%로 감소하여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요인은 DFL과 NFL 등과 같은 국내 신판매채널 중심의 생명보험업 진출과 

미국 및 호주 보험회사 인수에 따라 해외사업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사업별 순이익 비중은 2014년 다이이치생명 87.3%, 해외보험 9.0%, 해외운용회사 

3.5%에서 2020년 다이이치생명 55.6%, DFL 24.5%, 해외보험 17.1%, 해외운용회

사 2.8%로 수익구조가 분산되고 있음

<그림 Ⅴ-7> 다이이치생명 수입보험료･
순이익 추이1)

<그림 Ⅴ-8> 다이이치생명 사업별 

     순이익 비중 추이

주: 1) 2019년 당기순이익은 그룹 수정이익(회계상 특수 손익을 제외) 기준임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 統合報告書(각 연도) 및 IR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나. 스미토모생명그룹 성장성

○ 스미토모생명그룹은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후 총자산 규모가 5%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와 이익이 각각 2%, 28% 감소하는 등 수입과 이익 모두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총자산은 2010∼2019년 동안 21.8조 엔에서 38.6조 엔으로 63%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동 기간 수입보험료는 3조 엔에서 2.4조 엔으로 19% 감소하고, 순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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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90억 엔에서 2019년 52억 엔으로 95% 감소하였음

∙ 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일시납 종신보험 신계약 감소에 따른 스미토모생명의 수

입보험료와 순이익 감소, 2010년에 신설한 ML생명에서 지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

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Ⅴ-9> 스미토모생명 수입보험료･
순이익 추이

<그림 Ⅴ-10> 스미토모생명 사업별 신계약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住友生命, 統合報告書(각 연도) 및 IR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다. 다이이치생명과 스미토모생명 그룹 수익성

○ 다이이치생명그룹 ROA와 ROE는 주식회사(2010) 및 지주회사(2016) 체제로 전환 후 

개선되고, 산업 평균보다 높아(2018년 제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16년부터 경쟁사인 니혼생명 ROA･ROE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다이이치생명그룹 ROA와 ROE는 각각 0.4, 7.1이고, 니혼생명 ROA와 

ROE는 각각 0.2, 3.1 수준임

- 2019년 일본 생명보험업계 평균 ROA와 ROE는 각각 0.3, 5.4 수준임



Ⅴ. 일본 보험회사 성과 평가 51

<그림 Ⅴ-11> 생명보험그룹 ROA 및 ROE 추이

<ROA> <ROE>

자료: 1)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事業槪況(각 연도)

자료: 2)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 統合報告書(각 연도)

자료: 3) 住友生命 統合報告書(각 연도)

자료: 4) 日本生命 日本生命の現状(각 연도)

○ 반면, 스미토모생명그룹의 ROA와 ROE는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71) 

산업 평균, 경쟁사 ROA와 ROE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동 그룹의 ROA는 2014년 0.5에서 2015년 0.2로 급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ROE도 2013년 9.1에서 2019년 0.3으로 크게 감소함

71) 2018년 한국 생명보험 ROA, ROE는 각각 0.48, 5.55로,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음(보험연구원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