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인도 보험시장 진출 사례

1. 외국 보험회사 현황

가. 인도 보험시장 자유화와 개방의 역사

인도 보험시장의 역사는 크게 식민지 시기, 국유화 시기, 자유화 시기로 나눌 수 있

다(<표 Ⅲ-1> 참조). 19세기에 이미 시작된 인도의 근대 보험산업은 일부 영국 보험회

사가 대도시에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였으며, 인도 독립 후 급속히 

변화하였다(<그림 Ⅲ-1> 참조). 1956년 생명보험 국유화, 1973년 손해보험 국유화를 

거쳐 2000년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외국 보험회사에 국내 보험회사 합작형태로 

진입을 허용하였다. 

<표 Ⅲ-1> 인도 보험산업의 발전 단계

구분 및 시기 시장상태

Phase Ⅰ: 식민지 시기

생명보험 1818~1956(138년) 245개 민영 보험회사: 경쟁시장

손해보험 1950~1972(122년) 107개 민영 보험회사: 경쟁시장

Phase Ⅱ: 국유화 시기

생명보험 1956~2000(44년) 보험회사 국유화, 정부독점: 1개사 체제

손해보험 1973~2000(28년) 보험회사 국유화, 정부독점, 1개사(4개 자회사 보유)

Phase Ⅲ : 자유화 시기

생명보험 2000년 이후 국내 및 외국 민영사에 시장 개방

손해보험 2000년 이후 시장개방, 과점시장

자료: Tapas Kumar Parida, Debashis Achary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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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에 245개의 인도 및 외국 보험회사들이 정부소유로 전환되어 국유화되었으

며, LIC Act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영 생명보험회사(LIC)가 설립되고 생명보험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 손해보험회사도 1973년 1월부로 완전히 국유화되어 107개 민영손

해보험회사에서 4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국영 손해보험회사(GIC)로 통합되었다.

인도 보험산업은 1990년대 이르러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1993년 인도의 보험산업

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Maholtra Committee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경쟁

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림 Ⅲ-1> 인도 보험시장 연혁 

    자료: AXCO; IRDAI

이후 인도 보험시장은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

게 되었으며, 보험시장 규제를 위하여 인도정부는 1999년 보험감독원법(IRDA Act76))

을 제정하여 2000년 IRDA가 설립된다. 이어 30여 년간 국가가 독점해 왔던 보험시장

76) Insurance Regulatory &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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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민간과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하였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국영 보험회사인 LIC가 

70%에 가까운 점유율로 여전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Ⅲ-2> 참조).

보험회사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중

Aditya Birla Sunlife 4,833 5,233 5,580 5,724 5,903 1.3

Aegon 453 559 502 451 531 0.1

Aviva 1,878 1,796 1,493 1,337 1,344 0.3

Bajaj  Allianz 5,843 6,017 5,897 6,183 7,578 1.7

Bharti  AXA 873 1,053 1,208 1,397 1,684 0.4

Canara  HSBC 1,823 1,657 2,060 2,295 2,781 0.6

DHFL  Pramerica 306 735 920 1,142 1,844 0.4

Edelweiss  Tokio 111 193 310 441 638 0.1

Exide  Life 1,831 2,027 2,047 2,409 2,532 0.6

Future  Generali 634 604 592 740 992 0.2

HDFC  Standard 12,063 14,830 16,313 19,445 23,564 5.1

ICICI  Prudential 12,429 15,307 19,164 22,354 27,069 5.9

IDBI  Federal 826 1,070 1,240 1,565 1,783 0.4

IndiaFirst 2,143 2,034 1,967 2,265 2,309 0.5

Kotak  Mahindra 2,701 3,038 3,972 5,140 6,599 1.4

Max Life 7,279 8,172 9,216 10,780 12,501 2.7

PNB  Metlife 2,241 2,461 2,828 3,236 3,954 0.9

Reliance  Nippon 4,283 4,621 4,398 4,027 4,069 0.9

Sahara 205 167 157 154 112 0.0

SBI Life 10,739 12,867 15,825 21,015 25,354 5.5

Shriram  Life 594 735 1,022 1,208 1,497 0.3

Star  Union Dai-ichi 949 1,135 1,307 1,511 1,783 0.4

Tata AIA 2324 2,123 2,479 3,171 4,163 0.9

민영 합계(INR) 77,359 88,434 100,499 117,989 140,586 30.6

(성장률) (-1.33) (14.32) (13.64) (17.40) (19.15) -

LIC(INR) 236,942 239,668 266,444 300,487 318,223 69.4

(성장률) (13.48) (1.15) (11.17) (12.78) (5.90) -

총계(INR) 314,302 328,102 366,943 418,477 458,809 100.0

(성장률) (9.44) (4.39) (11.84) (14.04) (9.64) -

민영 합계(USD) 1,268 1,379 1,496 1,812 2,071 30.6

LIC(USD) 3,882 3,736 3,965 4,614 4,689 69.4

총계(USD) 5,150 5,114 5,461 6,426 6,760 100.0

<표 Ⅲ-2> 인도 생명보험 회사별 수입보험료 규모 및 비중

(단위: 천만 루피, 천만 달러, %)

자료: IRDAI(2019),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F.Y.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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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방의 가속화

인도 보험시장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보이며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지만 

보험회사 설립 최저자본금이 높아 시장 진입장벽으로 회사 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어왔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최저자본금은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이

며 재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은 20억 루피(약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민간보험회사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

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다만, 소유권과 운영권은 인도인이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지분한도 상향 조정은 2014년 11월 의회 승인을 거친 후 2015년 8월 

부터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민영 보험회사들은 인도와 외국 보험회사의 합작 회사로 

해외 파트너들의 지분은 2018년 3월 말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35.09%, 

25.42%이다(<표 Ⅲ-3> 참조).

<표 Ⅲ-3> 인도 보험산업의 외국인 지분

(단위: %)

구분 2005 2010 2015 2017

생명보험 23.01 24.19 28.09 35.09

손해보험 18.54 16.26 19.54 25.42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 연호

또한 2015년 3월에 개정 보험업법 시행으로 외국 재보험회사는 면허를 얻고 인도에

서 지점 개설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다만, 이 

경우 최소 500억 루피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계약자 기금에 대한 인도 국외 투자

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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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

1) 주요 국가별 진출 현황

2017년 기준 인도 생명보험시장에서는 24개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20개의 

회사가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이다. 주요 외국계 합작 생명보험회사는 독일, 미국, 일

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Aviva Life, Canara HSBC OBC Life, HDFC Standard 

Life, ICICI Prudential Life, IndiaFirst Life, Kotak Mahindra OM Life 등이다.

인도 손해보험시장에서 총 33개 회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19개 회사가 외국기업과

의 합작회사이다. 이 중 독일(Allianz, ERGO, HDI-Gerling Industrie Versicherung 

AG, Munich Health Holding AG)과 미국(Liberty City State Holdings, AIG MEA 

Investments and Services, Cigna Holdings Overseas), 일본(Mitsui Sumitomo, Tokio 

Marine Asia, Sompo Japan)의 보험회사가 인도 손해보험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

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는 2018년 9월 기준 11개 지점, 5개 사무소, 2개 현지법인이 인

도에 진출해 있다. 지점은 모두 은행 지점이며 신한은행 6개, 우리은행 3개와 기업은

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1개 지점이 진출해 있다. 보험권역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 

2004년에, 삼성화재는 2009년에 인도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현지에 진출하였으나, 삼

성생명이 2015년 철수하였고 삼성화재도 2019년 5월 현재 철수 중이다. 반면 현대해

상은 2018년 6월 25일 이사회에서 해외사무소 신설 건을 의결한 이후 인도시장 진출

을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2019년 2월 사무소 설립 허가를 IRDAI로부터 받아 뉴

델리 인근 구르가온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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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국내 금융회사 인도시장 진출 현황(2018년 9월 기준)

구분 지점 사무소 현지법인

은행
11개 

(우리은행 3개, 신한은행 6개, 

기업은행, 하나은행) 

4개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수출입은행)

-

여전 - -
현대캐피탈 

(뉴델리)

생명보험 -
*삼성생명

(’04년 설립, ’15년 철수)
-

손해보험 -

삼성화재 
(2009년, 구르가온, 

2019년 5월 현재 철수 중)

현대해상
(2019년, 구르가온)

-

자산운용 - -

미래에셋자산
운용

(뭄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2018); 2019년 5월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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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보험회사 사례 - 촐라 MS

가. 회사개황

촐라만달람 미쓰이 스미토모 손해보험 주식회사(Cholamandalam Mitui Sumitomo 

General Insurance Company Limited, 이하, ‘촐라 MS’)는 인도의 무루가파 그룹77) 산

하 TI 금융지주회사(TI Financial Holdings)와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회사의 합작 손해

보험회사이다(<표 Ⅲ-5> 참조). 2001년 타  나두주의 주도인 첸나이에서 설립되었고 

2003년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손해보험회사와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다. 촐라 MS는 이

후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010 회계연도에 100억 루피에 도달하

더니 성장이 더욱 빨라져 2016년 200억 루피, 2017년 300억 루피, 2018년 400억 루피

를 달성하였다(<표 Ⅲ-6> 참조). 또한 각종 수상 사례에서 보듯 조직과 영업 면에서 촐

라 MS의 사례는 외국의 손해보험회사가 인도의 비보험회사와 합작을 통해 인도에 진

출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현지 합작회사를 찾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Ⅲ-5> 촐라 MS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 설립일 2001년 11월 2일

회사명 Cholamandalam MS General Insurance Company Limited

회사 종류 주식회사/인도 비정부 회사

상장여부 비상장

주소 Dare House, ⅡFloor, NSC Bose road, Parrys, Chennai - 600001

자료: Chola MS, Annual Report, 2017-18

촐라 MS의 인도와 외국 회사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1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외국

인 투자지분 한도가 49%로 늘어나면서 2015년 미쓰이 스미토모도 외국인 투자지분을 

77) 무루가파(Murugappa) 그룹은 1900년부터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온 인도 기업
집단으로 현재 9개의 상장사와 3개 금융회사를 포함한 28개 회사를 가지고 있음. 주력 업
종은 공업용 연마재, 자동차 부품, 제당업과 금융업까지 다양하며 인도와 6개 대륙에 걸쳐 
50,000명을 고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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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서 40%로 늘렸으며, 현재 무루가파 그룹이 60% 지분을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40%의 지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Ⅲ-6> 촐라 MS 주요 성과

연도 주요 성과

2002 영업 개시

2003 미쓰이 스미토모와 합작 체결

2011 원수보험료 100억 루피 달성

2012 보험청구 최고상 수상

2013 세전이익 1,000만 루피 달성

2014 Golden Peacock 상 수상 - 기업지배구조 부문

2015 400만 고객 달성, 세전이익 2,000만 루피 달성

2016 원수보험료 200억 루피 달성, 미쓰이 스미토모 지분 40%로 증가

2017 원수보험료 300억 루피 달성

2018 원수보험료 400억 루피 달성

자료: Chola MS, Annual Report, 각 연호

나. 경영지배구조

촐라 MS의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의장 포함 8명으로 의장(Chairman), 비경영이사

(Non-Executive Driector) 2명, 사외이사(Independent Director) 3명, 경영이사(Managing 

Director) 1명, 상근이사(Whole Time Director) 1명으로 인도인 6명과 일본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7> 참조). 6인의 인도인 이사 중 3명은 무루가파 그룹 소속이며, 

특히 의장인 MM Muruggapan은 무루가파 그룹의 4세 경영인으로 2018년부터 그룹을 

이끌고 있다. 다른 인도인 3명은 보험분야 전문가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이다. 일본인 이사 2명은 모두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소속 임직원이다. 연령은 일본인 이사 2명 포함해서 3명이 50대이고 나머지 인도인 이

사 5명은 모두 60대이다. 여성 이사는 사외이사 1명이다. 이사회 구성에서 인도인-일

본인 비율은 2014년부터 같은 비율로 유지되어 왔는데, 무루가파 그룹 소유 경영인인 

의사회 의장과 3인의 사외이사가 인도인으로 지명되고, 각각 2인의 경영이사와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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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사 중 한 명씩을 나누어서 인도와 일본의 자본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

로 보인다.

<표 Ⅲ-7> 촐라 MS 이사회 구성

직책 성명 국적 추천 비고

의장
(Chairman)

Mr. M.M. Murugappan 인도 무루가파
그룹 

경영인

사외이사
(Independent Director)

Ms. S. Panse 인도 독립
은행

전문가

사외이사
(Independent Director)

Mr. N.S.R.C. Prasad 인도 독립
보험

전문가

사외이사
(Independent Director)

Mr. M.R. Prasad 인도 독립
보험

전문가

비경영이사
(Non-executive Director)

Mr. N. Srinivasan 인도 무루가파 -

비경영이사
(Non-executive Director)

Mr. Tamaki Kawate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

경영이사
(Managing Director

Gopalarathnam 인도 무루가파 -

상근이사
(Wholetime Director)

Takahiko Shibakawa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

자료: Chola MS, Annual Report, 2017-18

촐라 MS는 감사(Audit)위원회, 자산운용(Investment)위원회,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위원회, 계약자보호(Policyholder Protection)위원회,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위원회, 임원추천 및 보상(Nomination and Remuneration)위원회, 영업(Business)위원회와 경영

(Management)위원회의 8개 위원회(Committee)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시키고 이사회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경영성과

주요 재무지표를 보면 촐라 MS는 2002년도 영업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Ⅲ-8> 참조). 먼저 총자산은 2002 회계연도에 1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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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에 불과하였으나 2010 회계연도에 116.8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2017 회계연도 말 

현재 777.2억 루피를 기록하며 15년 동안 64배로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도 크게 성장하였다. 2002 회계연도 원수보험료는 1.5억 루피

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6.9억 루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2012 회

계연도에 162.1억 루피로 8년간 다시 10배 성장하고, 2017 회계연도에는 410.3억 루

피로 15년간 277배가 성장하였다. 

자산 및 수입보험료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순익도 크게 늘어 내실있는 성장을 보여

주는데 2006 회계연도에 3천만 루피 대 적자에서 1.3억 루피로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순익이 매년 수익이 줄어들어 2010년 2.3억 루피의 적자를 다시 기록하였으나 다음해

인 2011년 즉시 반등하여 1.9억 루피 흑자를 기록하고 계속 흑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13.7억 루피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7 회계연도에는 24.3억 루피 흑자를 기록

하였다.

<표 Ⅲ-8> 촐라 MS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루피)

회계연도 총자산 자본 원수보험료 순익

2002 1,214 1,019 148 -31

2003 1,971 1,327 971 -62

2004 2,316 1,294 1,693 -33

2005 2,594 1,262 2,202 -31

2006 3,361 1,380 3,007 125

2007 4,700 1,434 5,223 72

2008 5,366 1,475 6,854 70

2009 7,513 2,793 7,849 24

2010 11,679 2,570 9,680 -229

2011 15,097 3,257 13,465 191

2012 24,860 4,359 16,209 602

2013 31,263 5,824 18,551 701

2014 36,089 7,190 18,904 1,371

2015 44,258 8,529 24,520 1,479

2016 58,055 10,751 31,333 2,081

2017 77,715 12,961 41,026 2,426

자료: Chola MS, Annual Report, 각 연호



인도 보험시장 진출 사례 81

촐라 MS의 빠른 성장은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빠른 성장에 주로 기인하지만 손해보

험시장에서 점유율도 상승하였다. 촐라 MS의 인도 손해보험시장점유율은 2011년 

2.53%, 2012년 2.35%, 2013년 2.54%, 2014년 2.4% 등 2014년까지 2% 중반대에 머물

다, 2015년 2.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2017년 3.1%로 시장점유율이 상승 중이다.

<표 Ⅲ-9> 촐라 MS 상품 구성
(단위: 백만 루피, 백만 달러, %)

상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화재
보험수입

(비중)

349

(3.6)

446

(3.3)

517

(3.1)

602

(3.4)

660

(3.3)

686

(2.6)

1,109

(3.3)

영업이익 64 204 84 84 198 272 506

해상
보험수입

(비중)

157

(1.6)

165

(1.2)

213

(1.3)

220

(1.2)

165

(0.8)

120

(0.4)

169

(0.5)

영업이익 16 49 109 108 102 96 66

자기차량
보험수입

(비중)

4,757

(49.2)

5,484

(41.0)

6,026

(36.5)

6,011

(33.8)

6,519

(32.3)

8,572

(32.1)

9,571

(28.9)

영업이익 100 1,377 1,152 1,293 866 1,031 2,202

3자배상
보험수입

(비중)

336

(3.5)

2,605

(19.5)

5,909

(35.8)

7,642

(43.0)

8,966

(44.4)

12,960

(48.6)

16,879

(50.9)

영업이익 -230 -1449 -1127 -92 -547 -31 -488

자동차 
합계

보험수입
(비중)

6,451

(66.7)

9,382

(70.1)

12,332

(74.7)

13,985

(78.7)

15,939

(79.0)

21,514

(80.6)

26,450

(79.8)

영업이익 -561 -202 -257 1,170 629 818 1,356

개인상해
보험수입

(비중)

235

(2.4)

269

(2.0)

342

(2.1)

528

(3.0)

715

(3.5)

1,039

(3.9)

1,450

(4.4)

영업이익 -10 30 37 163 211 210 798

건강
보험수입

(비중)

1,780

(18.4)

2,410

(18.0)

2,136

(12.9)

1,561

(8.8)

1,684

(8.3)

1,940

(7.3)

2,337

(7.1)

영업이익 108 337 394 108 385 494 564

기타
보험수입

(비중)

240

(2.5)

152

(0.1)

271

(1.6)

368

(2.1)

348

(1.7)

538

(2.0)

363

(1.1)

이익 186 45 59 125 103 358 86

합계
보험수입

(비중)

9,678

(100)

13,379

(100)

16,508

(100)

17,777

(100)

20,174

(100)

26,692

(100)

33,131

(100)

영업이익 155 890 1,016 2,007 2,131 2,971 3,466

합계
(USD)

보험수입 181 228 270 277 300 410 488 

영업이익 3 15 17 31 32 46 51 

자료: Chola MS, Annual Report, 각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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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품구성 변화

촐라 MS의 상품 구성은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80% 가까이 집중

되어 있다(<표 Ⅲ-9> 참조). 특히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자

기차량보험도 3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인다. 높은 수입보험료 비중에도 불구하고 제3

자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수익은 해마다 적자를 보이는데, 이는 제3자 책임보험이 의무

보험으로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50%에 가깝던 자기차량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8.9%까지 떨어진 반면, 2012년에도 20%에 못 미치던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의 비중은 2017년에 50.9%까지 높아졌다. 

건강보험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2011년 18.4%에 달하였으나 2017년에

는 7.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익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개인상해 보험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1년 2% 중반에서 2017년 4.4%까지 비중

이 높아졌다.

촐라 MS의 상품 중 이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상품은 자기차량보험으로 2017년

에는 총 35억 루피의 영업이익 중 자차보험에서만 22억 루피를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

어 개인상해 약 8억 루피, 건강보험 5억 6천 루피, 화재보험 5억 루피 등으로 촐라 MS

의 이익에 기여하였다. 개인상해보험의 경우 이익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3,000만 루피의 흑자로 돌아선 뒤 2014년 1억 6천 루피, 2016년에 2억 루피를 

돌파하는 등 촐라 MS의 이익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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