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구 배경 

인구 고령화는 20세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구학적 현상이다. 모든 국가에서 출산

율이 하락하고1)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으며3) 식습관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2015년생)이 남성 79세, 여성 85.2세까지 높아졌다. 

<그림 Ⅰ-1> 우리나라 인구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이러한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 이상)에,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4% 이상)에 진

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

1) 모든 국가에서 유아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먼저 낮아졌음 

2) Bloom and Luca(2016)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1950년 5.0명(선진국 2.8명)에서 2015년 
2.5명(선진국 1.7명)으로 하락하였는데, 선진국은 20세기 전후부터, 개도국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음

3)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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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그림 I-1> 참조). 한편,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고4) 총인구도 2030년대 들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이보다 빠른 2027년이 될 수도 있다. 노인부양비율(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6년 18.7%5)에서 2036년 47.8%로 상승하여 

세계에서 8번째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6) 특히 204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고령화율)이 현재 최고령국가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2> 

참조).

<그림 Ⅰ-2> 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사회보장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가 

준비해야 하는 노후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한편, 세대 내·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

4) 고용부(2017)의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6~2021년 46만 명 감소하고 
2021~2026년 172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감소폭도 점차 증가함 

5) 우리나라 노인부양비율은 2016년 18.7%로 OECD 평균(25.3%)보다 낮고, 전 세계에서 53번
째에 불과함

6) 전 세계 노인부양비율은 2015년 12.6%에서 210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Bloom and 

Luc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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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구가 늘어나는 확대지향적(인구 Bonus)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인구가 줄

어드는 축소지향적(인구 Onus) 시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

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가설은 실증 결과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7) 이론적 가

설에만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

화가 앞선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고령화되어 있는 국가이며,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리

고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우리나라는 일본이 경험한 변화를 상

당부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를 보면 일본이 1994년, 우리나

라는 2017년으로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우리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가 60세에 달하여 은퇴가 시작되었

는데, 일본은 좁은 의미(1947~1949년생)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660만 명)가 

2012년 65세를 맞아 은퇴하였으며, 1,000만 명이 넘는 넓은 의미(1947~1951년생)의 

단카이 세대도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일본의 경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경

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검토하는 것은 연구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

문에 보험산업으로 특히 생명보험산업, 그 중에서도 개인보험과 개인연금 등 개인대

상 보험8)으로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과 생산가능인구가 감

소하기 시작한 1995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보험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고령

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

7)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유명한 가설중의 하나는 Mankiw and Weil(1988)이 주장한 자산가
격 폭락임. 노후 소비를 위해 축적된 자산을 처분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가격
이 급락할 것이라는 가설임. 그러나 윤경수 외(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 60대 가구주의 총자
산 및 순자산은 50대 가구주 보다 각각 23%, 30%가 더 많으며, 미국에서도 65~74세 가구주
의 총자산과 순자산이 55~64세 가구주보다 각각 25%, 32%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8)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25조 6천억 엔, 개인연금 4조 7천억 엔, 단체보험 
1조 천억 엔, 단체연금 4조 5천억 엔 등으로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8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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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장 축소 가능성과 정부 재정 부담에 따른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필요

성은 보험산업에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성장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보험산업에 일본의 경험은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 보험산업은 지난 20~30년간 인구 고령화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첫

째, 노인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만혼 및 비혼

의 영향으로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났다. 둘째, 1990년대 초반 발생한 자산가격 거품 붕

괴가 아직까지 일본 경제 및 금융,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진 장

기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근로자 임금은 

감소하였다. 셋째, 1996년부터 일본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금융 빅뱅으로 알려진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격 자유화,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등이 허용되었고, 방카슈랑스 도입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었다. 넷

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후 소득 및 건강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 부담이 늘어남

에 따라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이 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 보험산업 변화를 살펴볼 때, 인구 고령화의 영향만을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보험수요와 보험공급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영향도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경제 저성장과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확대, 금융개혁, 가구구조 변화 등은 고령화와 별도로 논의될 수도 없다.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일본이 고령

사회에 진입(1994년)하기 이전에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에 대해 어떤 준비를 시작하

였는가? 둘째, 자산가격 거품 붕괴의 영향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보

험시장도 축소되는 환경하에서 어떻게 보험산업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셋째, 보험산

업은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넷째, 향후 보험산업에 대해 어떻

게 전망하고 있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인구 고령화, 자산가격 거품 붕괴 등 일본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설명하였다. Ⅲ장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

험산업의 대응 및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Ⅳ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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