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일본 보험산업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일본 보험산업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3,830

억 달러에 달하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5,33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표 

Ⅲ-1> 참조). 

<표 Ⅲ-1> 주요국 생명보험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태리 독일 한국 전체

553 383 219 157 153 118 114 91 2,546

자료: Nishimura(2016)

일본 생명보험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 수

는 42개(2014년)에 불과하다. 미국 761개(2013년), 영국 387개(2014년), 프랑스 234개

(2010년)에 비해 매우 적다(<표 Ⅲ-2> 참조). 

<표 Ⅲ-2> 주요국 생명보험회사 수
(단위: 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2 761 387 234

주: 일본은 2014년, 미국은 2013년, 영국은 2014년, 프랑스는 2010년 기준임 
자료: Nishimura(2016)

<표 Ⅲ-3> 일본 생명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

4개 대형사 외국계 중·소형사 손해보험 자회사

46 27 18 9

자료: Nishimur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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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보유계약의 연납화57) 순보험료 기준)을 보면 4개 대형사가 46%, 외국

계가 27%를 차지하고 있다(<표 Ⅲ-3> 참조).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상품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르다. 상대적으로 대형사는 종신보

험에, 중형보험사는 정기, 양로, 의료보험에, 그리고 외국계는 종신, 정기 및 의료보험

에 집중하고 있다(<표 Ⅲ-4> 참조).

<표 Ⅲ-4> 일본 보험회사별 상품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1년)
(단위: %)

구분 종신 정기 양로 의료 개호 기타

日本 67.3   3.1  10.1 11.7 -  7.8

第一 60.0   3.9   8.6 19.7 -  7.8

明治安田 72.0 16.7   1.3  5.3 -  3.6

住友 74.5  0.9   1.9 16.9 -  5.8

三井 79.8  1.8   3.0 11.1 -  4.3

朝日 27.5 20.1   0.4 45.9  4.0  2.1

大同  4.7 75.3   5.1 15.0 - -

太陽  0.6  4.0 13.4 25.2 14.4 42.5

富國  2.4  0.6  1.9 57.8 22.2 15.0 

Sony 22.6 13.2  6.5 27.6  6.0 24.2

Prudential 29.5 20.4  0.4 16.4  0.6 33.3

Metlife 24.5  6.5  0.9 67.4 -  0.7

AFLAC 10.7  1.9  0.1 77.6 -  9.6

자료: 金瑢(2013)

일본 보험산업은 1980년대 말까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수명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사차익 확보, 자산버블 붕괴 이전의 높은 투자수익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

지하였다. 그러나 일본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이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

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다. II장 7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기를 전후

하여 보험수요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57) 월납보험료나 일시납보험료 등 모든 수입보험료를 연납화시킨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10년 
만기 즉시연금 보험료가 1억 원일 때 연납보험료는 1억 원을 10으로 나눈 천만 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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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버블경제 붕괴이다. 경기 침체는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제한하였다. 저금리로 

인해 저축성 보험 수요 및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이차역마진으로 일부 생명보

험회사가 파산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실물경기 및 자산시장이 장기간 부진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됨에 

따라 조세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 부채가 크게 늘

어났다. 

넷째, 금융규제 환경 변화이다.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및 제3보험진출 허

용, 방카 등 다양한 판매채널 도입, 외국계 보험회사 진입 등이 겹치면서 상품 및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경

영 효율화를 위해 보험회사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주식회사 전환 등 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정부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로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이 본인 부

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여 왔다. 공적 부문의 제도 변화는 보험수요에 영

향을 미쳤고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복지 부문을 보장하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보험수요 변화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암 등이 조

기에 발견되며,58) 진보된 의료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연금 및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세대는 노후소득을 위해 예금보다

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나 기존의 투자보다는 덜 위험한 투자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인구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도 정기사망보험에 대한 수

요를 줄이고 종신보험과 연금 및 요양보험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확대로 인해 본인을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수요가 높아졌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58)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망 원인은 암(28.7%), 

심장질환(15.2%), 폐렴(9.4%), 뇌혈관질환(8.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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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수요 변화 대응

가. 보험상품59)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보험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실질적인 상

품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다. 보험료와 상품이 감독당국에 의해서 엄격히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들은 주력 상품과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만 구사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개인보험시장에서 양로보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소비자 요구

가 점진적으로 생존보장에서 사망보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후 고도성장

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생활수준 향상, 인구의 도시 유입, 핵가족화 등을 배경으로 가

족을 위한 가장의 사망보장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양로보험 100만 엔+정기특약 100만 엔 수준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정

기특약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로특약부 정기보험이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망보장이 

확대되었다. 특히 소비자들을 방문하여 사망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영업직원 채널도 

사망보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증가하는 교육비로 인해 어린이상품도 꾸준

한 판매가 이루어졌었다. 

일본 경제가 1974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자 보장금액이 미래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높은 보장금액에 대한 요

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보험금중도증액제도 및 계약전환제도가 도입되었다. 1970년

대에는 높은 사망보장 상품이 생명보험의 주된 트렌드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

의 보장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60) 사망보장에 보험수요가 집중된 것이었다. 또한 도시

화와 경제성장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재무적 안전을 위한 사망보장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정기특약에 더해서 다양한 

59) Swiss Re(2013), Yoneyama(2017), Okayasu(2016), 생명보험협회(2012), 한낙현·김도훈·이
규훈(2006), Jiang(201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60) 국민연금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월 수령액이 연속적으로 증가하였음. 1964년 10,000엔이었
던 것이 1969년 20,000엔, 1973년 50,000엔으로 증가하였음. 1973년에는 국민연금이 물가
연동제로 변경되었음. 이러한 연금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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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품과 정기상품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보통 양로보험보다 정기부양로보험

의 비중이 더 커졌고, 정기부양로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만기보험금보다 몇 배 커

지는 고배율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 당시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에 대비하려는 수요

가 증가하여 질병관련 특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정기부종신보험이 주요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정기부종신보험은 특

약부분은 같지만 주보험을 양로보험에서 종신보험으로 바꾼 것이었다. 자산가격 거품

이 형성되던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종신보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본

인 사망 시 가족의 생활을 걱정하는 가구주의 경우 정기부 양로보험에 비해 종신보험

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은퇴 이후에도 보험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금리 자유화와 같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는 생명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주

었다. 금융업계는 금융규제 완화와 선진금융공학 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

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다른 금융업권과의 경쟁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들은 일시납 단기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양로

보험의 예정이율이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게 설정되었다. 이 상품은 1970년대 후반에 

소개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자산가

격 급등과 생명보험상품의 높은 예정이율에 힘입어 투자목적의 일시납 양로보험 가입

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정액개인연금이 인기를 모아 제1차 개인연

금 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증감되는 변액보험도 등

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61) 생명보험회사는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예정이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식배당금으로 이를 감당하였

으며 자산가격 상승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1980년대에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었

다. 1984년 근로자 의료비용의 자기부담이 기존의 고정금액방식에서 고정비율방식으

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적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들의 부

담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의료보험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고령층 증가와 수명 연장에 따라 개호보험상품

61) 변액보험은 197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86년 10월에 판매되었음



70 연구보고서 2018-22

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의 높

은 수요도 유지되었다. 경제가 저성장기로 전환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필요성,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1995년 이후 수요가 위축되었는데, 특히 저금리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생명보험회

사 파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

히 변화하였다. 먼저 주식시장 침체로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 그리고 보험

회사들은 예정이율을 낮추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기특약을 가진 종신보험 또는 

단순한 정기보험은 수요가 유지되었다. 대신 위험보장과 저축을 합친 양로보험은 부

진하였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개인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료보장에 대

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망담보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의료보장 상품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갔다. 보험회사들은 고령화 

진전 및 버블 붕괴에 따라 보장내용을 재검토하였고 소비자 수요가 사망보장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보장 수요로 옮겨감에 따라 상품전략을 의료보장 중

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대형 생보사는 사망보장 상품에 특정질병특약, 여명급부특약, 다양한 입원특약 등 

다양한 의료/개호특약 등을 부가함으로써 상품소구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회사별로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자회사를 통

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되면서 통합상품 등 상품개발 경쟁이 촉진되었다. 

2001년 7월부터 외자계를 위한 제3분야 상품 규제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제3분야 진입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일본생명보험시장에서 의

료보험과 암보험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제1분야와 제3분야 상품을 함께 묶은 패키지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상품에서 모든 보장을 제공하는 All in One, One 

Stop형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62) 이것은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

62) 국내에서는 통합형 보험상품으로 소개되었음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71

여 종합설계보험으로 제공되었으며 사망보장(주보험)에 질병/상해보장(특약)을 더하

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국민소득 및 가구소득 정체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소비자는 보

험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할인된 종합상품이 인기를 얻

었다. 

이에 반하여,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는 대부분 가격이 낮은 제3분야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였다(Urushibata 2003). 이들은 사망보장을 없애는 등 상품 기능을 

한정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단순하게 상품을 설계하는 대신 기능을 특화하여 상품 

소구력을 높였다. 주력 상품은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보험급부는 입원급부금, 수술급부

금, 퇴원 후 통원급부금 정도에 한정되었다. 외자계의 경우 일본시장 진출 시 일본에 

없는 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니즈가 

다양화된 시기에 이들의 주력 상품은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한편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예정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높아진 보험료를 낮추기 위

하여 무해약환급형 또는 저해약환급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63) 보험업계에서 주력

으로 판매되는 의료보험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을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가격을 낮춘 

상품들이다. 의료보험은 대부분 무해약환급형 상품이며, 종신보험도 저해약환급금형

(일반상품의 70% 수준)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건강 정도에 따라 우량체 할인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새

로운 고객층으로 발굴하고자 무심사 보험, 유병자보험 등이 개발되었다. 무심사 보험

은 가입 시 언더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액도 

300만 엔 등 소액으로 한정하여 장례식 비용 등에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63) 동 상품은 상품판매 후의 해약률 동향이 상품의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계산기초율인 3이원에 예정해약률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예측한 만큼 해약
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해약률은 사망률 등과 비교하여 통계적 안
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생보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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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일본 생명보험상품 유형화·단순화

자료: Okayasu(2016)

최근 들어 주계약에 많은 특약을 더하는 상품 전략에서 상품을 기능(사망, 질병/요

양, 의료/암, 연금/저축 등)별로 유형화하여 단순화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이를 

조합하는 상품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2> 생명보험상품 비중(건수 기준) 변화 추이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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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한 결과 상품 비중은 <그림 Ⅲ-2>와 같이 변화하였다. 건수 

기준으로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연금의 

비중이 높아졌다.

나. 소비자 수요에 따른 채널 전략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판매채널은 다음과 같다(보험연구소 2008). 먼저 설계사이

다. 부녀 중심의 판매조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미망인을 활용하기 위해 도

입되었는데, 주력 채널이 되었다. 다음으로 대리점이 있다. 대리점은 모집대리점, 집금

대리점, 소개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모집대리점은 보험 계약의 모집과 수급을 모두 

담당하는 대리점이고 소개대리점은 신계약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리

점이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영업직원, 전화, 인터넷, DM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

에게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채널, 신용카드 등 타업종과 제휴하여 보험상품

을 판매하는 제휴채널,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을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 소비자가 직

접 방문하여 보험가입 상담 및 계약을 하는 내점형 점포 등이 있다. 

<표 Ⅲ-5> 판매채널 비중 변화
(단위: %)

연도
설계사

(영업사원)
Direct 

Marketing
내점형 점포 방카 대리점

2010 77.6  3.3  1.6  1.3  8.8

2003 71.8  5.7  2.7  1.6  6.7

2006 66.3  9.1  2.1  3.3  7.0

2009 68.1  8.7  1.9  2.6  6.4

자료: Ishii(2010)

일본 판매채널은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설계사가 주력 채널이었다. 그러나 

저성장 장기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명보험시장 위축, 소비자 수요 차별화, 방카슈

랑스 등 판매채널 다변화 등으로 설계사 채널은 축소되었고, 대리점 채널이 확대되었

다(Ishii 2010; Jiang 2013; 金瑢 2013). 설계사 채널 비중은 1990년대 말 88%에 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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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00년대 중반 70% 이하로 감소하였다(<표 Ⅲ-5> 참조).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일본 보험회사들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게 설계

사, 대리점, 내점형 점포, 콜센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채널전략을 추진해 왔다(<표 Ⅲ

-6> 참조). 상품 내용 및 가격 비교를 선호하고, 단순한 상품 또는 단순한 계약절차를 

원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유형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방카슈랑

스, 내점형 점포, 온라인, DM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가 부가가치 높은 컨설

팅을 선호할 경우 설계사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대리점 등을 활용하고 있

다(Suzuki 2011; 金瑢 2013; Nishimura 2016). 

<표 Ⅲ-6> 보험회사별 판매채널 전략

소비자
특성

높은 부가가치 서비스 선호
가격비교, 정보검색, 단순한 상품, 

간편한 절차 선호

판매
채널

설계사 대리점
방카

(저축성)

방카
(보장성)

내점형
점포

우편
인터넷 

상품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종합적 상대적으로 단순

생보사 대형사
손보 자회사

외국계
방카 전문사

대형사
외국계

손보 자회사

외국계
손보 자회사

대형사

인터넷
전문사
외국계

성숙도 성숙 상대적 성숙 상대적 미성숙

규모 대형 중형 소형

자료: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2014); Nishimura(2016)

먼저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라이프 플래너(Life Planner)를 통한 컨설팅 판매, 통

신 판매, 대리점 판매 등에서 채널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면(보험연구소 2008), 

지브랄타생명은 여성 설계사를 대량 축소하고 남성 설계사를 확대하였고, 은행, 증권 

등 타 업계 영업경험자를 채용하였다. AFLAC은 법인대리점을 주요 판매채널로 활용

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암보험 판매를 확대하였고, 소비자 니즈에 따라 부유층 및 중

소기업으로 대상으로 라이프 플래너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통신판매채널을 활용하

였다. 인터넷 채널의 경우 2008년 4월 최초의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SBI AXA가 설립되

었다. 특히 2001년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이후 개인연금 및 변액연금 판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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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시장 축소로 설계사 채널의 고비용·저효율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외국계의 영향을 받아 설계사 채널의 고능률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재무설계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암보험과 의료보험에 전문성

을 갖고 있는 외국계와 제휴도 강화하였다. AFLAC과 제휴를 맺은 다이이치 생명의 경

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형사의 경우 설계사 채널과의 충돌로 인해 2000년대 초기

까지 채널 다각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보험연구소 2008). 

<표 Ⅲ-7> T&D Holdings의 판매채널 전략

계열사 소비자 상품 판매채널

대동생명 중소기업 정기보험 대리점

태양생명 일반 가구 보장성 보험 설계사

T&D Financial 부유층 변액연금 방카

자료: 보험연구소(2008)

<그림 Ⅲ-3> 다이이치 생명의 판매채널 전략

             자료: Nishimura(2016)

그러나 T&D Holdings가 상품별로 자회사를 운영하여 성공하였고(<표 Ⅲ-7> 참조), 

이에 따라 다이이치 생명도 상품과 소비자 니즈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였다(<그림 Ⅲ

-3> 참조). 외국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Prudential Holdings of Japan의 경우 Pru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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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Gibraltar 생명, 그리고 Prudential Gibraltar 금융생명 등 3개 생보사를 별도의 자회

사로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을 선택하려

는 소비자 선호에 대응하여 보험상품 구매 결정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면채널인 내점형 점포가 탄생하였다. 2000년 Life Plaza Holdings 대리점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이후 일본생명, AFLAC 등이 직영 내점형 점포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내점형 점포와 유사한 복합점포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 내점형 점포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점형 점포가 성장한 배경에는 우선 보험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보험소비자들은 설계사들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

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

제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여러 상품을 비교하

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

의 상품광고와 이 상품들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소비

자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보험상품에 관한 과도한 정보는 

소비자들을 피로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내점형 점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우선 소비자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방문하였을 때 소비자의 요구를 성실히 청취

한 후 그들에게 적절한 상품을 제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지어 보험에 대한 

니즈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고객의 의향을 청취한 후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제공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 고객이 다양화되었고 채널도 다양화된 것이 내점형 점포의 성장 요

인으로 평가된다. 한 고객에 대해서 여러 채널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통신판매

나 광고의 영향으로 보험가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객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설

계사 방문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직장 방문 제한 등 보험판매 환경 변화가 현재의 내

점형 점포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이윤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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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점형 점포의 주요 고객은 30대 주부로 나타났으며 보험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인

지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점형 점포가 빠르게 성장하자 대형 보험회사들도 내점형 점포 시장에 진출하기 시

작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생명이 Nissay Life Plaza, 다이이치 생명은 Dai-ichi life 

shop을 설치하였다. 그 이외에도 스미토모 생명, 메이지야스다 생명, AFLAC 등도 내

점형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계약유지 노력 강화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계약자 유지가 중요해졌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각각 소

위 고객 서비스 개혁 프로젝트(Customer Service Renovation Project)를 수립하여 소

비자 만족을 통한 계약유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정기 방문 횟수를 늘리고 영업조직 교육을 강화하며, 판매채널을 소비자 니즈에 맞

게 다각화하였다, 그리고 상품 측면에서도 특약을 통폐합하고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였고 계약 제안에서 체결까지의 업무도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단순화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13개월차 유지율이 93%를 상회하게 

되었고 해지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그림 Ⅲ-4> 참조). 

<그림 Ⅲ-4> 해지율 추이
(단위: 10억 엔, %)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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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효율화

이차역마진과 시장 축소 등에 대해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

하였다. 첫째, 예정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었고 보험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투자전략을 

전환하였다. 둘째, 보장성 보험 비중을 늘려서 사망위험률을 통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발생시켰다.64) 셋째, 자본을 확충하였다. 넷째,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로 영업비용과 

인건비를 줄였다. 다섯째, 해외진출을 확대하였다. 

가. 자산운용 전략 변화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은 버블경제 붕괴 및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1980년 26조 2,580억 엔이었던 자산은 2014년 3월 말 현재 350조 

5,830억 엔으로 늘어났다. 버블 붕괴의 영향이 본격적이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5

년까지 자산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이 크게 확대되

었다. 2016년 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가 43.0%, 대출 8.3%, 주식 5.7%, 해외투자 22.7%, 

회사채 6.9% 등이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그림 Ⅲ

-5> 참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주로 대출과 주식으

로 운용되었다. 1980년 대출비중은 55.5%, 주식비중은 17.2%에 달하였다. 자산가격 

거품이 정점에 달하였던 1990년을 보면 대출이 35.5%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주식비중

이 22%로 크게 늘어났다. 해외주식투자도 엔화 강세에 힘입어 13.1%까지 급격히 늘어

났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자산운용 전략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산가격 폭

락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하였고 저금리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발생함에 따라 대출과 주

식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채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출 비중은 1990년 35.5%에서 2000

년 23.6%, 2010년 12.6%로 낮아졌다. 주식 비중은 1990년 22.0%에서 2000년 15.4%, 

2010년 5.1%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국채는 1990년 4.4%에서 2000년 20.5%, 2010

64)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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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5.0%로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1990년 13.1%에 달하였던 해외주식투자 비중은 

2000년 11.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14.3%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Ⅲ-5>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2010년 이후에도 자산운용을 보면 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해외주식 및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일본의 국내외 금융시장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8> 참조). 특히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엔화 약세에 따라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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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자산운용 수익률
(단위: %)

연도 채권 국내주식 해외투자 대출 부동산 일반계정

2009 1.64 2.33 2.52 2.05 2.87 1.86

2010 1.86 1.25 2.06 1.98 2.52 1.79

2011 1.91 1.56 2.91 1.94 2.27 1.92

2012 2.00 0.61 5.25 2.18 2.35 2.36

2013 1.95 5.14 4.60 2.15 2.43 2.40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자산 듀레이션도 길어졌다(<표 Ⅲ-9> 참조). 2016년 현재 자산 듀레이션은 12.3년으

로 부채 듀레이션 14년과 격차가 거의 없다. 보유 국채 중 10년 미만 국채 비중이 

2000년 88.3%였으나 2013년 29.1%로 줄어들었고, 10년 이상 국채 비중은 같은 기간 

11.7%에서 70.9%로 늘어났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표 Ⅲ-9> 자산 부채 듀레이션
(단위: 년)

구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자산 12.3 10.0 12.0 10.5

부채 14.0 20.2 11.5 11.3

주: 일본 2016년, 독일과 영국 2013년, 미국 2015년
자료: Washimi et al.(2017)

<그림 Ⅲ-6> 이차역마진
                                                                           (단위: %)

      주: 대형 4개사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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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1990년대 들어 ALM을 중시하는 가운데 수익률 제고

에 힘쓰고 있다.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와 계약 전환, 그리고 자산운영 전략 변화에 따

라 2000년대 후반 들어 이차역마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Ⅲ-6> 참조).

나. 자본 확충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차역마진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유보를 확대하였다. 

2002년 법이 개정되어 상호회사의 경우 최소배당비율이 이익의 80%에서 이익의 20%

로 낮아졌다. 내부유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후순위채(Kikin Bond) 발행이 허용되어 이차역마진에 대응한 준비금을 

후순위채 발행으로 추가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그림 Ⅲ-7>, <표 Ⅲ-10> 참조). 

<그림 Ⅲ-7> 자본 확충
(단위: 조 엔)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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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회사별 자본 확충 규모
(단위: 억 엔)

구분 2006 2007 2008 2009
T&D Financial Life   320 - - 1,200

ING Life 100 - 150 68

Tokio M. & Nichido Financial Life 250 50 - -

Sumitomo Life 500 - - 1,000

MassMutual Life 100 - 130 -

Tokio M. & Nichido Life 500 - - -

Sompo Japan Nimawari Life - 200 - -

Mitsui Sumitomo MeLife - 51 204 -

Aioi Life - 100 - -

Mitsui Life - - 600 -

The Dai-ichi Frontier Life - - - 100

Alianz Life - - - 26

Fukokushinrai Life  400 - - -

자료: Noguchi(2010)

이 가운데 주식회사 전환이 활발해졌다(<표 Ⅲ-11>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험

회사 부실로 계정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가 상호회사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상호회사 

체계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들어 주식회사로의 전환

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일본 보험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 및 성장동력을 찾아

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보다 사업 전환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Ikemoto and Saita 2009). 주식회사는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 재구성과 인수

합병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상호회사로는 최근의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뒤쳐질 수 있다.65) 또한 새로운 시장에 대

한 투자의 경우 상호회사는 이해상충 문제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경우 만기가 가까운 계약자의 이해와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5) 미국에서도 상호회사였던 Equitable과 Metropolitan이 각각 1992년 AXA와 2000년 Metlife

에 인수되었으며, Prudnetial과 Principal이 2001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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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일본 탈상호회사 추이

연도 상호회사 주식회사

1996 Toho Life 파산, AIG Edison Life에 인수

1997 Nissan Life 파산, Aoba Life에 인수

2000 Dai-hyaku Life 파산, Manulife에 인수

2000 Chiyoda Life 파산, AIG Star Life에 인수

2001 Tokyo Life 파산, Yamato Life에 인수

2002 Daido Life 2004년 Taiyo Life와 지주회사 설립

2002 Tamato Life -

2003 Taiyo Life 2004년 Daido Life와 지주회사 설립

2004 Mitsui Life -

2010 Dai-ichi Life -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일본 경제는 버블경제 붕괴 이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보험료에 충분한 

리스크 마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어 자본이 줄어든 반면 규제 완화에 따라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했다. 상호회

사로도 자본을 확충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주식회사에 비해 수단 등이 제한되어 

있었다(Ikemoto and Saita 2009).

상호회사의 의미도 퇴색하였다. 상호회사의 철학은 높은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계약자에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사실상 낮은 보험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규제 완화로 상호회사의 경우에도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배당이라는 상호회사의 장점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고 배당도 줄어들었

다. 또한 상호회사는 계약자들에 의해 직접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회사가 성

장함에 따라 계약자 전체가 아닌 계약자 대표들에 의해 간접경영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식회사와 경영이 유사해졌다.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조는 많은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소유와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높은 보험료와 높은 배당 경영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계

약자들도 탈상호회사에 동의하게 되었다(Ikemoto and Sait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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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일본 주식회사 비중 

(단위: 개, %)

구분
1997 2009

회사 수 자산비중 회사 수 자산비중

상호회사 16  91.7  5  50.4

주식회사 28    8.3 40  49.6

합계 44 100.0 45 100.0

주: 2009년 통계에는 일본 우체국보험(Kampo)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Ikemoto and Saita(2009) 

일본 생명보험산업에서 상호회사의 자산 비중은 1997년 91.7%에서 2009년 50.4%

로 감소하였다(<표 Ⅲ-12> 참조). 이는 대형사가 상호회사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2010

년 다이이치 생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주식회사의 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늘어났다. 

다. 보험산업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일본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첫

째 버블경제 붕괴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졌었다. 수익성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

는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모습이 가려졌었다. 버블경제가 붕괴되자 

일본 보험산업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둘째, 버블경제 붕괴에 따라 은행 시스템이 부실해지고 1997년부터 파산한 은행이 

나타났는데, 생명보험회사 역시 7개가 2001년까지 파산함에 따라(<표 Ⅲ-13> 참조) 인

수․합병이 새로운 경영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 금융빅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방식으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되었고, 제3분야에 대

한 규제가 2001년 철폐되었으며,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도입된 것도 인수 

합병 흐름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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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일본 생명보험산업 파산

구분 Nissan Toho Daijyuku Taisho
자산(억 엔) 18,227 21,900 13,000 1,545

부채(억 엔) 21,256 28,400 16,176 1,910

인수회사
Aoba

(Prudential)

GE Edison

(Gibraltat)
Manulife

Azami

(PGF)

공적자금(억 엔) 2,000 3,663 1,450   267

준비금 감액(%) - 10 10 10

예정이율 조정(%) 2.75 1.5 1.0 1.0

회생방식
(년도)

계약이전
(1997)

계약이전
(2000)

계약이전
(2001)

계약이전
(2001)

구분 Chiyoda Kyoei Tokyo Yamato
자산(억 엔) 23,330 37,250 6,900 1,949

부채(억 엔) 28,280 44,145 7,632 2,592

인수회사
All Star

(Gibraltar)
Gibraltar T&D Financial

Prudential

(PGF)

공적자금(억 엔) 0 0 0 278

준비금 감액(%) 10 8 - 10

예정이율 조정(%) 1.5 1.75 2.6 1.0

회생방식
(년도)

주식회사 전환
(2001)

사업재개
(2001)

주식회사 전환
(2001)

사업재개
(2009)

자료: 武田久義(2008);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셋째, 해외 환경 변화이다.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일본 보험산업은 매

우 비효율적이며 ROE나 ROA 등 효율성 지표를 볼 때, 수익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러

한 가운데 주요국 보험산업은 금융상품 개발 및 One Stop Service 등 판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어 갔다.66) 일본의 경우 부

실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인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Citicorp와 Travelers Group 간

의 합병이 일본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Citi은행의 경우 일

본에서 이미 20개 지점을 운영중이었는데, 24시간 ATM 이용, 다양한 통화 은행계좌, 

지점과 우체국은행과의 연계 등 파격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경쟁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인수 합병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66) 미국의 경우 Merill Lynch & Co의 Mercury Asset Mangement 인수, Morgan Stanley & 

Co와 Dean Witter, Discover & Co의 합병, Bankers Trust의 Alex, Brown & Sons의 인
수 등 1997년에 930억 달러에 달하는 370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이 이루
어졌음(Sibb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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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이후 그리고 자체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1996년 

5,563억 엔에서 2010년 3,807억 엔으로 줄였으며, 운영비용도 같은 기간 2,632억 엔에

서 1,931억 엔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Ⅲ-8> 참조).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는 보

험회사 임직원 수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 인력조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

용이 절감된 규모를 미루어 짐작컨대, 구조조정 강도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 비용 추이
(단위: 십억 엔)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그림 Ⅲ-9>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으로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율도 2000년대 들어 

낮아졌다(<그림 Ⅲ-9> 참조). 그러나 최근 들어 사업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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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생명보험회사들이 다시 외형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M&A 및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크

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Ⅲ-10>, <표 

Ⅲ-14> 참조).

<그림 Ⅲ-10>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추이
(단위: 십억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표 Ⅲ-14> 주요국 생명보험산업 ROE 추이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2009 2.9 5.3 10.2 9.2 7.3

2010 8.4 11.4 11.4 10.4 6.3

2011 8.6 5.6 7.9 7.5 5.9

2012 9.6 5.7 8.9 8.0 7.3

2013 7.5 7.6 12.3 11.5 12.3

2014 7.6 4.7 10.7 10.4 11.5

2015 7.3 4.8 10.6 10.8 13.4

2016 5.6 5.3 8.5 9.0 9.5

자료: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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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 제휴 강화

금융규제 완화로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 간 업무 연계 및 제

휴가 가능해졌다. 그룹 간 업무 연계 사례를 보면 일본생명의 경우 그룹 계열사와의 연

계를 통해 사망, 의료, 개호, 노후보장, 손해보험 등 보험 전분야의 고객 니즈를 종합적

으로 보장하고 관리하는 니세이 보험구좌를 개발하였다(류성경 2007). 각 보험회사가 

보유한 강점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 제휴를 보면 다이이치 생명과 AFLAC 간에 업무 제

휴를 들 수 있다. 다이이치 생명은 의료보험 등 제3분야 보험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AFLAC의 상품 개발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AFLAC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한계를 보이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이이치 판매채널 이용이 필

요하였다. 대동생명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O 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서 납세협회 및 전국법인협회와 제휴를 통해 고객 착형 채널을 구축하였다(이태열 

외 2016) 최근 들어 일본 우체국보험인 Kampo는 다이이치 홀딩스와 해외진출, 자산

관리, 공동연구 등 3개 영역에서 업무 제휴를 맺었고, 베트남에 공동으로 진출하였으

며, 다이이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와 주식도 교환을 하였다(Japan post insurance 

2017). 

이 밖에도 판매채널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업무제휴 사례를 보면(Ishii 2010), 

메이지 생명과 Tokyo Marine & Nichido 손보 간의 제휴를 통해 주로 자동차보험이기

는 하지만 680억 엔에 달하는 수입보험료 성과를 올렸으며, Sumitomo 생명과 Mitsui 

Sumitomo 손보 간의 제휴를 통해 381억 엔의 수입보험료가 발생하였다.    

마. 해외 진출 확대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아시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과거 일본

과 인구 구조가 유사하며 생산가능인구가 풍부하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높은 성장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연평균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률을 비교해 보면(<표 Ⅲ-15> 참조), 2013~2016년 기간 동안 OECD 국가는 평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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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으나 아시아는 5.5% 성장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15.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표 Ⅲ-15> 연평균 보험료 실질성장률(2013~2016년) 추이
(단위: %)

OECD 아시아 한국 베트남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1.0 1.8 5.5 7.9 0.0 2.2 15.0 7.3

자료: 조용운(2018)

<그림 Ⅲ-11> 일본 생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이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에 진출하고 있

는데,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례로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진출 전략을 보면, 지

역별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그림 Ⅲ-12> 참조). 구체적으

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이익의 공헌도가 높지만 성장속도는 낮고, 동남아시아는 아직 

이익의 공헌도가 낮지만 성장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성장성과 수익성

을 균형있게 가져가기 위해 일본, 동남아시아 및 호주 그리고 미국 등 삼각체계를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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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진출 전략

          삼각체계 구축                            지역별 성장성 및 수익성

자료: Nishimura(2016)

3. 공적보장 축소 대응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노인 세대는 구매력이 충분하다. 가구주가 60대

와 70대의 경우 저축이 40대와 50대에 비해 많으며 부채도 적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

교해 보면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가처분소득 비율이 높지 않다(<그림 II-13> 참조). 더

구나 주요국의 경우 동 비율이 2000년대 들어 다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나 일본의 경

우 정체되어 있다. 공적보장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축된다.

<그림 Ⅲ-13>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가처분소득 비율 
(단위: %)

자료: 강태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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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입원율 및 입원 일수가 증가하며 의료비도 70대 이후에

서 50%가 발생한다(<그림 Ⅲ-14> 참조). 일본의 경우 실제나이와 건강나이 간의 차이

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표 Ⅲ-16> 참조).

<그림 Ⅲ-14> 일본 연령별 의료비 
(단위: 만 엔)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표 Ⅲ-16> 일본 성별 요양이 필요한 기간 
(단위: 년)

구분
남성 여성

건강 신체적 제한 기대수명 건강 신체적 제한 기대수명

2010년 70.4 9.2 79.6 73.6 12.8 86.4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소비자조사(2016)에 따르면 보험급부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요양(75%), 사망(57%), 의료(51%), 노후소득(7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회사의 기회는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망급부를 담보하는 시장이 축

소됨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연금시장, 의료

보험시장 등 제3분야 보험시장이었다(Jiang 2016). 일본 보험회사들은 노인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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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을 중심으로 실버 서비스 제공과 이들의 금융자산 흡수 등 두 방향에서 접근

하고 있다(류성경 2007).

가. 버블붕괴 이전 대응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1980년 5월 「초고령화 사회 21세기 출발-일본형 성숙사회 수

립을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일본 보험산업이 인구 고령화

를 어떻게 인지하고 무엇을 준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동 보고서는 경제·사회 성숙

화 및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일본의 향후 전망 및 영향에 대해 분석·검토하고 주요 선진

국의 교훈을 바탕으로 9가지 내용을 제언하였다.67) 이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와의 조화를 강화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영을 추진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의 효율화(판매 효율화, 자산운용 효율화) 촉진, 고객 서비

스 촉진(계약 유지를 위한 세대별 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상품 제공 등), 정보 제

공 충실과 사회적 책임 수행(상품 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충실,  생명보험문화센터

의 조사·홍보활동 추진, 사회적 활동의 활발화) 등이 실행과제로 제시되었다. 

둘째,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더욱 잘 짜여진 사망보장 상품 제공이 필요하고, 인구구조 고령화 진

행에 대응하여 개인연금, 기업연금, 저축성 보험, 의료 보험 등 생존 보장 분야를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성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가족형 보장 상품, 교육(결

혼) 자금 목적의 보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소비자 신용생명보험 시장 확대 등 새

로운 상품 개발은 물론 상품의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서비스 충실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셋째, 상품 다양화·고도화로 고객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라이프 컨설턴트

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판매제도의 핵심으로 설계사(외무원) 제도

67) 또한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는 고령사회에 관한 통계적 기초연구 및 고령사회에의 대응에 
관한 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1981년에 「고령화사회 대응」이라는 책을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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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확대,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정보관리체제의 충실과 설계사(외무원) 활용 고도

화, 법인시장·단체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운용 다각화에 의한 수익성 중시 자산운용과 장기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유가증권 투자 확대, 해외 투·융자 추진, 부동산 투자 다양화, 주택대

출 및 소비자대출 등 개인금융 서비스 확충,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

(공공채권 투자 적극화, 생명보험 자금의 지방 환원, 중소기업 대출)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우대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

도 밝혔다.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자산운용과 관련한 대책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제안들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

층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Noguchi(2010)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많은 그룹의 경우 상속을 위한 종신보험 수요가 높았고, 10% 정도에 

해당하는 간병이 필요한 그룹의 경우 의료 및 개호보험 수요가 존재했지만,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노인인구의 경우 노후에 대한 준비가 크지 않았다. 공적보

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부의 공적보장 축소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수요가 늘어났다. 이러한 수요

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대응은 개인연금 공급 확대였다. 1980년대 말에서는 파산의 

원인이 되었지만 자산가격 급등으로 높은 예정이율의 개인연금이 공급되었다. 1990년

대 중반에는 개인연금이 예정이율 하락과 금융위기로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

국계 주도로 변액연금이 출시되었고, 낮은 금리로 인해 2000년대 들어 크게 주목을 받

았다. 특히 변액연금은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가 허용된 2002년 이후 급증하였다(<그림 

Ⅲ-15> 참조). 처음에는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변액연금을 은행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으나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최저보증위험 때문에 판매를 주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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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특별계정 자산 잔고 
(단위: 천억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사망보험금만 원금 보증하였으나 이후 연금수령총액 보증

형, 일부인출 해약공제면제형 등 다양한 변액연금 상품이 소개되었다(생명보험협회 

2012). 이에 따라 특별계정 잔고는 2001년 1,500억 엔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15조 7,700억 엔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980년대 말 경험으로 인해 변액연금을 설계사 채널에

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에서도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다이이치 생

명보험회사는 다이이치프런티어 생명보험회사를 은행창구를 통한 연금전문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몇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일본 변액연금시장에서 철수하였

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판매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위험을 관리하였다.     

<그림 Ⅲ-16>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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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2010년대 들어 단카이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이들을 대

상으로 일시납 개인연금 유치를 강화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톤틴성68)을 강화하고 해

약환급(사망환급)을 낮게 설정하며, 연금액을 확대한 종신연금 등이 출시되었다. 

다. 건강보장 강화

공적보장 축소로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은퇴 시기가 도달한 연령의 

경우 노후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해졌다. 젊은 세대 역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단독의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동 규제가 

철폐되면서 시장에 진입하였다. 

일본의 의료보험시장은 공공부문의 높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을 

보완해 주는 실손형 대신 소득보전 목적의 정액형69)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70) 공적 건

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율이 1990년대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났으

나,71) 환자 부담에 대한 1인별 한도(월 평균 8~9만 엔)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개인 부

담률은 15.5% 수준이다. 

일본의 의료보험시장은 제3분야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생명, 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이 가능하며 생보사의 종신의료, 암, 개호보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2001년 이후 의료보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

68) 17세기 이탈리아의 Lorenzo Tonti에 의해 창안된 연금제도를 말함. 대중의 소구좌 출자로 
대량의 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출자자를 연령별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정한 일정액(출자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매년 지급하고, 이를 그룹의 생존자 간에 분배하
는 방법으로 운영됨. 따라서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생존자가 가져갈 연금은 많아지고 최후
까지 남은 사람은 그 당시 사망자 취득분을 모두 받게 됨. 그러나 원금은 일체 상환되지 
않고 또 그 그룹의 출자자가 전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그룹에 대한 지급을 중지함

69) 상병 발생 시 사전에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의료비 보충 및 치료기간 또는 기간 
이후 소득보장 상실분에 대한 보전이 목적임

70)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
문 비중은 56%, 공적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63.2%(2015년 63.4%)로, 민영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진료비의 자기부담(36.8%)을 보완해 주는 실손형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71) 환자 본인부담률: 1984년 → 10% → 1997년 20% → 2003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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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입규제 철폐와 방카규제 철폐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Ⅲ-17> 참조). 의료보

험 증가는 고령화, 1인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한 개인 스스로 건강을 대비하려는 니

즈 및 상품 공급자 증가에 기인한다. 의료보험 상품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취업불능보험,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실비보장 유형의 보험, 불임치료를 보

장 보험, 치매보험, 공적개호보험에 연동한 보험 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실제 나이 

대신 건강 진단 등의 검사 결과에 따라 산출한 건강 나이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

는 의료보험, 고객의 건강 증진 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강증진형 의료보험 

등도 개발되었다. 

<그림 Ⅲ-17> 의료보험 신계약 건수
(단위: 백만 건)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의료보험이 크게 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tomo 2007). 먼저 인구 고

령화와 공적보장 축소로 인해 의료보험 수요가 확대되었다. 둘째, 입원을 중심으로 한 

보장설계로 상품내용이 간단하고 보험료도 저렴하여 고객에 접근이 용이하였다. 셋째, 

입원율은 정부차원에서 입원 일수 축소 정책의 영향으로 안정적이었다. 넷째, 재무건

전성 확보가 계약자보호라는 인식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과 별도의 준

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생존담보에 대한 장기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험률 산출 

시 40~50% 수준의 안전할증과 추세 반영이 허용되었다. 다섯째, 의료기술 발달로 입

원급부의 리스크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의료보험의 경우 리스크가 적은 반면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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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일본 사망보험의 사차익률이 30% 

수준인 데 반해 의료보험의 사차익률은 40~50%에 달한다(생명보험협회 2012).

라. 중장기적 대응

물론 경기가 장기간 부진함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상품, 시스템, 판매채널 전반에 걸쳐 변화 노력을 지속하였다.72) 

<그림 Ⅲ-18> 일본생명 경영전략 변화

자료: 일본생명(日本生命), 『연차보고서』 각호

예를 들면, 일본생명의 경우(<그림 Ⅲ-18> 참조)73) 1990년대는 버블 붕괴, 이차역마

진, 금융위기 등 경영환경 악화 대응하여 재무 건전성을 가장 중시하였고, 이를 위해 

사망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고금리상품의 계약전환을 추진하였다. 자산운용

72) 内野逸勢·菅谷 幸一(2014)

73) 일본생명(日本生命), 『연차보고서』 각호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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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식과 대출을 축소하고 채권을 확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익성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시행

하였다. 금융규제 완화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손보 통합상품을 출시하였으

며, 의료보험수요 증가에 대응하였다. 판매채널 다각화에 따라 전속채널 비중을 축소

하는 한편, 전속채널의 생산성 강화에 노력하고 비전속채널을 확대해갔다. 자산운용수

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선

진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와 2000년

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형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축소에 대응하여 상품구

조를 혁신하고, 고객이탈을 방지하며 신규고객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전속채

널을 고능률화하고 비전속채널을 강화하였다. 해외투자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아시아

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림 Ⅲ-19> 다이이치 생명 경영전략 변화

자료: 다이이치 생명, 『연차보고서』 각호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도 일본생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Ⅲ-19> 참조)74). 

74) 다이이치 생명, 『연차보고서』 각호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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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경영환경 악화에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2000년대 들

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의료보험상품 공급을 확

대하였고 신계약보다는 요율을 중시하는 영업체계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낮추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외형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의료보험회사를 인수하는 

한편 해외 M&A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생명과 다른 점은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하였

다는 것이다. 

다이이치 생명의 최근 외형성장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보면(<그림 Ⅲ-20> 참조), 국내

영업과 해외영업, 그리고 자산관리업무를 3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영업의 경우 

기존의 성장성이 낮은 사망보장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성장이 높은 제3분야에 대해서는 M&A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영업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

다. 이 역시 M&A가 전략적 수단이다. 

<그림 Ⅲ-20> 다이이치 생명의 외형성장전략

 

 자료: Nishimura(2016)

또한 자산관리를 위해 국내와 해외영업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DIAM Aasset 

Managemnent와 Janus Capital Group을 각각 설립하였다. 일본 국내에서 금융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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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통화표시 

ETF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사 사

장의 재임기간이 대략 6~7년이며, 회사 내부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여 경영의 일관성

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향후 과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이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에서 정리한 일본 보험산업 변화와 대응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uzuki(2011)는 현재와 미래 보험산업 과제의 7개 Key words를 제시하였는데, 

Contraction, Diversification, Simplicity, Service, IT, Ageing, Asia 등이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그림 Ⅲ-21> 참조), 생산가능인구 등 인구 감소로 개인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전략적 M&A가 중요

시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구조 변화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

로 보험수요가 차별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도 높아지면서 상품 

및 판매채널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이 축소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

품이 단순화되고 있다. 특약이 통폐합되고 주계약 결합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졌다. 시장 축소로 계약자 유지가 중요

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자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재무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

해 업무 제휴와 연계 등이 활성화되었다. IT기술 발전으로 인슈테크가 활용되기 시작

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보험 등 제3분야 시장이 확

대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 보험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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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현재 및 향후 과제

자료: Suzuki(2011) 재정리

Suzuki(2011)는 7개의 Kew words를 병렬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

에서는 이를 인구 고령화에서 파생된 관계로 보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가 정

리되었다. 이하에서는 과제 중 향후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의 과제에 대

해 별도로 설명하였다.

가.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이고 장기요

양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고령층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초고령자,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015년 현재 75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은 75세 이상 가구 중 37%를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

인 비율도 10%를 넘었다(<표 Ⅲ-17>, <표 Ⅲ-18> 참조). 이 비율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서비스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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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독거노인 비중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65세 이상 가구 16,200 18,887 20,060 20,154 20,111 20,215

중 1인가구 4,980 6,008 6,679 7,007 7,298 7,622

75세 이상 가구 7,308 8,815 10,231 11,867 12,208 11,736

중 1인가구 2,693 3,265 3,820 4,473 4,726 4,660

비율 36.8 37.0 37.3 37.7 38.7 39.7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

<표 Ⅲ-18> 치매노인 비중

(단위: 만 명, %)

구분 2010 2012 2015 2020 2025

생활 의존도 2급 이하    
치매 노인

280 305 345 410 470

65세 이상 노인 중
비율

9.5 - 10.2 11.3 12.8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

그러나 초고령자,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과 같은 보험계약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에 제약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고객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고령화될수록 보험의 다양한 서비스가 보다 더 필요하다.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만기에 따른 만기환급금 지급, 개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고령계약자 만족을 위해 생명보험 계약을 3단계로 구분하여 주요 요소별로 필요

한 조치를 정리한 고령계약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7). 1단계: 상품구매단계, 2단계: 계약유지단계, 3단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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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계로 구분하여 고령계약자들이 보험상품을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

구까지의 과정을 세분화하고 고령계약자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구

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최근에 소개된 마이넘버75)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마이넘버를 활용함으

로써 계약자의 사망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요정보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보험(Longevity Pension) 개발을 

주장하였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개인안심보험이란 평생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과 연계한 종신연금보험인데, 직업과 소

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 인슈테크 활용

일본 보험회사들은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노

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상품 상담(보험로봇어드바이저),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활용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라이팅, 계약관리, 클레임, 투자 등 보험회사 가치창출 흐름(Value Chain)의 후

반부에 인슈테크가 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개발, 마케팅, 판매 등 가치창

출 흐름의 전반부에도 인슈테크의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Ⅲ-22> 참조).

<그림 Ⅲ-22> 보험회사 가치창출(Value Chain)과 인슈테크 도입 현황

자료: 佐々木学(2016) 수정

75)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으나 2016년 1월에 마이넘버카드를 발행하
여 국민들에게 통지하였음. 보조금 지급을 위한 소득확인, 생존확인 등의 사무업무 효율화
를 위하여 마이넘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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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마케팅 등에서도 인슈테크를 도입하고 있다. 악사다이

렉트는 인공지능 Pepper를 도입하여 얼굴 인증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적합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생명은 스마트폰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얼굴 인증만

으로 고객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 채널의 등장으로 보험판매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필

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고객에 대응함으로써 기존의 대면채널 

비중은 서서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IT기술 발달과 함께 의학기술 발달도 보험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

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어 이에 맞추어 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과 상품 개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

다. 특히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76) 특히, 일본 소

비자들은 보험회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그림 Ⅲ-23> 참조) 앞으로 인슈테크를 활용한 

상품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23> Accenture 설문조사 결과(2013년)

                   자료: Accenture(2013)

76) 田畑 康人·岡村 国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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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 암보험, 변액보험 

등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편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T를 이용하여 고객과 직

접 소통하게 될 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현재 보험회사의 수익구조가 적정한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위험률차익에서 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향후

에도 지속가능한지 점검하고 새로운 수익구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 M&A 및 해외진출

생명보험산업은 규모의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 제조업보다 훨씬 유

리한 측면이 있다.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더라도 원가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

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유계약액이 큰 회사일수록 사업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Ⅲ-24> 참조).

<그림 Ⅲ-24> 일본생명보험회사 보유계약액과 사업비율(2016년 3월)

(단위: 조 엔)

      자료: 内野逸勢(2017), “20年後の生命保険業界の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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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일본 국내시장 축소를 전망하는 상황에

서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회사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약자 리스크를 인수하고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보험회사가 매년 안정

적인 이익을 실현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서는 보유계약액 확대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들의 향후 이익 흐름을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보유계약액이 100조 엔 

이상인 회사는 모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흑자가 나는 회사도 있으나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

사도 존재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5> 참조). 100조 엔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보

험회사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에 따른 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상

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Ⅲ-25> 보유계약규모와 수익성과의 관계

(단위: %, 조 엔)

주: 향후 20년 이내 시장구조를 예측하여 추정함
자료: 内野逸勢(2017), “20年後の生命保険業界の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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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회사들 모두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M&A를 통한 것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

에서 40여개 생명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보유계약규모가 약 1,000조 엔 정

도인 것을 고려할 때 M&A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M&A가 궁극적인 답

이 될 수 없다. M&A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는 없

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해외진출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결책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동경해상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의 40%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M&A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후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현재 일본 보험산업이 

직면하는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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