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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1. 생명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생명보험시장의 현황

1) 생명보험계약 현황

현재 이익의 원천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라 할 수 있는 보유계약

고7)는 2010년대 들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보험 보유계약고는 2011년 

약 865조 엔에서 2019년 830조 엔으로 줄어들었다. 10년간 약 4.1%가 감소한 셈이다. 미

래이익의 원천이자 성장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신계약고는 최근 10년 동안 큰 폭으로 감

소하였다. 생명보험 신계약고는 2011년 약 65.6조 엔에서 2019년 49.7조 엔으로 24.2%

나 줄어. 이에 비해 보유계약 건수는 2011년 1억 2,720만 건에서 2019년 1억 8,748만 건

으로 10년 만에 47.4%나 증가했다. 신계약 건수 역시 2011년 약 162만 건에서 2019년 약 

208만 건으로 10년 동안 28.2% 늘어났다.

[보유계약] [신계약]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16; 2020)을 참조해 작성함

<그림 Ⅱ-1> 생명보험 계약고 및 건수 추이

7) 보유계약고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의 총합계액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약의 사망

보험금액을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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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개인보험의 계

약고는 줄어드는데 계약 건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 보유

계약고는 2015년에 전년 대비 0.1% 증가했는데, 일본에서 생명보험 보유계약고가 증가한 

것은 19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다 다시 3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유계약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는 보장금액이 큰 사망보장보다는 생존 시의 보장을 강화하는 의료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품종류별로 보면 보유계약고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의 보유

계약고는 2011년 184조 엔에서 2019년 302조 엔으로 118조 엔(64.1%) 증가하였다. 다음

으로는 종신보험이 2011년 120조 엔에서 2019년 190조 엔으로 70조 엔(58.3%)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액보험은 소폭 증가(5조 엔)하는데 그쳤다. 한편 정기부종신보

험과 이율연동형적립종신보험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정기부종신보험의 보유계약고는 

최근 10년 동안 143조 엔(-67.1%), 이율연동형적립종신보험은 84조 엔(-67.2%)이나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그림 Ⅱ-2> 참조).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16; 2020)을 참조해 작성함

<그림 Ⅱ-2> 상품종류별 생명보험 보유계약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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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현금 유입의 주요 지표인 수입보험료는 2011년 36.3조 엔에서 2019년 31.4조 엔으로 

13.4% 감소하였다. <그림 Ⅱ-3>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연 단위로 보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3

년도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3년 4월의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2012년도의 저축성상

품 판매실적 신장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으며, 2016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11.4%)한 것은 일시납상품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판매정지 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장기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저금리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수입보험료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료: 生命保険の動向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3>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추이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를 보면, 주요 보험종목 중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개인보험뿐

이며, 나머지 3개 보험종목은 모두 감소하였다.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011년 22조 

7,341억 엔에서 2019년 23조 5,574억 엔으로 8,233억 엔(3.6%)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고

령화가 심화되고 공적연금이 여전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험과 단체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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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보험료는 모두 30% 가까이 감소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2011년 4조 6,790억 엔에서 2019년 3조 3,002억 엔으로 감소(1조 3,788억 엔, 

-29.5%)했으며, 기업연금을 포함하는 단체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11년 3조 9,258억 

엔에서 2019년 2조 8,337억 엔(1조 921억 엔, -27.8%)으로 줄어들었다(<그림 Ⅱ-4> 참조).

주: 기타에는 수재보험료 등이 포함됨

자료: 生命保険の動向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4>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 추이

이와 달리 자산운용수익의 원천인 총자산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생명보험 총자산은 2011년 327조 엔에서 2019년 393조 엔으로 20.1% 증가

하였다(<그림 Ⅱ-3> 참조). 이처럼 수입보험료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총자산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률8)을 바탕으로 매년 8조 엔에서 12조 

엔의 자산운용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 이익

생명보험의 경상이익은 최근 10년간 2~3년 간격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8) 간이생명보험을 포함한 일반계정 수익률은 2011년 1.92%, 2012년 2.36%, 2013년 2.40%, 2014년 2.58%, 

2015년 1.92%, 2016년 1.96%, 2017년 1.76%, 2018년 1.91%, 2019년 1.48%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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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경상이익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376억 엔, 4,082억 엔

이 증가하며 두 자릿수의 증가율(21.0%, 13.2%)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에 큰 폭

(-7,445억 엔, -21.2%)의 감소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9년에 다시 큰 폭(-8,109억 엔, -26.9%)으로 감

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 생보업계 전체 경상이익은 2011년 2조 5,836억 엔에

서 2019년에는 2조 2,055억 엔으로 14.6%(3,781억 엔) 감소하고 말았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활동이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초이익9)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전년 대비 4,919억 엔(12.9%), 1,030억 엔

(2.7%) 감소하긴 했지만 경상이익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생보업계 전체 기초이익은 2011년 3조 747억 엔에서 

2019년 3조 6,683억 엔으로 증가(5,936억 엔, 19.3%)하였다(<그림 Ⅱ-5> 참조). 

자료: 生命保険の動向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5> 경상이익 및 기초이익 추이

9) 기초이익은 보험료수입 및 보험금·사업비 등의 보험영업수지와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관계수

지로 구성됨.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적인 기간손익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됨. 경상이익에서 유가증권 매각손익 

등의 자본손익과 특별손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함. 일본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평가할 때 당기

손익보다는 기초이익 개념을 주로 사용함. 당기손익의 경우 자산 매각손익 및 특별손익의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회

사 경영의 안정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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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익 대비 기초이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상향하는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보험의 낮은 실효해약률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보험금지급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Ⅱ-6> 참조). 개인보험의 실효해약률은 2011년 6.8%에서 

5.8%로 10년 만에 1%p 낮아졌다. 보험금지급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조 엔 이상

을 기록하다 최근 4년간은 30조 엔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生命保険の動向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6> 실효해약률과 보험금지급액 추이

나.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이슈

1)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환경변화

생명보험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약이 유지되는 초장기계

약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책임은 생명보

험회사들이 짊어져야 한다.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환경이 아무리 급속하게 변하더라

도 그 계약이 유지되는 한 생명보험회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이 급속하

게 변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경영 현실을 변화하는 환

경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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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변하면 이전 환경에서 맺은 계약은 오롯이 생명보험회사의 부

담으로 남게 되고, 다른 것을 이용해 이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회사에 위협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환경변화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병존할 수도 있다. 생

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그림 Ⅱ-7>은 오늘날 일본의 생명보험업계가 직면해 있는 구조적 환경변

화를 8가지 범주로 구분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3가지로 다시 범주화하면 인구구조의 변

화, 사회구조의 변화, 기술구조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장수화, 인구감소, 다사사회의 

도래 등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세대구조의 변화와 개인 및 지역의 다양성 확대는 사회구

조의 변화를, 질병구조의 변화와 의료의 진전, 디지털화의 진전은 기술구조의 변화를 불

러오고 있다. 이들 각각의 구조변화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술구조의 변화 요소로 든 의료의 진전

은 고비용 의료기술의 확산이란 형태로 사회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수화

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기반은 물론 경영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

하다. 이런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명보험회사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생명보험회사는 큰 위협에 직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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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21)

<그림 Ⅱ-7>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구조적 환경변화

2) 2025년 문제와 2035년 문제

일본은 2005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함으로써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3,000

만 명에 조금 못 미쳤던 60세 이상 인구 수는 이후 급증하여 2015년 4,200만 명에 달한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고객인 단카이세대(1947~49년생)가 모두 후

기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2025년 문제’를 앞두고 있다(<그림 Ⅱ-8> 참조). 2025년 총

인구는 2015년 대비 4.6% 감소해 간신히 1.2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의 인구는 4% 증가한 4,400여만 명(전체인구의 37%)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문제’

에 대해 닛세이기초연구소의 마에다(前田) 주임연구원은 보험매일신문사(2021. 3. 5)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생명보험회사에게는 순풍, 큰 기회의 시간이다. 앞으

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바싹 다가가는 ‘생활지원의 기능’이 기대된

다.”고 말했다. 영업직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영업직원에 의한 지역밀

착형 서비스가 고령자용 서비스와 잘 어울리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주석연구원 우치노 하야나리(內野逸勢 2017)는 “단카이세대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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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므로 고령자용 상품의 판매 증가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건강연령연동형 소액단기보험10)의 보

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35년이 되면 단카이세대의 대부분이 사망평균연령에 도달하고 단카이주니어세대

(1971~74년생)가 모두 60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를 ‘2035년 문제’라고 한다. 2035년에 

일본의 총인구는 2025년 대비 7% 감소한 1.1억 명 정도로 예상되고, 60세 이상 인구는 

2025년보다 5% 늘어나 전체인구의 42%(약 4,600만 명)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0대 

연령층이 16% 감소해 약 1,500만 명으로 감소하고, 50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인구의 55%

를 차지할 전망이다. 2035년에는 단카이세대의 대부분이 사망평균연령에 도달하고, 단카

이주니어세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 되면서 현재의 생명보험회사의 주요고객인 단카

이세대 및 단카이주니어세대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2025년과 2035년을 기점으로 주요고객인 단카이세대와 단카

이주니어세대의 상황이 크게 변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고객의 고령화에 따른 경

제활동 위축으로 상품판매 감소 및 보험금지급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과 함께 선배세대를 

지켜본 후배세대들의 보험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 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內野逸勢(2017), p. 4

<그림 Ⅱ-8> 2025년 문제와 2035년 문제

10) 건강연령연동형 소액단기보험에 대해서는 3장의 소액단기보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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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인지증 환자의 증대

일본에서는 초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인지증 환자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2012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지증 환자는 462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의 15.0%(7명 중 1명)가 인지증을 앓고 있었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5명 

중 1명(20.0%)이, 2065년에는 3명 중 1명(34.3%)이 인지증 환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인지증 유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Ⅱ-9> 참조). 

[인지증 추정 유병자수와 추정 유병률] [연령대별 인지증 유병률]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21)

<그림 Ⅱ-9> 고령자 인지증 환자의 증가 추이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인지증 대책 추진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2018년 12월 ‘인

지증 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였다. 약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2019년 6월 ‘인

지증 대책 추진요강’을 발표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에 ‘일본

인지증민관협의회’를 설립하였다. 2020년 8월에는 금융청 금융심의회에서 ‘고객본위의 

업무운영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금융청은 인지판단능

력 등이 저하된 고객과 그 가족에 대해 고객본위의 관점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무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등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심감을 심어주

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금 등의 청구를 권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능동적으로 접근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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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증서포터11) 양성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나섰다. 동 협회는 생명보험 각사의 종

업원들이 인지증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증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8월 기준 약 11만 명인 생보업계 인지증 서포터의 

수를 더욱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생명보험 계약자 여러분

께–가족과 함께 대비하는 인지증」이라는 정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계약자가 인

지증을 앓게 되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국 자신의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인지증 전문가인 대학교

수의 감수를 받아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인지증 및 경도인지장해(MCI)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12) 주계

약으로 인지증을 보장하는 상품, 의료보험 등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인지증

을 보장하는 상품, 개호보험 지급사유에 인지증을 포함하는 상품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은 인지증을 보장하는 상품의 부가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인지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전용 앱에 의한 인지기능 상태 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표 Ⅱ-1> 참조).

11) 인지증서포터는 인지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도를 가지고 지역과 직장 등에서 인지증 환자 및 그 가족에 대

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함

12) 2019년 6월에 발표된 ‘인지증 대책 추진요강’에도 대책의 하나로 ‘인지증에 관한 다양한 민간보험의 추진’이 들

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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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① 인지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서비스

MCI/인지증 상담전화
경도인지장해(MCI)·인지증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전문상담 서비스

인지기능 체크테스트 전화·앱 등으로 인지기능 상태 체크 서비스

MCI스크리닝검사 채혈로 MCI 징후 조기발견 가능 서비스

뇌 트레이닝 앱 인지증 예방을 위한 게임 앱 서비스

헬스케어 앱 걸음 수 측정 등 건강증진 앱

② 계약자가 인지증에 
걸린 이후의 
지원 서비스

성년후견제도 지원
재산관리위임계약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 및 
성년후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법무사 소개·중개하는 서비스

간주후견제도

청구권자의 판단능력이 없고,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도 선입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인의 승낙 하에 편의상 후견인으로 설정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

가족신탁상담
인지증에 따른 재산동결에 대비 법무사·행정서사와 
가족신탁에 대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가족멘탈케어 돌봄 중인 가족의 고민 상담 서비스

③ 기타 서비스

가족 대신 방문서비스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운영자에게 방문을 요청,
경비회사의 안내인이 가족 대신 계약자 자택을 방문
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진단서취득대행서비스
진단서 취득이 곤란한 고객 대상으로 보험금 등의 
청구 시 진단서 취득을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서비스

호적취득대행업자
소개서비스

보험금 등 청구 시 호적등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행업자 안내

의료기관 정보제공 및
상담전화

집 근처에서 인지증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정보 제공, 의료관련 상당 제공

개호시설 정보제공 및
상담전화

전국의 개호시설·방문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 및
생활지원·개호관련 상담 지원

가족등록 및 문의
서비스

사전등록 가족의 경우 계약내용 조회, 주소 변경, 
보험증권 재발행 청구, 각종 청구서 요청 등 가능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21)

<표 Ⅱ-1> 생명보험회사의 인지증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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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손해보험시장의 현황

1) 수입보험료

2019년도 말 현재 일본손해보험시장의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8조 6,094억 엔으로 

2018년도 8조 3,928억 엔 대비 2,166억 엔(2.6%) 증가하였다. 2017~2018년도의 수입보

험료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1.7%, 0.1%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화재보험의 판매 

확대 등에 기인하여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2019년도의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구성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5조 880억 엔

(59.1%),13) 화재보험 1조 2,807억 엔(14.9%), 특종보험 1조 3,035억 엔(15.1%), 제3보험 

6,750억 엔(7.8%), 해상·운송보험 2,622억 엔(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 40% 수준인 미국과 EU시장과 비교하면 자동차보험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특종보험분야는 배상책임보험을 필두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항공보험, 원자

력보험과 사이버보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2015~2019년 5년간 평균 5.9%의 지속

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종목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화재 13,375 7.9 11,378 -14.9 11,504 1.1 11,849 3.0 12,807 8.1

자동차 39,987 3.1 40,691 1.8 41,102 1.0 40,548 -1.3 41,089 1.3

상해 6,893 -1.7 6,729 -2.4 6,889 2.4 6,876 -0.2 6,750 -1.8

신종 10,330 5.5 11,044 6.9 11,723 6.1 12,491 6.6 13,035 4.4

해상 2,645 -0.5 2,388 -9.7 2,483 4.0 2,535 2.1 2,622 3.4

자배책 10,367 1.6 10,208 -1.5 10,104 -1.0 9,629 -4.7 9,791 1.7

합계 83,597 3,4 82,439 -1.4 83,806 1.7 83,928 0.1 86,094 2.6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2020), p. 67

<표 Ⅱ-2>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13) 의무보험인 자동차배상책임보험 9,791억 엔(11.4%)이 포함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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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가입률은 대인배상보험·대물배상보험 모두 70%를 초과하고 있

다. 향후 일본 자동차보험시장은 총인구의 감소,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 및 중장년층의 감

소 등으로 전체 운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으로 장래 자동운전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점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森慎一 2019, p. 24).

2) 총자산

2019년도 현재 손해보험업계 총자산 규모는 보유 중인 주식과 국채의 감소 등으로 2018

년 31조 5,108억 엔에서 2019년 30조 6,480억 엔으로 2.7% 감소하였다. 그리고 운용자산

의 규모는 2018년 28조 1,604억 엔에서 26조 9,667억 엔으로 4.2%나 감소하였다. 2017

년의 총자산 및 운용자산 규모가 각각 32조 3,144억 엔, 29조 6,090억 엔과 비교하면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2020)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10> 일본 손해보험의 총자산 추이

3) 경상이익

2019년도의 손보업계 전체의 경상이익은 자산운용수익 및 보험인수이익의 감소에 의해 

2018년 8,643억 엔에서 2019년 5,965억 엔으로 2,678억 엔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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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도 특별손실의 증가 등에 따라 2018년 6,765억 엔에서 2019년 4,576억 엔으로 

2,189억 엔이나 축소되었다.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2020)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11> 일본 손해보험의 경상이익 추이

나. 손해보험시장의 주요 이슈

1) 개요

최근 직판 및 통신판매 채널이 대량으로 TV CM 등을 통해 판매 건수를 확대하고 있는 상

황도 대리점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상품를 선호하는 고객니즈를 반영하여 법인 및 일반사업자를 대

상으로 한 컨설팅영업에 전력을 다하는 대리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보험료 전액을 손금처리 가능한 절세형 보험상품이 발매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과로사를 보장하는 노동재해종합보험, 경영층의 과실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인영업은 각 사업장별로 리스크를 정확

하게 분석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이버 등 직판채널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한 컨설팅영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 및 지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며, 지진보험 세대가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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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말 9.0%에서 2017년말 현재 31.2%로 3배 이상 증가(森慎一 2019)하였다. 日本損

害保険協会(2020)에 의하면 지진보험 세대가입률은 2019년 말에 33.1%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진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1995년 약 518만 건에서 2019년 약 1974만 건으

로 2.81배 늘어났다. 최근에는 지진의 강도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에 발생한 진도 6 이상의 지진 17회 중 8회가 2010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에 따

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총보험금 2조 425억 엔 중 1조 8,864억 엔(92%)이 2010

년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5년 이후 사망자(실종자 포함)가 100명 

이상 발생한 풍수재해는 총 32건이었는데, 이 중 7건(22%)이 201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2010년 이후 발생한 풍수재해는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풍수

재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 중 상위 7건이 2010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풍수재해 보험금지급액 4조 3,744억 엔 중 3조 1,043억 엔(71%)이 2010년 이후

에 발생한 풍수재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보험 세대가입률] [지진보험 보유계약 건수]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2020)을 이용해 작성함

<그림 Ⅱ-12> 지진보험 세대가입률 및 보유계약 건수 추이

이에 대해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리스크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손해보험에 대한 니

즈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잠재적 니

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현상과 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손해보

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인력의 경영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배양하여 리스크 컨설팅 제공함

으로써 고객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손해보험상품 개발 동향 및 전망

일본 손보시장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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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최근 손해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완형 상품인 의료, 연금 및 개호비용 상품

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농업보험분야에서는 수

익성과 6차산업화에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소외된 시장으로 인식되는 중소기업시장에 특화한 상품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과거

와는 다른 각 업종별 리스크를 분석·파악하여 세분화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손해보험회

사가 출현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보험상품을 보완·개선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무늬만 종합보험이 아닌 실

제로 효율성이 높은 보장상품을 개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넷째, IoT, AI 등 기술혁신과 함께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손해보험회사가 가장 중시

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자동차보험시장이다.

  자료: 鈴木治 外 3人(2019a), p. 42

<그림 Ⅱ-13> 손해보험상품의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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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일본 손보업계의 상품개발 방향성에 대해 기업물건과 개인물건으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기로 한다. 우선 기업물건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업보험, 연금보

험 등 공적보험의 보완형 상품 확충, 화재보험, 특종보험분야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리스

크별 세분화 진행, 제3분야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한 상품보완 및 개선,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기업 규

모·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단순한 패키지·주문형 상품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가 포

함된 상품 등 다양한 기업형 상품개발이 전개될 것이다.

자료: 鈴木治 外 3人(2019a), p. 150

<그림 Ⅱ-14> 손해보험상품 개발 5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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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물건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이미 

장기화가 진행되었고, 자동차보험 보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자율주행기능의 발달에 따라 사고발생의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통신회선 또는 자

동차제조사의 과실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자동차보험상

품의 담보를 초과하는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리스크와 서비스를 첨부하는 움직임은 확대될 전망이다.

3) 손해보험종목별 과제

일본 손해보험시장의 보험종목별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화재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30%

는 화재가 아닌 자연재해리스크 담보(풍수해, 폭설 등)에 충당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

제가 손해보험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4) 또한 거대 지진의 발생과 함께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상재해리스크의 대형화도 손해보험회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

오고 있다.

둘째, 최대 시장인 자동차보험의 과제는 AI와 IoT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영

향을 받아 향후는 시장규모가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鈴木治 外 3人(2019a)

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차판매 대수의 2030년 예측치는 

2014년 495만 대 대비 35만 대(7.1%) 감소한 460만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차판매대수와 함께 자동차보험시장의 수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교통사고발생 건수 및 교

통사고 사상자 수 등이다. 이것은 향후 첨단안전자동차(Advenced Safety Vehicle; ASV)

와 자율운전자동차의 진화 속도 및 보급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2004~2016년 교통사고발생 건수 및 교통사고사상자 수가 약 50% 감소하였

다. 이처럼 대폭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낸 핵심 요소는 첨단안전자동차의 보급이다. 일본

의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ASV 탑재차에 대해 순

보험료의 9%를 인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鈴木治 外 3人 2019a).

셋째, 2016년 현재 특종보험의 주요 상품별 수입보험료 구성을 보면, 배상책임보험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비용·이익보험 규모 10.4%, 동산종합보험이 9.3%, 기타 상품이 

32.0%를 나타내고 있다(鈴木治 外 3人, 2019a). 최근 배상책임보험 및 비용·이익보험의 

14) 지진화재비용보험은 지진, 분화, 해일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에 기인하여 건물이 반소(半燒) 이상 또는 보험대상의 

가재도구가 전소된 경우 보험금액의 5%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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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종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원수보험료 중 상당한 부분을 재보험

에 출재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일본 손해보험시장의 향후 10년을 전망해 보면, 가장 큰 과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급속한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편중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업종의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가

계성물건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의 인프라와 인재육성시스템을 기업물건과 신종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자료: 鈴木治 外 3人(2019a), p. 30

<그림 Ⅱ-15> 일본 손해보험시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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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단기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소액단기보험의 개념

과거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불특정의 사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합

원 등 특정의 사람을 보장하는 공제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갖고 있는 공제(인가공제)와 근

거법이 없는 공제(무인가공제) 모두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인가공제의 규모가 증대하고 그 형태가 다양화하자 보험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무인가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의 대상으로 삼아 규제·감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

액단기보험업을 보험업의 정의에 포함한 개정보험업법이 2005년 4월 22일에 국회를 통

과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본에 소액단기보험이 도입되었다. 

소액단기보험은 보험금액이 소액이고 보험기간이 1년(제2분야는 2년) 이내인 보험을 말

한다. 소액단기보험은 모두 보장성상품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1인당 인수할 수 있는 보험

금액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표 Ⅱ-3>의 보험종목 1~6까지 보험의 보험금액 합계액이 

1,000만 엔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로써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피보험자 1인당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액 상한의 최소 2배에서 5

배까지 인수할 수 있다. 즉 2013년 3월 31일 현재 기계약 피보험자는 각각의 구분에서 정

하고 있는 상한금액의 5배(단 의료보험은 3배)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2013년 4월 1일부

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의 신규계약 피보험자는 상한금액의 3배(단 의료보험은 2배)까

지,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신규계약 피보험자는 상한금액의 2배까

지 가입할 수 있다.15)

15) 一般社團法人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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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보험금 상한액

1. 사망보험 300만 엔 이하

2. 의료보험(상해질병보험) 80만 엔 이하

3.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300만 엔 이하

4.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특정중증장해보험1) 600만 엔 이하

5. 상해사망보험
300만 엔 이하

(조정 규정이 있는 상해사망보험은 600만 엔)

6. 손해보험 1,000만 엔 이하

7. 저발생률보험2) 1,000만 엔 이하

주: 1) 사망보험, 상해사망보험 또는 중증장해보험이 동시에 부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중증장해보험 지급액에서 

사망보험, 상해사망보험 또는 중증장해보험 지급액을 감액함

   2) 저발생률보험은 손해보험 중 보험회사고 발생률이 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것은 제외)을 말함

자료: 일반사단법인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표 Ⅱ-3> 소액단기보험 종목별 보험금액 상한액

<표 Ⅱ-4>에서 보는 것처럼 소액단기보험은 기존의 보험이나 공제와 내용상 유사한 면이 

많지만 차이점도 꽤 많다. 소액단기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

험과 동일하지만 각 근거법의 적용을 받는 공제와는 다르다. 진입규제에서도 소액단기보

험은 꽤 자유로운 편이다. 소액단기보험은 재무성의 각 지방 산하조직인 재무국에 등록만 

하면 되는 반면에 보험은 면허를 득해야 하고 공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도 소액단기보험은 1,000만 엔에 불과하지만 보험은 10억 엔, 공제는 1

억 엔으로 각각 100분의 1과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생·손보 겸영의 경우 기존 보험회

사는 본체에서 겸영이 불가능하지만 소액단기보험과 공제는 가능하다. 보장금액 면에서

는 기존 보험회사는 법령상 제한이 없지만 소액단기보험은 제한이 존재한다. 자산운용의 

경우 기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소액단기보험은 예적금과 국채·지방채 등

으로 제한을 받는다. 기존 보험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의 파산 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로

부터 보호를 받지만 소액단기보험은 공제처럼 이러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소액단기보험 사업자는 1,000만 엔 이상의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

한 세제혜택은 기존의 보험과 공제에는 주어지지만 소액단기보험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Ⅱ-4>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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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회사
공제사업(예)

농업협동조합 생협공제

감독관청 금융청 금융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근거 법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진입규제

면허제 재무국에 등록 인가 인가

최저자본금(기금) 
10억 엔

최저자본금
1,000만 엔

최저출자총액 1억 엔
(연합회는 10억 엔)

최저출자총액 1억 엔
(연합회는 10억 엔)

상호제한 존재 - 명칭제한 존재 명칭제한 존재

생·손보 겸영 불가 가능 가능

사업규모 제한 - 연간보험료 50억 엔 -

대상 가입자 불특정 불특정 원칙적으로 조합원

보장금액 제한 법령상 없음
제한 존재

(사망보험금 300만 엔 
이하 등)

법령상 없음
100만 엔 이하 자유
(그 이상 승인 필요)

보장기간 -
생명·의료보험 1년

손해보험 2년
-

자산운용 원칙 자유 예적금·채권 등만 가능 일부 규제 존재

안전망
존재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없음
(공탁금 1,000만 엔 

이상)
없음

보험료공제제도 적용 가능 적용 불가능 적용 가능

자료: 安井義浩(2017), p. 2

<표 Ⅱ-4> 보험, 소액단기보험, 공제의 주요 차이점

나. 소액단기보험의 현황

1) 사업자 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첫 해인 2006년도에는 2개 사업자만 등록했으나 2007년과 2008년

에는 각각 29개와 32개 사업자가 등록함으로써 일시에 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9월 말 현재 108개의 소액단기보험 사업자가 동 시장에 진출해 

있다(<그림 Ⅱ-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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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一般社團法人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각 연도의 決算槪況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Ⅱ-16> 소액단기보험회사 수 추이

이 중 사망보장이나 입원보장 등 생보·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는 29개로 

전체의 26.9%에 불과하고, 전체의 73.1%(79개사)가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

보험 중에서는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계 재산의 손실을 보상하는 가재보험을 취급

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가 51개사로 가장 많고, 지진이나 조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

용을 보상하는 등의 비용·기타보험을 인수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가 19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표 Ⅱ-5> 참조). 

FY’09년부터 FY’20년 상반기까지 보험종목별 소액단기보험업자 수의 증감을 보면 생명

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는 28개에서 29개로 담보상태에 있지만, 가재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26개에서 51개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 

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쪽은 5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난 비용·기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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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생명보험
28

(42.4)
29

(41.4)
31

(39.7)
34

(42.0)
32

(41.6)
32

(39.0)
32

(37.6)
31

(35.2)
31

(32.0)
30

(29.7)
29

(28.4)
29

(26.9)

손해
보험

가재보험 26 30 31 31 32 35 38 41 46 48 49 51

펫보험 7 7 6 7 7 9 9 9 9 9 8 9

비용/기타 5 4 10 9 6 6 6 7 11 14 16 19

소계
38

(57.6)
41

(58.6)
47

(60.3)
47

(58.0)
45

(58.4)
50

(61.0)
53

(62.4)
57

(64.8)
66

(68.0)
71

(70.3)
73

(71.6)
79

(73.1)

합계 66 70 78 81 77 82 85 88 97 101 102 108

주: ( ) 안의 숫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一般社團法人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각 연도의 決算槪況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Ⅱ-5> 소액단기보험 종목별 보험회사 수 추이

(단위: 개)

2) 시장 현황

소액단기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FY’09년 368만여 건에서 FY’20년 상반기 914만 건으로 

증가했다(<표 Ⅱ-6> 참조).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생명보험
24

(6.1)
26

(6.1)
28

(6.0)
26

(5.0)
28

(4.5)
30

(5.2)
32

(5.0)
34

(4.8)
35

(4.7)
39

(4.7)
41

(4.6)
46

(5.0)

손해
보험

가재보험 349 377 419 471 573 520 560 599 645 697 746 765

펫보험 14 17 12 15 18 22 28 35 43 54 49 55

비용/기타 5 5 6 7 8 9 17 17 28 39 46 46

소계
368

(93.9)
425

(93.9)
437

(94.0)
493

(95.0)
599

(95.5)
531

(94.8)
605

(95.0)
651

(95.2)
716

(95.3)
790

(95.3)
841

(95.4)
866

(95.0)

합계 392 425 465 519 627 582 638 687 753 831 883 914

주: ( ) 안의 숫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一般社團法人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각 연도의 決算槪況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Ⅱ-6> 소액단기보험 종목별 보유계약 건수 추이
(단위: 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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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별로는 가재보험이 765만 건으로 전체의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서 펫보험이 55만 건으로 전체의 6.0%, 생명보험과 비용/기타가 각각 46만 건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FY’09년~FY’20년 상반기까지 소액단기보험 보유계약 건수의 연평균증가

율(CAGR)은 7.31%이며,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3%인 비용·기타로 나타났다. 

이어서 펫보험이 12.1%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보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가재보험은 

6.8%, 생명보험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단기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09년 415억 엔에서 FY’19년 1,073억 엔으로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표 Ⅱ-7> 참조), 동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9.0%였다. 수입보험

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34억 원을 기록한 가재보험으로 전체의 68.4%였

다. 이어서 펫보험(12.8%), 생명보험(11.9%), 비용·기타(6.9%) 순을 보여주고 있다. 연평

균증가율 측면에서는 비용·기타가 38.9%로 가장 높고, 12.4%를 기록한 펫보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보유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재보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평균증가율에 조금 못 미치는 8.4%를 기록하고 있다.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생명보험
72

(17.3)
73

(15.7)
76

(15.5)
73

(13.8)
77

(13.3)
82

(12.8)
89

(12.3)
96

(11.8)
106

(11.5)
118

(11.4)
128

(11.9)
71

(12.6)

손해
보험

가재보험 303 341 376 407 440 477 524 571 630 683 734 378

펫보험 38 49 32 41 52 65 83 103 132 164 137 80

비용/기타 2 3 7 9 9 15 29 42 55 66 74 35

소계
343

(82.7)
393

(84.3)
415

(84.5)
457

(86.2)
501

(86.7)
557

(87.2)
636

(87.7)
716

(88.2)
817

(11.5)
913

(88.6)
945

(88.1)
493

(87.4)

합계 415 466 491 530 578 639 725 812 923 1,031 1,073 564

주: ( ) 안의 숫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一般社團法人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각 연도의 決算槪況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Ⅱ-7> 소액단기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엔)

한편 소액단기보험은 주로 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약 

33,000여 개의 대리점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재보험의 

경우 부동산업자가 대리점이 되는 등 제공하는 보장과 관련이 깊은 서비스제공업자가 대

리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점 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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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려면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모집인 자격 

취득자는 2010년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9월 말 현재 

247,412명의 모집인이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17>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자격 취득자 수 추이

(단위: 명)

특징적인 상품으로는 일본 사회의 대표적 문제의 하나인 고독사에 따른 제비용의 발생에 

대비하는 보험을 들 수 있다. 고독사보험에서는 청소비용 및 수복비용 등을 보상하는 원

상회복비용보험금 및 수선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보상하는 임대료손해보험금이 있다. 원

상회복비용 및 임대료를 보상하는 소유자용과 원상회복비용을 보상하는 임대인용으로 구

분되기도 한다. 고독사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의 ‘무연사회의 

지킴이’를 들 수 있다. ‘무연사회의 지킴이’는 임대주택의 소유주 및 관리회사 용으로 개

발된 상품으로, 임대주택 내에서 고독사 및 자살 등으로 소유주 및 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원상회복비용(1사고당 100만 엔을 한도로 하는 실비)과 공실 및 가치하락 기간 동안

의 임대수입(12개월 한도로 1사고당 200만 엔씩 보상)을 보상한다. 

생명·의료보험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의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

을 들 수 있다. 동 상품은 건강진단 결과 12개 항목으로 측정한 건강연령(매년 갱신)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다음 해에 건강이 좋아지면 보험료는 할인되며, 지병을 갖고 있

는 사람들도 건강연령과 간단한 고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5대 생활습관병(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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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 80만 엔을 지급해준다. 보험

료는 연령별·성별로 상이한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자적인 분석과 저비용 경영체제

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건강연령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남성 679 1,052 1,667 2,709 4,216 6,166 8,381

여성 1,123 1,337 1,597 1,955 2,483 3,338 4,631

자료: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주)

<표 Ⅱ-8>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의 월 보험료
(단위: 엔)

다. 주요 이슈

小林雅史(2016)는 소액단기보험 도입 10년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보유계약이 계속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과거부터 많은 지적이 있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시가 충실하지 못하다. 셋째, 일부이긴 하지만 소액단기보험에서 

철수하는 회사가 나오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특히 의료보험 쪽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규계약 모집을 중지하거나 만기계약 갱신을 정지한 회사도 있다. 넷째, 

2015년부터 매년 3월 2일을 ‘미니보험의 날’로 지정하고 협회 내에 고독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독사 현상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소액단기보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에는 매우 충실한 편이다. 이 논지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계가 당

면한 주요 이슈를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고도성장의 지속 여부

먼저 고도성장이 순조롭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림 Ⅱ-18>에서 보는 것처럼 

FY’09년부터 FY’19년까지 보유계약 건수의 연평균증가율은 7.7%, 수입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를 기록했다. 보유계약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

한 FY’14년과 6.3%를 기록한 FY’19년을 제외하곤 모두 연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FY’19년의 경우 2020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하

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연평균증가율보다 1%p 이상이나 낮은 6.3%를 기록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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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도성장에서 중도성장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구심은 수입보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수입보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연평균증가율보다 낮았던 해는 FY’11~FY’13년과 

FY’19년이다. 특히 FY’19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액단기보험은 그 특성상 니치마켓을 타겟으로 하므로 특정 보험상품의 시장 규모가 상

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을 인수할 수 없게 하는 규제와 경과조치 기

간이 끝나는 FY’24년부터는 보험금액 상한액 이상의 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는 점 등은 수

입보험료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의 고도성장에는 새로운 사

업자의 진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 성장이 더뎌질 경우 새

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요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일본

의 소액단기보험업계는 이러한 성장의 둔화가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그림 Ⅱ-18> 소액단기보험의 보유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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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보호 문제

둘째는 소액단기보험 계약자보호에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점이다.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의 상담실 자료16)에 의하면, 소액단기보험의 민원 건수는 FY’13년 102건으로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FY’19년과 FY’20년에는 각각 52건과 55건으로 줄어들었다.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상품의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갑작스레 갱신을 중지해버

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상품 중에는 질병·교통기관의 지연 등으로 이벤트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티켓대금을 보상하는 미사용티켓비용보상보험이나 입원 및 자연재해 등으로 결혼식을 중

지한 경우의 비용 등을 보상하는 결혼식종합보험처럼 일회성 소액단기보험도 있지만, 앞

에서 살펴봤던 고독사보험이나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 그리고 당뇨병환자용 의료보험이

나 지적장애자용 보험 등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유지가 필요한 소액단

기보험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에서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규제감독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된다. 

보험업법 제272조의17에서 디스클로져 자료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곳이 39%에 불과하다는 사실(小

林雅史 2016)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소비자보호는 일본 소액단기보험업계의 당면 과제이자 향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 생각된다.

3) 소액단기보험업계의 재편

셋째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 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계의 재편이다. 생명

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있었던 재편이 소액단기보험업계에서도 나타날 조짐이 곳

곳에서 포착된다. 소액단기보험업계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

의 경우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뛰어들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고독사보험이다. 

MS&AD 보험그룹 산하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삼정주우해상화재와 아이오이닛세이동화

16) 一般社團法人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각 호를 참조하기 바람



Ⅱ.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37

손보가 2015년 4월에 소자고령화에 대응한 화재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해 동년 10월 1일

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화재보험에 주택소유주비용 특약을 신설해 임대주택 내

에서의 사망사고(고독사, 자살, 범죄사)로 인해 입게 되는 주택소유주의 임대수입 손실 및 

청소·유품정리 등에 관련되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호실은 

물론이고 상하좌우의 인접호실의 임대수입 손실도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17)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은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 4월 ‘주택소유자 다이렉트(家主グイレ

ト)’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리스회사 및 주택임대료보증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한 것으로, 수금대행과 임대료보증을 세트로 하여 아파트와 맨션 등의 개인 소유주들에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임대물건에서 고

독사 등이 발생한 경우 생길 수 있는 임대료 손실 및 원상회복비용을 보상하는 ‘家主費用·

利益保險’에 자동 가입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18)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무연사회의 지킴이’라는 상품을 발매한 아이아루소액단기보

험은 2019년 8월에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스미토모생명(住友生命)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형태야 어떻든 대형 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시장 진입은 자본력과 영업력 측면에서 열

세에 있는 소액단기보험업자 입장에서는 큰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소액단기보험시장

에서의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7) 자세한 내용은 三井住友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損害保險株式會社(2015)를 참조하기 바람

18) 자세한 내용은 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株式會社(2016)을 참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