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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

1. 생명보험회사

가. 일본생명

1) 회사 개요

일본생명은 1889년에 설립되어 130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의 보험회사이다. 동사는 

1889년 유한책임일본생명보험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전후인 1947년에 일본생명보험상호

회사로 재출범했다. 2010년대 접어들어서는 적극적인 M&A를 통해 그룹 경영을 강화하

였다. 2020년 3월 말 현재 국내보험관련 사업에 다이키생명(大樹生命) 등 14개사, 해외보

험관련 사업에 Nippon Life Benefits 등 8개사, 자산운용관련 사업에 닛세이어셋매니지

먼트 등 57개사, 총무관련 사업 등에 닛세이비즈니스서비스 등 10개사를 거느린 명실상

부한 대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생명이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1990년대에 버블경제의 붕괴와 영업직원 

채널의 비효율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본생명은 1997년 이후 해약·실효율이 신계약을 상

회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생명은 영업직

원 채널의 질적 향상 및 사후서비스 강화, 신채널로써 대리점 및 내점형 채널(닛세이라이

프플라자) 도입, 콜센터 강화 및 홈페이지 편리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金瑢 2015). 

일본생명그룹의 모회사인 일본생명은 2020년 3월 말 현재 총자산 69조 711억 엔,19) 종업

원 수 74,557명20)을 가진 대기업이다. 또한 동사는 2020년 3월 말 현재 979.2%에 달하는 

지급여력비율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입

보험료의 성장세, 여전히 탄탄하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초이익 등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수입보험료는 2015년 6조 809억 엔에서 2019년에는 4조 5,261억 엔

19) 일본생명그룹 전체의 총자산은 80조 811억 엔이며, 이 중 일본생명이 86.3%를 차지하고 있음

20) 이 중 영업직원이 55,132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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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조 5,548억 엔 감소(-25.6%)했으며, 기초이익은 2015년 6,981억 엔에서 2019년 

6,474억 엔으로 소폭(407억 엔, -5.8%) 감소를 기록하였다.

[수입보험료] [기초이익]

자료: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20a)

<그림 Ⅲ-1> 일본생명의 수입보험료와 기초이익 현황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생명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중기경영계획인 ‘前·進 - 

next stage(2017-2020)’을 추진하였다(<그림 Ⅲ-2> 참조). 

자료: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20a)

<그림 Ⅲ-2> 일본생명의 중기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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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획에서 일본생명은 ‘인생 100세 시대를 리드하는 일본생명그룹이 되자’는 슬로건 하

에 ‘초저금리하에서의 수익성 향상,’ ‘일본생명그룹의 사회적 역할 확대,’ ‘그룹 사업의 착

실한 수익 증대’ 등의 성장전략을 추진했으나 목표달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생명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경영전략 설명회 자료를 통해 목표로 설정한 보유

계약 연환산보험료 4.5조 엔과 고객 수 1,440만 명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순이익 

700억 엔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 2020b).

2) 성장전략

가) M&A를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

일본생명은 중장기 성장전략을 구축하고 일본생명그룹 전체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에 미쯔이생명(三井生命)주식회사와 경영을 통합한 뒤 2019년에 다이키생명(大樹

生命)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6년에는 MLC Limited21)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글로벌 보험

업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8년에는 매스뮤추얼생명보험(주)를 인수하여 2019년에 닛

세이웰스생명보험(주)으로 이름을 바꿨다. 일본생명이 매스뮤추얼을 인수한 것은 금융기

관 창구판매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폭넓은 지지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방카슈랑

스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9년에는 성장하는 대리

점 시장에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하나사쿠생명보험(주)을 설립하였다.

나) 지속가능 경영 추진을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

일본생명은 ‘공존공영,’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가치

사슬(Value chain) 전체를 통해 ‘안심과 안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당사 사업의 연관성을 근거로 선정한 

18개 항목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점과제’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

해 3가지 테마와 ESG 투·융자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3가지 테마는 ① 빈곤과 격차를 

21) MLC Limited는 1886년에 설립된 호주의 생명보험회사임. 동사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4위의 대형 보험회사임. 

일본생명은 MLC의 주식 80%를 취득하여 동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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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 않는 사회의 실현, ②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강·장수사회의 구축, ③ 지속가능한 지

구환경의 실현 등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어린이 7명 중 1명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으며, 차세대로의 

빈곤의 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명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생명은 차세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육성하는 구조 만들기에 노력하

고 있다. 자녀교육과 일이 양립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일본생명은 2017년 4월부터 (주)

니찌이학관과 함께 기업주도형 보육소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 전국에 89개의 보육소를 

개설했다. 전국의 기업주도형 보육소와 기업·종업원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당사의 자회사인 라이프케어파트너즈에서 보육소를 찾아 고민하는 기업

의 종업원과 안정적 운영을 고민하는 기업주도형 보육소를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또

한 대형 보육사업자인 (주) Global Kids와 협력하여 자녀교육 지원 영역으로까지 사업범

위를 넓혀가고 있다. 

 자료: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20a)

<그림 Ⅲ-3> 일본생명의 기업주도형 보육소 사업

또한 일본생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

회 만들기를 지원하고 건강수명 연장에 공헌하기 위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강·장수사

회의 구축’을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 설정했다. 건강증진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

해 2018년 4월부터 노무라종합연구소 및 (주)리쿠르트라이프스타일과 공동으로 ‘닛세이

건강증진컨설팅서비스(Wellness-Star☆)’를 제공하고, 데이터헬스 계획 및 건강경영 지원 

컨설팅서비스 등의 폭넓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암 간이검사 및 인지증대책 스

킬 제공, 당뇨병 예비군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과 조기발견 지원 등에 기여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생명은 서비스뿐 아니라 상품을 통해서도 안심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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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 개발한 장수를 위한 보험상

품 ‘Gran Age’에 이어 2018년에는 생활습관병에 대비하는 보험인 ‘다이죠부’, 2020년에 

개발한 ‘인지증서포트플러스’ 등 일본생명은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상품전략

가) 단품화를 통한 오더메이드형 종합화

일본생명은 2012년에 ‘미래의 형식(みらいのカタチ)’을 출시하며 상품전략을 주계약에 특

약을 부가하는 방식의 세트상품화에서 하나의 보험을 단품으로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니즈에 맞게 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는 제조

업의 기업처럼 보험에서 오더메이드 상품화를 시도한 것이다. 일반 제조상품처럼 소비자

의 요구를 먼저 받고 그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보험회사에서 소비자의 니

즈를 잘 파악에 그에 부합하는 단품 상품을 만들어 ‘미래의 형식’에 올리고 소비자들이 선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형식’은 일종의 보험상품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상품 중에서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니즈의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상품은 제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한

적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개개의 니즈를 하나의 상품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재

형(自在型) 상품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3월 말 현재 ‘미래의 형식’에는 사망리스크, 중대질병 및 개호 등의 리스크, 의료

리스크, 노후 등 장래의 자금 필요 리스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14종류의 상품이 라인업 

되어 있다(<그림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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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20a)

<그림 Ⅲ-4> 일본생명의 ‘미래의 형식’

입원종합보험인 ‘NEW in 1’은 2019년 4월에, 인지증보장보험인 ‘인지증서포트플러스’는 

2020년 4월에 각각 런칭되었다. ‘미래의 형식’ 외에도 일본생명은 실업시 생활비를 지급

하는 ‘닛세이 취업불능보험’, ‘닛세이 출산서포트급부금부 3대 질병보장보험(ChouChou!)’, 

‘닛세이 장수 생존보험(Gran Age)’, ‘닛세이 학자금보험’, ‘닛세이 어린이보험’, ‘닛세이 일

시납종신보험(My Stage)’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주요 보험상품

인지증보장보험인 ‘인지증서포트플러스’는 일본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인지증에 대해 예

방부터 발증 후까지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신상품으로, 인지증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구현하는데 공헌하고자 개발되었다. 동 상품은 인

지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인지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해(MCI) 진단을 받은 경

우에도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지증의 조기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도와준다. 이 상품은 

인지증에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지증을 올바로 이

해하는 ‘이해하기’, 인지증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도

록 준비하는 ‘준비하기’, 매일 매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도하기’라는 3개의 Concept

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보험금과 가입 시부터 보험금 지급 

후까지 각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22) 보험금 지급과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상품인 것

이다. 상품명에 붙어 있는 ‘플러스’가 바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동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서비스전략에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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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품의 보험기간은 5년부터 종신까지이며,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40세부터 75세까지

이다. 동 상품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인지증이나 경도인지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각각 인지증진단보험금과 경도인지장해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경도인지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인지증 진단 확정을 받게 되면 인지증진단보험금에 경도인지장해진

단보험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해준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인지

증진단보험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동 상품은 1년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으며, 인지증진단보험금을 받게 되면 인지증보장보험은 소멸된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지급횟수

인지증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 아래 ①과 ②를 충족했을 때
 ① 책임개시 이후의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정의 인지증에 해당한 경우
 ② 인지기능검사 및 화상검사에서 ①에서 정한 

인지증 진단을 확정 받은 경우

인지증진단보험금액 1회

경도인지장해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아래 ①과 ②를 충족했을 때
 ① 책임개시 이후의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정의 경도인지장해에 해당한 경우
 ② 인지기능검사 및 화상검사에서 ①에서 정한 

경도인지장해 진단을 확정 받은 경우

인지증진단보험금액의
10%

1회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인지증진단보험금액의

10%
1회

자료: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20c)

<표 Ⅲ-1> 인지증서포트플러스의 보장내용

4) 서비스전략

일본생명은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및 첨단IT의 진화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소비행동의 다양화에 더해 코로나19의 확대 등으로 고객의 니즈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고 판단해 이를 고객서비스에 적극 반영한다. 동사는 생명보험업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인 고객서비스는 보장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신속하고 확실한 보험금 지급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도의 호우 등의 재해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은 고객

에 대해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특별 취급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동사는 고객서비스 제공 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고객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 ‘라이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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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변화에 대응하는 접점의 충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고객 등에 대

한 지원의 충실’을 위해 동사는 2019년 4월에 도입한 영업직원용 휴대단말기 ‘TASKALL’

의 화면 가시성을 높이는 대응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의 계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친족 동석 권장 및 가족에게도 계약정보를 알려주는 ‘계약정보 가족연락서비스’

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작한 동 서비스에는 2020년 3월 말 현재 약 108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그림 Ⅲ-5> 참조).

자료: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20a)

<그림 Ⅲ-5> 계약정보 가족연락서비스 등록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친족 동성과 계약정보 가족연락서비스 외에도 고령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는 더 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고객을 만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절차 및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계약

서비스 안내’, 스스로 제반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고령의 고객이 지정대리청구인

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 등 보다 젊은 세대로 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지

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의 고객 전용 상담전화인 ‘시니어 핫 다이

얼’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전화상담 스킬을 배운 오퍼레이터들이 알기 쉽고 세심하

게 상담을 진행한다. 서류를 보내온 고객에 대해서는 기입방법을 전화로 지원하는 ‘수속 

팔로우 콜’도 운영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필요한 여러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유족을 지원하는 ‘닛세이 유족안심서포트’를 제공한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의 충실’을 위해 일본생명은 2018년에 오픈한 스마

트폰 앱을 업그레이드해 2019년 10월부터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추가하고, 고객 정보

의 확인 및 변경 등 이용 가능한 절차를 확대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일부 급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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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의 편리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인지증서포트알파’에서 제공

하는 각종 서비스 역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지증서포트알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지증 올바로 알기와 관련한 서비스다. 인지증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지식의 유

무는 병의 상태 및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인지증을 마주하

는 첫걸음이라 보고 ‘알기 쉬운 인지증 가이드’를 제공한다. 동 가이드는 당사의 인지증 

웹사이트인 ‘100년 인생 레시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판단능력이 사라진 뒤에도 본인의 의사 실현을 도와주는 ‘준비하기’ 서비스다. 

인지증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대리인청

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동사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판단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인지증의 조기발견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시도하

기’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의 질문에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만으로 그 날의 인지기능 상태

를 고정밀 알고리즘을 사용해 체크할 수 있는 ‘ONSEI’ 앱을 제공한다. ‘ONSEI’는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이용자가 목소리로 답을 하

면 AI가 목소리를 분석해 10~20초 정도에 인지기능 상태 판정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뇌 트레이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대동생명

1) 회사 개요

1902년에 설립된 대동생명(大同生命)은 중소기업시장에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이다. 1947년에 상호회사로 재출범했으며, 1970년 6월 중국세무사협동조합에서 

종합사업보장플랜을 판매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시장에 특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9년 1월에는 태양생명(太陽生命)과 전면적 업무제휴를 체결하면서 T&D보험그

룹을 만들어 그 산하로 들어갔으며, 2002년 4월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나 2004년 3월 상장을 폐지하였다.23) 2004년 4월에는 T&D홀딩스가 창립되면

23) 대동생명의 상장 폐지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주회사인 T&D홀딩스의 상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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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상속·사업승계 분야 및 중소기업 경영과제 

해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리소나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

2020년 3월 말 현재 대동생명은 보유계약고 46.9조 엔, 총자산 7조 375억 엔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은 1,335%로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보유계약고는 전

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총자산은 2.8% 증가하였다. 2019년도의 경우 정기보험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일부 상품의 판매중지의 영향으로 신계약고가 2018년도의 8조 4,748억 

엔에서 3조 7,244억 엔으로 전년 대비 56.1%나 감소했지만, 2019년 7월에 판매를 개시한 

신상품을 포함해 사망보장보험과 취업불능보장상품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경영계획대

로 진척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대동생명 2020). 동사의 주력상품인 개인정기보험의 보

유계약고는 34.6조 엔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효해약률은 6.31%를 기록, 전년도의 7.70% 대비 1.39% 포인트 낮아졌다. 

2) 성장전략

가) 환경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대동생명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고객니즈의 다양화, 저금리의 장기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파악해 ‘Go Beyond Daido 2021 ~ 기업보장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 ~’이라는 중기경영계획(2019~2021년)을 추진하고 있다. 동 경영계획에서는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현재의 위상을 뛰어넘는 구조개혁에 도전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을 일체화

한 종합보장’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보장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하는 생명보험회사

가 되자‘는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핵심비즈니스의 더욱 진화’이다. 기업보장 분야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경영자의 현역기간의 장기화, 건강증진의식의 고양, 후계자 부족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경영자 니즈의 다양화를 감안한 상품·서비스의 개발, 고객 대응태세의 강화

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력인 

사망보장에 취업불능보장을 강화해 종합보장 제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2019년 7월에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균형 등의 니즈에 

맞춰 고객 스스로 보험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오더메이드형 보험인 ‘L-Type 

알파’를 출시했다. 동 상품에는 2020년 3월 말까지 약 2만 개의 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나



48 연구보고서 2021-06

타났다. 또한 건강수명의 신장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건강경영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KENCO SUPPORT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2020

년 3월 말 현재 약 7천 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체험 추구’이다.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고객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단순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

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가입 확대를 도모

하고 있다. 고령화사회 대응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스트 시니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간단·

편리·감동’을 전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체험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자산운용수익의 안정적 확보’이다. ERM을 토대로 자산운용의 고도화, 투자대상의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과제를 고려한 자산운용을 통해 지속가

능한 사회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넷째, ‘업무방식의 개혁과 인재역량의 향상’이다. 동사의 성장 원동력이 인재에 있다는 판

단하에 육성 및 연수체제의 강화, 다양화 추진, 조직풍토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제정한 ‘대동생명 행동규범’에 적합한 행동의 실천으로 건전한 기업문화의 

양성,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업무 룰의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건전경영 등을 통해 

‘종업원이 도전하고 성장을 실감하며, 오래 활약할 수 있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시장에 특화한 비즈니스모델

대동생명은 1970년대에 타사보다 먼저 중소기업시장에 특화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을 구축해 자타가 인정하는 ‘경영자보험의 파이오니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 3

월 말 현재 계약기업의 수는 약 37만 개이며, 신계약의 94%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체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영업직원을 통해 가계시장을 타겟으로 하

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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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동생명

<그림 Ⅲ-6> 대동생명의 ‘법인과 개인의 종합보장’ 구조

대동생명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책으로써 경영자의 사망리스크를 커버하는 정

기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기업보장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채널로 하여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기업보장에 추가해 기업보장 제공을 통해 접점을 갖게 된 경영자 자신들의 개인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의 종합보장’에 힘을 쏟고 있다. 

3) 상품전략

가) 정기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업보장과 개인보장의 결합

대동생명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험상품을 통해 커버하는 전

략을 추구해왔다. <그림 Ⅲ-6>에서 보는 것처럼 대동생명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크게 매출감소와 사업계속의 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

는 보험상품군을 준비해두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떠난 개인으로서도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법인과 개인 보장을 결합한 종합보장 플랜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정기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정기보험도 다양한 형태를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정기보험의 상품명에 각 

상품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상품명만 보고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정기보험 D Type’은 매년 일정 비율씩 보험금과 보험료가 감소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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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정기보험 L Type’은 해약환급금이 낮은 시기와 높은 시기를 구분해 놓은 상

품을 의미한다. ‘정기보험 R Type’은 사망과 고도장해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징

기보험 J Type’은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여기에 특정 기능이 추가되면 

알파를 덧붙이는 식이다.

나) 주요 보험상품

‘정기보험 L Type 알파’는 2019년 7월에 업계 최초로 만든 오더메이드형 상품이다. 보험

금액과 보험기간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간

의 균형을 고려하며 설계할 수 있는 자재형(自在型)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액과 보험기간

을 정한 후 해약환급금억제비율을 지정하면 보험료가 계산되는 식이다. 해약환급금억제

비율은 0~100% 사이에서 지정하면 된다. 100%를 지정하면 해약환급금이 제로가 되고 보

험료는 가장 저렴해진다. 반대로 0%를 지정하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 모두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올라간다. 

동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망하면 매출감소

는 물론 자금조달의 곤란, 거래선과의 거래조건 악화, 종업원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

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동 상품은 기본적인 3가지 플랜을 제공한다. ‘기본플랜①’은 장

기간 보장에 따른 코스트를 평준화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균형을 추구하는 플랜이다. ‘기본플랜②’는 해약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플랜을, ‘기본플랜③’은 보험료는 높지만 해약환급금이 많은 플랜으로 

100세까지 안심하고 보장을 받으면서 경영안정자금과 퇴직금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영자

를 위한 상품이다. 

대동생명은 ‘L⇔R Switch’라는 독특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L⇔R Switch’는 R Type과 

L Type을 무고지 또는 간단한 고지로 상호 변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상태나 경

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어려

워져서 해약환급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으면서도 보장은 지금까지와 동일하

게 확보하고 싶은 경영자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R Type’으로 변환하면 해약환급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보험료를 낮춰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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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전략

대동생명은 중소기업시장에 특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한 보험회사이다. 따라서 동사는 

중소기업을 위해 KENCO SUPPORT PROGRAM, 안부확인시스템, HALFIT서비스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서비스는 크게 경영지원과 건강지원 분야로 구분된

다. 경영지원은 다시 체제정비·내부관리 강화, 사업승계 준비·성장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건강지원은 건강경영·여가충실, 질병상담·중증화예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KENCO SUPPORT PROGRAM은 경영자에 의한 건강경영선언의 사내공유, 건강검진 수

진 촉진, 건강리스크 분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건강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종

합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활약

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에 공헌하고 일본의 초고령화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안부확인시스템은 대지진이나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종업원의 안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HALFIT서비스

는 CYBERDYNE(주)에서 개발한 장착형 사이보그 ‘HALⓇ’을 이용해 뇌신경과 근골격계

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는 운동프로그램인 ‘HALFIT’을 소정의 회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구분 주요 서비스

경영
지원

체제정비
·내부관리 강화

공적조성금무료진단서비스, 공적지원정보서비스, 취업규칙무료진단
서비스, 사내규정모형제공서비스, 신전력입찰지원서비스, 안부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용정보보안관련서비스, 표적형공격메일대응훈련
서비스, 경리처리안내서비스 등

사업승계준비
·성장지원

기업가치산정서비스, M&A지원서비스, 해외진출지원서비스, DAIDO
비즈니스리포터 등

건강
지원

건강경영
·여가충실

KENCO SUPPORT PROGRAM, 스트레스체크서비스, 종합건강
검진소개서비스, 건강관리앱, 암치료와 일의 양립지원서비스

질병상담
·중증화예방

건강다이알24, 세컨드오피니언서비스, 개호돌봄, HALFIT서비스 등

자료: 대동생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Ⅲ-2> 대동생명의 중소기업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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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동사는 2019년 10월부터 중소기업용 ‘건강경영실천모델’ 구축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대동생명과 학교법인 산업의과대학, (주)메디바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대동생명은 동사의 건강경영 실천 지원 수단인 

‘대동생명 KENCO SUPPORT PROGRAM’ 제공을 축으로 ‘DAIDO KENCO 액션’으로 불

리는 중소기업 건강경영 보급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2. 손해보험회사

가. 손보 Japan

1) 회사 개요

현재 손해보험 Japan(주)은 SOMPO 홀딩스 산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보 

Japan은 2002년 7월 안전화재해상보험(주)과 일산화재해상보험, 12월에 대성화재해상보

험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손보 Japan과 일본흥아손해보험(주)이 합

병하면서 손보 Japan 일본흥아(주)로 개명하였다가, 2020년 4월에 손해보험 Japan(주)으

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SOMPO 홀딩스 산하에는 손보 Japan, 세존자동차화재보험(주), 

Mysurance(주)와 SOMPO 리스크매니지먼트 등 자회사 75개사 및 관련회사 12개사가 소

속되어 있다.

손보 Japan은 2019년도에 예상을 초월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다발로 인해 목표치를 하회

하는 641억 엔 흑자에 머물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기는 하였으

나 자연재해의 발생이 예년보다 감소하였고, 사업비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986

억 엔의 경상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SOMPO 홀딩스의 최대 사업부문인 손해보험업 분야

는 기존사업의 유지·성장에 그치지 않고, IT·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장전략과 선진기관

과의 협업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사업 창조에 의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체제 구축

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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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損保 Japan(2020), p. 7

<그림 Ⅲ-7> 손보 Japan의 수정이익 추이

2) 성장전략

가) SOMPO 홀딩스 중장기 계획

SOMPO 홀딩스는 2016년 5월 ‘고객의 안심·안전·건강을 위한 최고 품질의 서비스’ 실현

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신성장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하였

다. 그룹의 중장기 계획의 핵심사항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고령 사회의 도래 

등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안전·건강’을 테마로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변화, 글로벌 경쟁에서의 비교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SOMPO 홀딩스는 국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업, 해외 보험업, 개호·헬스케어사업, 자산

관리업 등의 전략사업을 2016년 5월부터 4년간 전개해 왔으며, 착실한 성장세를 보여주

고 있다.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중심 사업인 국

내 손해보험업에서는 수익성 강화, 업종을 초월한 선진 금융기관과의 협업 및 디지털 기

술 활용에 의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둘째, 국내 생명보험업에서는 보험과 헬

스케어를 결합한 ‘Insurhealth’의 전개를 통해 ‘전통적인 생명보험회사’에서 ‘건강응원기

업’으로의 변혁과 이익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셋째, 해외보험업에서는 그룹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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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플랫폼하에서 성장 및 M&A 등을 통한 이익성장의 기수로써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

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호·헬스케어사업에서는 시니어 마켓의 이익기반 확대

를 위한 고품질·고효율 경영을 통한 수익성 향상,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損保 Japan 2020).

      자료: 損保 Japan(2020), p. 4

<그림 Ⅲ-8> SOMPO 홀딩스 중장기 계획

나) 손보 Japan 중장기 계획

손보 Japan은 국민생활과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지속되고,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손해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

로 손보 Japan의 중장기 전략은 안심·안전·건강을 위한 최고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

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창조를 통한 사회공헌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

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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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損保 Japan(2020), p. 6

<그림 Ⅲ-9> 손보 Japan의 중기 경영계획 3대 목표

다) 가계성 상품전략: New Risk 대응에 초점

① 「자동주행 로봇전용보험 플랜」

손보 Japan은 자동주행 로봇의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

을 대상으로 오더 메이드 상품인 「자동주행 로봇 전용보험 플랜」을 개발하여 2020년 10

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2020년 9월에 공표된 NEDO(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

술종합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자동주행 로봇사업에 12개사가 선정되는 등 자율주행 로봇

을 개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주

행의 실증/실험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및 원거리감시조작에 의한 운행 리스크, 배송화물

의 파손 리스크, 경비조작 중 범죄자로 오인하는 것에 의한 인격침해 등의 업무수행 리스

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日本保險每日新聞 2020. 10. 21).

손보 Japan의 ‘자동주행 로봇 전용보험 플랜’은 주로 자동주행 로봇에 의한 배송·작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운행 및 업무수행 리스크에 대비한 전용보험 플

랜’과 SOMPO 리스크 매니지먼트24)의 노하우를 활용한 ‘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략

을 마련하고 있다. 리스크 컨설팅의 내용은 자동주행실험 리스크의 예측, 평가 및 대책 등

을 지원하고, 사고발생 시의 위험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상

품은 오더메이드 상품의 장점을 살려 실증/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자동주행 로봇 전용보험 플랜’의 주요 보장내용은 ㉮ 운행 리스크 담보,  ㉯ 파손·고장 리

스크 보상, ㉰ 사이버 리스크 보상, ㉱ 업무수행 리스크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손보 Japan 그룹 산하의 리스크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임. ESG 컨설팅서비스, 광고홍보 컨설팅, 사이버 보안시

스템 서비스 및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사업 효율화, 무사고 실현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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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항목 주요 보장내용

운행 리스크

∙ 운행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 
  - 보행자 등의 과실부분도 포함해서 100% 보상
  - 대물사고 임시비용(정액) 지급
  - 공동개발자에 대해 구상권 불행사
  - 원거리 조작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변호사 비용 보상

파손·고장 리스크
∙ 기계의 파손·고장 손해를 보상
  - 자동주행 로봇 본체 보상(일반 자동차보험에서는 제외되는 자동주행 로봇 
    본체의 고장 손해)

사이버 리스크 ∙ 사이버 해킹 등에 의한 손해 보상

업무수행 리스크

∙ 로봇이 제공하는 작업 리스크를 보상
  - 반송물 리스크 보상
  - 오작동 리스크 보상
  - 운송·소독·경비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배상
  - 조사비용 등의 각종 비용 보상

자료: 日本保險每日新聞(2020. 10. 21) 기사를 참고로 작성함  

<표 Ⅲ-3> 자동주행 로봇 전용보험 플랜의 주요 보장내용

② 「이동지원서비스 전용 자동차보험」

2019년 7월부터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이동지원을 후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전

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등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운전자의 사고를 담보하고, 사고 시 운전자의 자

기부담이 없이 보험에서 전부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상품을 통해 자원봉사운전자

의 확보도 용이해지고 지역사회 이동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③ 「스마트폰완결 실손형의료보험」

2021년 6월부터 ‘스마트폰 전용 충실보험’ 시리즈의 신상품 ‘입원 패스포트’를 발매했다. 

장래예측이 불가능한 입원치료비를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실손형의료보험으

로, 보험가입 시 전단지 등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로 신청화면에 접근하고, 5분 정도로 가

입수속이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병원에서 발행된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송신하면, 원칙적

으로 24시간·최단 30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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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보상도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고, 입원 1일당 입원치료비의 고액화, 

맞벌이 세대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2022년 3월까지 

20만 건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보 Japan은 이번 상품개발에 있어서 1만 명을 초과하는 고객조사를 실시하였고, 입원 

환자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고객이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설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이 상품은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인 입원에 대해 병원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의 진료수

가 포인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보상(입원치료비용 특약)으로, 입원치료비용

을 월 50만 엔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예측 불가능한 입원치료비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업계 최초로 일정의 조건을 갖추면 ‘입원준비금’을 일시금으로 

5만 엔 지급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입원 전에 지급받음으로써 입원보증금 및 입원 준비비

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병실 차액비용은 1만 엔 또는 2만 엔 중 선택 가능하

고, 선진의료비용 등은 한도액 없이 무제한으로 보상하여 이 보장도 보험업계 최초이다. 

④ 신 「일본호스트보험」

손보 Japan은 2018년 7월부터 세계 최대의 여행 플랫폼인 Airbnb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주택숙박사업전용보험 ‘일본호스트보험’에 대해 다양한 호스트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상내용을 확충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2020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손보  

Japan은 Airbnb와 같은 여행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두 회사가 새롭게 개발한 ‘일본호스트보험’은 호스트의 요청과 주택숙박사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택숙박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호스트

의 보험금 청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호스트 보상제도이다. 종래의 상품은 게스트에 의한 

호스트의 재물 손상에 대해서 게스트의 보험금 청구수속이 필요했었지만, 신상품에서는 

호스트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⑤ 「월세보호보험」

2020년 8월 손보 Japan은 유사시에 채산이 악화되어 월세 지불이 어려워진 임차인사업

자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월세를 환불해 준 경우 월세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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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상하는 「월세보호보험」 상품을 개발하였다. 이 상품은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관리

회사와 임차인사업자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부동

산소유자 등이 임차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환불했을 경우에 감소한 월세수입을 보상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리스크’에는 코로나 감염자의 발생에 의해 행정기관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소독 및 영업중지 등에 따른 임차인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보 Japan은 ‘월세보호보험’ 제공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임차인사업자

와 부동산 소유자를 지원하여, 안심·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⑥ 「민박배상책임보험」

손보 Japan은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이하, ‘일관협’이라 함)25)와 공동으로 ‘일관협’ 회원 

대상의 ‘민박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2018년 1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민박

과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 1억 엔까지 일괄 보상하고, 분쟁교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는 민박물건의 형태와 제공 가능일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손보 Japan은 ‘일관

협’ 회원에 대해 민박을 안심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민박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관광진흥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관협 회원 대상의 ‘민박배상책임보험’은 숙박시설 제공자와 민박운영관리업자의 민박

운영상의 리스크를 보상한다. 호스트와 민박운영관리업자가 민박의 운영 및 물건의 관리 

미비 등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한 외국인여

행자 등의 민박이용자가 민박시설의 설비를 손상시킨 경우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등 민박에 관한 리스크를 최대 1억 엔까지 일괄 담보한다.

라) 기업성 상품전략: 기존 상품의 보완 및 개선에 중점

① 「소송대응비용보험」 판매 확대

2020년 12월부터 업무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변호사비용을 보상하는 ‘소

25)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는 2018년 현재 회원사업자 1,547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총 관리호수는 약 600

만 호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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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응비용보험’을 다양한 업종에 적용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 비

즈니스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분

쟁 중에는 주변에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분쟁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손보 Japan은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관

한 분쟁 및 사기피해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법적 대응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하였다.

‘소송대응비용보험’은 업무와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을 위한 법률상

담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래 변호사비용을 보상하는 사업자 대상 

상품에는 ‘업무방해비용보험’이 있었지만, 이 보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뿐 아

니라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담보한다. 주요 판매 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이고, 주로 중소기업 경영자이다.

주요 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 거래처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의 견해차이 발

생으로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한 경우, ㉯ 채권회수 및 

사기피해액 회수를 위한 변호사 상담 또는 위임비용 등이다.

② 「지적재산권배상책임보험」 개발

손보 Japan은 2021년 4월부터 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

산권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종래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은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 상품은 제3자의 지적재

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배상금을 보

상한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인하는 자사(기업)의 상실이익을 보상하는 상품은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의 진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무형재산의 가

치가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이 대표적인 무형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2020

년에 시행된 개정특허법에 의해 라이센스 실시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의 판단 요소로 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이 막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리

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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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Japan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 리스크를 보상하는 ‘지적재산권 배상

책임보험’을 개발하였다. 이 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

안권 등이고, 지급보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인한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상담비용 등의 방어비

용 등이다.

③ 식품가치 손실분을 보장하는 비용보험

2019년 11월부터 화물·운송보험 분야와 관련한 비용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비용보험은 일본 최초의 음식 은행(Food Bank)인 Second Best Japan과 제휴하여 식용할 

수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가치가 하락한 식품을 음식 은행에 

기증하고, 식품 가치 상실에 관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식품 수송 중의 사고에 의해 시장가치를 잃었다고 판단되는 식품을 Second 

Best Japan에 기증하고 이에 관련된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기증된 식품은 생활보

호대상 가정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계지원활동에 일조하고 있다.

손보 Japan은 Second Best Japan과의 제휴에 의한 본 상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식품가치 

손실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음식물 폐기로 이어지는 보험사고 방지 서비스를 통한 식품가

치 하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④ 「클레임 등 대응비용보상특약」

손보 Japan은 2020년 7월 중소기업 대상 주력 상품인 사업활동종합보험 ‘비즈니스 마스

터 플러스’에 첨부하는 신특약 ‘클레임 등 대응비용보상특약’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데 업종을 불문하고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특약은 업무와 관련된 고객의 과

잉 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여기서 ‘비즈니스 마스터 플러스’ 상품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물손해·배

상책임손해·노동재해·휴업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패키지형 상품으로 필요한 보상

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마다 구조등급 및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

요 없어 가입수속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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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등 대응비용보상특약’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클레임 청구 및 종업원의 

바이트 테러 등의 신용훼손행위의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조

항이다.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클레임 대응에 관한 상담서비스인 ‘클레임 콘쉘 서비

스’26)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클레임 대응 전문가가 상담창구가 되어 클레임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

⑤ 공인심리사 대상의 배상책임보험

2019년 4월부터 손보 Japan은 일본 최초로 (사)일본원거리상담협회(JTA)와 공동으로 공

인심리사 대상의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고, JTA 회원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인심리사는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이 공동운영하는 국가자격으로 2017년 9월에 창설되어 2019년 

현재 2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日本保険毎日新聞 2019. 3. 27).

이 상품에서는 JTA 정회원·준회원인 공인심리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행하는 면담 및 IT를 

활용한 심리적 관찰, 심리 상담, 심리컨설팅, 심리교육 등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배

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상담 중에 고객의 소유물을 파손한 경우, 고객 신체에 상해

를 입힌 경우 등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 최대 500만 엔까지 보상한다. 그리고 고객

정보를 실수로 공개하여 발생한 사생활 침해, 세미나에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등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질 때도 보상한다. 

마) 서비스 전략: 신기술 적용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

① 스마트폰 전용 앱 개발·제공

2018년 1월부터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운전자의 안심·안전·쾌적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스마트폰 전용 내비게이션 앱인 ‘Portable smiling road’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의 운전진단결과에 의해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안전운전 할인제도’ 실시를 통해 고객의 보험료 절감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6) 중소기업은 이 특약의 큰 장점인 「클레임 콘쉘 서비스」를 활용하여 클레임 처리를 위한 초동대응 방법에 대해 상

담할 수 있음



62 연구보고서 2021-06

서비스 종류 주요 내용

① 충돌검지·사고 시 
콜백 예약기능

∙ 충돌을 검지하여 긴급연락처를 자동으로 표시하고, 
  상황에 맞게 필요한 연락처 및 연락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② 사고다발 지점 경고·
안전 루트 안내

∙ 사고다발 지점을 음성으로 알려주고, 사고다발 지점을 비껴가는
  안전 루트를 안내할 수 있는 기능

자료: 損保 Japan(2020), p. 76

<표 Ⅲ-4> 손보 Japan의 업계 최초 서비스

② 자동차사고의 AI자동수리 견적 서비스

2019년 11월부터 자동응답 촬영기능과 AI에 의한 화상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사고

의 AI에 의한 자동수리 견적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의해 고객은 화상 촬영 

후 약 30초 경과로 개략적인 수리비를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수속도 최단 30분 정

도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LINE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

성 및 편리성 향상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③ 자동응답기능에 의한 쌍방향·리얼타임 사고대응 서비스

2020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시에 자동응답기능에 의한 사고대

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상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

능한 ‘LINE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서비스’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동응답기능을 탑재하여 

24시간 쌍방향으로 사고대응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④ 안전운전지원 서비스 

기업 소유차량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Smiling roa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소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신기능이 탑재된 운행기억장치를 대여하

고, 이 장치의 주행 기록을 분석하는 선진 기술을 활용한 안전운전지원 서비스이다. 구체

적으로는 ‘보임’, ‘이해됨’, ‘칭찬함’ 등 3가지의 기능으로 안전운전 관리자의 컴퓨터와 운

전자의 휴대전화 등에 안전운전진단, 위험운전 등의 정보를 피드백하고, 운전자의 안전운

전을 위한 의식 향상과 안전운전 관리자의 효율적인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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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통신기능에 의해 관리자가 차량 위치 정보 등을 즉시에 파악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관리자에 의한 효과적인 운행지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방지를 위한 

‘깜빡 운전탐지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능은 운전자별로 일시정지 위반, 요

철정지 위반, 속도 위반, 일방통행 진입위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일시·상황 등을 종합하여 수시로 관리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다. 

⑤ 중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한 방화대책강화 지원서비스 

손보 Japan과 SOMPO 리스크매니지먼트는 2021년 4월부터 리모트에 의한 ‘중소규모 공

장을 대상으로 한 방화대책강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Web상에서 방화에 관한 문항 50개에 대해 답변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장의 방화대

책 수준을 정리한 보고서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화상으로 해설하는 서비스이다. SOMPO 

리스크매니지먼트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감염방지대책과 기업 위험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방

화대응 수준의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손보 Japan은 본 서비스와 

화재보험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고객의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은 공장 1개당 12만 6,500엔이고, 의뢰부터 보고서 송부 및 

화상설명까지 실시하는 데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나. 동경해상일동화재

1) 회사 개요

현재 동경해상일동화재(주)는 동경해상홀딩스 산하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 동경해상

홀딩스는 동경해상 그룹 전체의 경영기획·전략수립, 그룹 자본정책, 그룹연결결산을 담

당하고 있으며,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IR·홍보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

하여 전체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

고, 중장기적인 그룹 전략의 수립과 수익성·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전략적 경영자원의 배

분을 실시하여 그룹 전체 사업의 혁신 및 그룹 각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동경해상일동화재(주)는 2004년 10월 동경해상화재보험(주)과 일동화재보험(주)이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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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탄생하였으며, 2008년 7월 동경해상홀딩스(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합병하기 이

전의 동경해상화재보험(주)은 1879년 8월에 동경해상보험회사로 창업하였으며, 1914년 

2월에 일본 최초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였으며, 1919년에는 동경해상보험, 메이지화재 

및 미츠비시해상 3개사가 합병하여 동경해상화재보험(주)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일본 

최고의 손해보험회사로 군림하여 왔다. 한편 일동화재보험(주)는 1898년 2월 동경물품화

재보험(주)을 전신으로 하여, 1914년 일본동산화재보험(주)을 창립하였으며, 1946년에 사

명을 일동화재해상보험(주)으로 변경하여 경영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1996년에는 일

동생명보험(주)을 설립하였다.

동경해상일동화재(주)는 2019년도에 태풍 15호와 태풍 19호를 비롯한 대규모의 자연재

해로 인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수출 부진 및 자연재해의 다발로 인해 경

기가 급격하게 침체됨에 따라 2019년도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914억 엔(29.0%) 감소하여 

2,239억 엔에 머물렀다.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 법인세 및 주민세 등을 가

감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14억 엔(35.0%) 감소한 1,699억 엔을 기록하였다.

[경상이익] [당기순익]

자료: 東京海上日動火災株式會社(2020), p. 37

<그림 Ⅲ-10> 동경해상일동화재의 경상이익과 당기순익 추이

2) 성장전략

가) 동경해상홀딩스(주) 중장기 계획 

동경해상 그룹은 ‘고객의 신뢰를 모든 활동의 원점으로 한다’는 경영이념을 토대로 수익

성, 성장성 및 건전성을 갖춘 기업 그룹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착실하게 기업가치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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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도모하고 있다.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최적의 포

트폴리오’, ‘그룹 시너지 강화’, ‘글로벌 경영기반’ 등을 통해 장래의 그룹 목표 실현이 가

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중

기경영계획 ‘To Be a Good Company 2020’을 실행하였다.

 자료: 東京海上日動火災株式會社(2020), p. 18

<그림 Ⅲ-11> 동경해상그룹의 중기경영계획 개요

나) 동경해상일동화재(주) 중장기 계획

동경해상일동화재(주)는 2018년도부터 시행한 중기경영계획으로 ‘To Be a Good Company 

2020~고객의 기대를 초월하는 질적 수준 No.1에 도전~’을 설정하고, ‘고객에게 안심을 전달

하고, 선택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목표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

계를 둘러싼 사업환경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다발, 총인구의 감소 및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리점과 함께 고객에게 전달하는, 소위 ‘선택받는 

변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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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

무방식의 변혁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東京海上日動火災株式會社(2020), p. 22

<그림 Ⅲ-12> 동경해상일동화재 중기경영계획의 전체상

다) 가계성 상품전략: 사회적 과제의 상품화에 초점

① 주택소유자 다이렉트(家主グイレ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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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여 아파트와 맨션 등의 개인 소유주들에게 안

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임대물건에서 고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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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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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도연동형지진비용보험을 개발

동경해상일동화재는 2020년 8월부터 일본 최초로 인덱스형 보험상품인 ‘진도연동형지진

비용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진도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신속하게 지

급하는 인터넷 전용상품이다. 손해상황 확인이 필요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관측된 지표에 

근거하여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덱스형 지진보험상품이다. 자연재해의 지표를 토대로 

시스템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상품인 점을 강조하여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하였다.

‘진도연동형지진비용보험’은 가입자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진도 6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

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진도정보는 기상청이 공표한 시군구 단위의 지진강도 자료

를 활용한다. 보험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고객으로 단독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료 납입방법은 신용카드로만 가능하다. 상품유형은 고급형, 표준형 

및 절약형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고급형일 경우의 보장내용은 진도 7이면 50만 엔, 6강

이면 20만 엔, 6약일 경우 10만 엔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9,600엔이다. 

이 상품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의 신속한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해당사자의 생활재건을 지원하는 지진보험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이다. 

③ 장애인 대상의 암보험 개발

동경해상일동화재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 대상의 암보험 상품인 ‘손을 잡은 암보험’을 

공제기관(젠치공제)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

회 조성을 목표로 지적장애·발달장애 등이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암보험

을 개발하였다. 이 상품을 개발한 배경은 ‘전국 손을 잡은 육성회연합회’가 회원을 대상으

로 실시한 조사 결과, 약 70% 이상의 회원이 지적장애 등이 있어도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

어 하는 니즈가 강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적장애 등이 있는 회원의 가족이 중

도상태의 암에 걸렸을 경우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도 반영하였다.

젠치공제를 보험인수대리점, ‘전국 손을 잡은 육성회연합회’를 계약자로 하여 연합회의 

회원과 그 가족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암을 포함한 

기왕증의 치료상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지적장애 등의 치료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존 암보험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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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추가하여 가족이 중도상태의 암이 발병한 경우에 지적장애 등이 있는 사람을 지원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보상하는 ‘암성년후견비용 등 보상특약’을 첨

부하여 가족의 니즈에 부응하였다. 

④ ‘Take out·Delivery 종합보상 플랜’ 

2020년 7월부터 동경해상일동화재가 판매를 개시한 ‘Take out·Delivery 종합보상 플랜’

이 신형 코로나 감염증 확대를 계기로 증가한 배달음료 및 배달음식 등을 운영하는 자영

업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플랜은 셀프 또는 배달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포

괄적으로 보상받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요청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플랜은 자사가 개발한 기존 상품(‘초 비즈니스보험’의 다양한 특약 등)의 보상 및 서비

스를 음식업자 등 자영업자 대상으로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자영업자 등이 

요청하는 ㉮ 식중독에 관한 리스크, ㉯ 이물질 투입 등에 의한 고객과의 분쟁 및 피해사고 

리스크, ㉰ 배달 중의 제3자 배상책임사고 리스크 등에 대해 종합보상 플랜을 마련하고 고

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라) 기업성 상품전략: 리스크별 세분화 상품개발에 초점

① ‘e-스포츠포괄보험’ 개발

2020년 9월 동경해상일동화재는 e-스포츠 이벤트의 주최자가 입는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패키지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스포츠란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을 

이용한 대전(對戰)을 스포츠경기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국내의 e-스포츠시장 규

모는 2019년 현재 60억 엔 정도이고, 2025년에는 700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기업이 e-스포츠의 주최자 또는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향후 5G 통신망의 보급 확대 등으로 e-스포츠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e-스포츠 이벤트 주최자의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하였다. ‘e-스포츠포괄보험’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대응

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담보 항목 중 선택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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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리스크: 장소의 설계·경영 착오에 의해 이벤트 참가자 및 선수가 대회 중에 부상을 당

한 경우, 제3자로부터 이벤트용으로 차용한 시설과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 보상한다. ㉯ 사

이버리스크: 사이버 공격에 의해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참가기업의 정보가 누출된 경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네트워크상에 공개되어 타인의 저작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 이벤트 중지 리스크: 대형 태풍에 의해 이벤트가 중지된 경

우에 보상한다.

② ‘사업계속대응비용특약’을 배상책임보험 옵션으로 제공

2021년 4월부터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배상책임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

기 위해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하는 ‘사업계속대응비용담보특약’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

다. 이 특약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시설배상책임보험, 청부업자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 3개 보험상품의 옵션으로 첨부가 가능하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 및 

리스크 관리 체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고, 기업의 평판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 측면에서는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웹 미디어 

등의 보급에 의해 기업 이미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업계속대응비용담보특약’은 배상책임사고 발생에서 손해배상 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동경해상일동화재는 이 특약의 제공을 통해 기업의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사업재개 및 신뢰회복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특약의 주요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관리대응비용: 사고 관련 회견비용, 대책

본부설치비용, 평판도 제고 비용 등, ㉯ 재발방지비용: 재발방지에 관한 컨설팅비용, 재발

방지 매뉴얼 책정 비용, 임직원교육비용 등, ㉰ 신뢰회복비용: 영업재개와 신뢰회복을 위

한 광고비용, 신뢰회복을 위한 컨설팅비용 등이다.

③ 특정설비수재보상특약(모든 침수보상) 판매 개시

2019년 10월부터 ‘Total Assist 주택보험’에 대해 수재 정도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조(空

調)·냉난방 설비, 충전·발전·축전설비, 온수설비 등 특정의 기계설비에 대해서 수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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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개발하였다.

종래의 주택화재보험의 수재보상은 침수상황 등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

금 지급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장치 등을 활용한 스마트 주택에 대한 관심

이 높아져 충전·발전·축전설비, 온수설비 등의 고비용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재에 의한 손해 정도에 상관없이 기계설비에 대한 손해

보상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어 본 특약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해외투자보험’ 개발

2019년 8월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주)일본무역보험(NEXI)과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업계 최초로 민·관제휴의 ‘해외투자보험’을 판매하였다. 최근 일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대외 직접투자잔고도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객 니즈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검토할 경우 당

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 시에 재산몰수 및 송금 차단 등의 컨트리 리스크에 대

한 불안감이 매우 높지만, 그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를 담보하는 ‘해

외투자보험’을 개발하였다.

해외 컨트리 리스크에 대해 인수 노하우, 보험인수 실적, 보험금 회수능력을 보유한 NEXI

와 재보험 제휴를 통해 담보 확대 및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⑤ ‘국내 M&A보험(표명보증보험)’ 개발

2020년 1월부터 동경해상일동화재는 일본 최초로 일본 국내기업 간 M&A 계약을 대상으

로 양도자의 표명보증위반에 따른 양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국내 M&A보험’ 판매

를 개시하였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승계 및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매

수 등 국내기업 간의 M&A가 증가 추세에 있고,27)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수자·양도자 쌍방의 국내기업이 안심하고 M&A 거래

27) 2019년 1년간 일본기업의 M&A는 약 4,000건에 이르고 있음.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을 매수하는 계약이 약 

1,000건, 국내기업 간의 계약이 약 3,000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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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하였다.

M&A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양도계약서에 ‘표명보증’ 조항이 있으며, 양도자가 양수자에 

대해 재무 및 법무 에 관한 개시상황에 허위가 없다는 것을 표명해서 보증한다. 만약 양도

자가 ‘표명보증’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수

자는 광범위한 보증을 희망하는 반면, 양도자는 한정적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 상품은 이러한 양자 간의 갭을 해결하여 M&A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양도자의 표명보증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양수자가 입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

급한다.

‘국내 M&A보험’은 매수계약서를 근거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최저보험료는 

1,000만 엔이며, 양수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된다(日本保険毎日新聞 2021. 2. 17).

동경해상일동화재는 향후에도 기업의 전략적 성장, 사업승계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M&A 

거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경제 활성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대상 패키지보험’ 개발

2020년 4월부터 풍력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대상 패키지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가 실증기로 

소수만 건설되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일본 국내에도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

전설비와 관련된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는 향후에도 기술향상과 새로운 법정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일

본 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갈 것이다. 

마) 서비스 전략: 디지털화 및 사회문제 해결 지원을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

① 손해서비스의 디지털 전략 강화

디지털기술의 발전, 고객 니즈의 변화·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손해서비스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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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 등에 의한 사고 감소, AI기술 활용에 따

른 효율성이 확대되어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고도의 영역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동

경해상일동화재(주)는 디지털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하기 위해, ㉮ 고객 접점의 변혁·강화 ㉯ 사내업무 효율성 제고 ㉰ 손해서비스의 고

도화 추진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① 고객 접점의 변혁·강화
∙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 고객의 편리성과 당사의 대응 스피드를 비약적으로 증대
∙ 고객 자신의 웹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고신고 가능

② 사내업무 효율성 제고
∙ AI 지원에 의해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한층 가속화
∙ 고도의 업무에 인력 배치

③ 손해서비스의 고도화 추진
∙ 사내 인력의 강점을 활용하고 AI, 빅데이터를 이용한 감동 수준의 

고객응대와 가치 제공 영역의 확대

자료: 東京海上日動火災株式會社(2020), p. 6

<표 Ⅲ-5> 손해서비스의 디지털 전략

② 신형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고객 대응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은 감염 확대방지 및 종업원의 안전 확보에 대비하면서 사회 인프

라 차원에서 보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접수, 보험금 지급 및 계약 보전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에 감염된 계약자에게는 계약 수속 및 보험료 납부 기일을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시

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차량교체 시의 이동·해약 수속, 자

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수속 절차·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도 마련

하였다.

상해보험, 초보험 등 감염증법상의 1유형 감염증에서 3유형 감염증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인 감염증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형 코로나 감염증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해외여행보험(질병보상)의 보상대상인 치료개

시 인정 기간에 대해, 원래는 ‘보험기간 종료 후 72시간 이내 치료개시’로 규정되어 있었

지만, 신형 코로나 감염증에 관해서는 ‘30일 이내에 치료를 개시한 경우’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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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임시시설 또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입

원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③ AI기술을 활용한 자동차사고 수리견적서 점검

종래에는 회사와 수리공장 간 수리비를 협의할 경우, 지급보험금을 결정할 때까지 평균 

2~3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고객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사고대응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

해 자동차 손상에 관한 화상정보와 수리비견적서를 기초로 여기에 AI 활용을 추가하여 신

속하게 점검하는 실험을 개시하였다.

④ 해외 발생 사고의 손해서비스 체제 강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법인과 우수한 에이전트

를 세계 각지에 배치하고, 고객에게 글로벌 손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외종합지원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병원 수배, 의료반송 수배 등 각종 지원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⑤ 중소기업의 법률분쟁·휴업보상 해결을 지원

동경해상일동화재는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를 포괄적으

로 보상하는 기업 대상 상품인 ‘초 비즈니스보험’에 중소기업의 법률분쟁 해결을 지원하

는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이 서비스는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초 비즈

니스보험’ 계약자에 대해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포털사이트의 프리미엄 서비스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보험회사 중 최초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를 통해 ㉮ 법률상담 관람서비스(다양한 사업자의 법률상담과 그 상담에 대한 변호사 회

답을 스마트폰으로 관람이 가능), ㉯ 즐겨찾기 상담관리 서비스(관람한 상담에 대해 즐겨

찾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 ㉰ 고객검색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초 비즈니스보험’ 계약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분쟁해결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사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한 법무리스크의 파악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는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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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28) 

동경해상일동화재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상품·서비

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쟁으로 발생

하는 법률상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2021년 1월부터 ‘초 비즈니스보험’에 코로나 감염에 의한 휴업보상손해를 보상

하는 ‘감염증보상특약’을 개발하여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 특약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시설이 코로나 감염증에 오염되어, 보건소 또는 행정기관의 지시 및 명령에 의해 소독·격

리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 최대 15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상내용은 휴업에 의

한 손실과 매출 감소를 위해 사용된 추가비용을 합산하여 1사고당 500만 엔까지 보상한

다. 그리고 감염증대책비용보험금으로 시설의 소독비용, 임직원의 검사비용 등 사고 발생  

시에 지출한 비용을 100만 엔을 한도로 보상한다.

⑥ ‘Medical Note 의료상담’ 재제공

동경해상일동화재와 동경해상일동안심생명은 (주)Medical Note의 온라인 의료상담 서비

스인 ‘Medical Note 의료상담’을 무료로 2021년 1월 21일에서 2월 22일까지 다시 제공

하였다.29) 이 서비스는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대확산으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을 경감시

키기 위해서이며, 그 대상자는 양사의 개인과 단체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다. 

‘Medical Note 의료상담’은 계약자 자신과 그 가족이 건강상태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자

택에서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종사자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상에서 손쉽게 직접 상

담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코로나 감염에 관한 상담뿐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고민하는 고

객도 온라인상으로 의료진에게 상담이 가능하다.

28) 일본 중소기업 중 고문변호사를 채용한 기업은 19.5%, 상담 가능한 변호사가 있는 기업은 16.2%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장벽이 높은 편임(日本保険毎日新聞 2020. 5. 12)

29) 이 서비스는 2020년 4월~6월까지 무료로 제공하였는데,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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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

1) 회사 개요

2010년 10월에 아이오이 손보와 닛세이 동화손보가 합병하여 (주)아이오이 닛세이 동화

손보(이하, ‘아이오이 손보’라 함)가 탄생하였다. 여기서 아이오이 손보는 2001년 4월 대

동경화재와 치요다화재가 합병하여 출범하였으며, 닛세이 동화손보는 2001년 4월 동화

화재와 닛세이손보가 합병하여 탄생하였다.

아이오이 손보는 2010년에 통합된 MS&AD 인슈어런스 그룹 산하에 있으며, 이 그룹의 중

심사업인 손해보험업 부문에 삼정주우해상화재, 아이오이 손보 및 미츠이 다이렉트손보 

등 3개사가 소속되어 있다. 삼정주우해상화재는 삼정주우그룹의 영업기반과 국내외의 광

범위한 사업 인프라를 갖춘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 중 하나이다. 아이오이 손보는 도요

다·일본생명그룹의 네트워크와 지역 밀착형 리테일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다. 

아이오이 손보의 2019년도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1조 2,767억 엔으

로 2018년의 1조 2,335억 엔 대비 432억 엔(3.5%)이 증가하였으며, 종목별 구성비는 주

력 종목인 자동차보험 8,758억 엔(68.5%), 화재보험 1,992억 엔(15.6%), 특종보험 1,374

억 엔(10.8%), 상해보험과 해상·운송보험이 각각 569억 엔(4.5%)과 72억 엔(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험인수이익은 11억 엔에 불과하였으며, 2018년 155억 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

였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의 다발과 화재손해의 증가 등으로 화재보험분야에서 654억 엔

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 성장전략

가)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 중장기 계획

아이오이 손보는 2018년 지주회사인 MS&AD 인슈어런스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 

‘Vision 2021’을 토대로 2018~2021년 4년간의 중장기 계획 ‘AD Vision 2021’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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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경영이념으로 선진성, 다양성 및 지역밀착을 추구하고, 밝고 활기

찬 임직원이 고객을 전력으로 서포트하는 ‘특색있고 개성이 풍부한 회사’의 확립을 목표

를 세우고 있다. ‘특색있고 개성이 풍부한 회사’의 확립을 위한 3가지 세부전략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 선진성 추진: 텔레매틱스 전략과 ITC기술에 의한 Brand Value의 확립, 

㉯ 다양성 추구: 도요다·일본생명·관계사를 비롯한 이업종과의 제휴 확대 및 가속, ㉰ 지

역밀착 추진: 리테일 분야의 강점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강화 등이 있다.

나) 가계성보험 상품전략: 리스크 세분화 상품개발에 초점

① ‘민간구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최근 고령자의 증가와 함께 경증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긴급성이 없

는 환자를 수송하는 민간구급사업자가 탄생하였다. 환자 등의 승하차 보조와 수송 중의 

사고에 의한 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민간구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2015년부터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개발 당시에 택시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구급

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20년부터 신형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감염방지시설을 갖춘 전용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민간구급업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 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환자 등 수송, 개호·복지 택시사업자 특약’

을 첨부한 상품이다.

② 젊은 층을 위한 ‘Personal 자동차보험’ 개발

아이오이 손보는 삼정주우해상화재와 공동으로 젊은층 대상 ‘Personal 자동차보험’을 개

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 및 소자녀화에 의한 차량보유대수 감소를 배경으로 

젊은층의 고객을 신규로 획득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이 상품은 아이오이 손보의 자동차보험 신규계약 중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반응이 좋

은데, 그 이유는 운전자 연령에 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처음 자동차를 구입

할 때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이 선호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면허증의 색상 및 사용목적 등의 리스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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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항목을 간소화하여 이해하기 쉬운 장점도 가지고 있다.

③ ‘행방불명 시 수색비용보상특약’ 개발

삼정주우해상화재와 아이오이 손보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치매 등에 대응하기 위

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상품에, 피보험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수색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을 ‘행방불명 시 수색비용보상특약’이라고 하고, 양사가 70대, 80대의 고령자 대

상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국내에서 본 계약의 피보험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한 후, 그 다음날 정

오까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보험계약자가 수색활동에 소요된 비용

을 보상하며, 보험금지급 한도액은 50만 엔이다.

다) 기업성 상품전략: 리스크 세분화 상품개발에 초점

① ‘근린 피재자(被災者)대응 비용보험’ 개발

2020년 6월 아이오이 손보는 낙뢰, 풍재(風災), 설재(雪災)에 의한 사업자 시설의 손해에 

기인하여 이웃의 건물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신뢰 회복 또는 실추 방지를 위

해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근린 피재자(被災者)대응 비용보험’을 개발하였다. 이 보험

은 사업자의 소유시설에 낙뢰, 풍재, 설재 등에 의한 손해가 원인으로 이웃의 재물에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설 관리상의 과실

로 인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예를 들어 태풍에 의해 사업자가 소유하는 

시설의 지붕이 날아가 이웃에 직격하여 창문이 파손되었을 경우 등)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의 회복비용, ㉯ ㉮이외의 사

회통념상 타당한 비용 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비용 등이다. 총지급한도액은 1사고

당 1,000만 엔이고, 위의 ㉮ , ㉯를 합해서 피재자 1인당 100만 엔을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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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소유주비용 특약

MS&AD 보험그룹 산하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삼정주우해상화재와 아이오이닛세이동화

손보가 2015년 4월에 소자녀·고령화에 대응한 화재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해 동년 10월 1

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화재보험에 주택소유주비용 특약을 신설해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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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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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물론이고 상하좌우의 인접호실의 임대수입 손실도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

③ 기업대상 「건강경영지원보험」 개발

삼정주우해상화재와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는 기업의 건강경영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

품 ‘건강경영지원보험’의 판매를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임직원에게 ‘만일에 대

비한 보상(보험기능)’, ‘예방’과 ‘컨설팅’ 등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앱을 활용한 임직원의 

건강증진 노력을 평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 주는 ‘건강경

영할인제도’도 도입하였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위의 3가지의 기능별로 코로나 감염병을 비롯한 감염병 대책 방

안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 대상보험에 개별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

고, 건강증진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보험상품은 손보업계 최초이다. 

라) 서비스 전략: 디지털화 및 고객편의성 제고에 초점

① ‘텔레매틱스 손해서비스 시스템’ 개발

아이오이 손보는 텔레매틱스 자동차보험의 차량·디바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데

이터를 사고대응에 활용하는 ‘텔레매틱스 손해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9년 4월부

터 전국의 서비스 센터에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 개발에 의해 주행 데이터와 운전습관·위

치정보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대응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텔레매틱스 손해서비스 시스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고객으로부터 사고연락을 받는 

‘수신형’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차량의 충격을 탐지하여 회사에서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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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형’으로 변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접수를 실현한다.

㉯ 고객에게 청취한 사고장소·상황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한 ‘추측’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가

시화에 의한 ‘확인’으로 변혁하여 고객의 부담을 대폭으로 경감한다.

㉰ 고객과 사고 상대방에게 청취한 ‘주관’적인 정보에 의한 과실·합의교섭을 드라이브 기

억장치 영상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한 과실·합의교섭으로 변화하여 신속하고 적

절한 해결을 실현한다.

또한 드라이브 기억장치의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판례정보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의 판정

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2020년 9월에 도입하는 등 고객에게 안심을 제공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② ‘I’m ZIDAN–24시간 365일 사고대응서비스-’

‘I’m ZIDAN’은, 24시간 365일 사원이 사고대응을 실시하고, 합의교섭까지 가능하며, 2019

년 10월 현재 경쟁 보험회사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독자적인 서비스이다. 평일 주간 영업시

간 내에 사고대응을 실시하는 전국 195개의 서비스센터 이외에, 야간·휴일에 사고대응을 

실시하는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계 최초의 사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사고 접수, 야간·휴일에 발생한 사고의 초기대응(고객 어드바이스, 

사고 상대방과 수리공장·병원 등에 연락, 대차 수배 등) 및 합의교섭 등도 가능하며, 사고

로 불안한 고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다.

3. 소액단기보험회사

가.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

1) 회사 개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은 1984년 4월 학생종합보험 판매에 특화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처

음 출발하였다. 2009년 1월에 소액단기보험업자로 등록한 후 2011년 2월 라이즈소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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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험과 합병하면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

험인 ‘무연사회의 지킴이’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동 상품은 현재 동사를 대표하는 상품

이자 일본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스미토

모생명(住友生命)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회사가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취약한 현금흐름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동사는 201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입보험료와 보험금지급액을 각각 2억 

3,600만 엔과 8,900만 엔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결과는 수입보험료 1억 5,600만 엔, 보험

금지급액 1억 100만 엔이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나가는 돈은 증가한 셈이다. 

한편 소자녀화·고령화의 진전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필

요가 있었던 스미토모생명 입장에서 특정 마켓의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

해 판매하는 역량을 갖춘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은 당사의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면을 강

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스미토모생명은 고객니즈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산

하의 회사와 함께 판매채널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제공하는 ‘Multi-chan-

nel·Multi-product 전략’을 통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은 ‘스미토모생명그룹의 회사로서 기존의 보험상품만으로는 대처

할 수 없는 고객의 다양한 리스크 및 니즈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보험상

품 개발을 수행한다’는 경영이념을 갖고 있다. 이런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3가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① 새로운 리스크 및 니치마켓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오리지널 보험’의 개발에 주력하여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을, 사회에는 꿈을 선사한

다. ② 항상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기업이 되자. ③ 타업종과의 제휴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보험업계에 새로운 바

람을 불어넣는다. 

2) 성장전략

가) 작은 리스크 및 니즈를 알기 쉽게 보험상품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은 경영이념에서 본 것처럼 니치마켓의 니즈에 부합하는 독특한 보

험상품 개발을 통해 성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장전략을 한 마디로 정의

하면 ‘작은 리스크 및 니즈를 알기 쉽게 보험상품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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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의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를 살

려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나 업무 개선을 도모한다. 회사에 전해지는 ‘고객의 소리’는 전

건 집약한 후 컴플라이언스위원회와 경영회의에서 대응책과 개선책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기도 한다. 고객의 소리에 근거한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홈

페이지에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문의 폼을 설치해 접수된 의견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며 보

험상품 개발에 활용한다. 동사는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기 위해 고객의 리스크 및 니즈를 

잘 알고 있는 단체와 기업, 모집대리점 등을 적극 활용하며, 이들과 함께 고객의 리스크와 

니즈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험상품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리스크와 

니즈를 감안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동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고독사보험인 ‘무연사회의 지킴이’, ‘불임치료보험’, ‘벌집/

새집보험’, ‘2030세대를 위한 입문보험’, ‘헬스케어응원단’ 등이 있다. 동사는 이들 상품을 

다이렉트통신판매와 인터넷, 대리점위탁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주요 보험상품

일명 고독사보험이라 불리는 ‘무연사회의 지킴이’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다. 동 상

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고독사, 살인사건 등이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할 경우 주

택소유자는 원상회복 비용은 물론이고 사고 이후의 공실, 주택임대료 하락 등의 손실을 

입게 된다. 동사는 고독사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를 찾아 그

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동경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던 60대 남성이 여름철에 고독사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악취로 주변에 

끼친 민폐를 사과하기 위해 간단한 선물을 지참하고 다른 입주자와 이웃을 일일이 찾아다

니며 사과했고 청소는 물론 소독을 3차례 실시했으며, 악취 해소를 위해 통풍이 잘 되도

록 방을 리모델링하기까지 했다. 이 고독사로 인해 그가 입은 손해는 원상회복비용 약 

100만 엔과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 약 50만 엔이었다. 후쿠오카에서 주택임대업을 하

는 50대 남성 B씨는 세입자인 30대 남성이 고독사하는 일을 겪었다. 이 때 그는 보증인이 

돈을 지불해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고독사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판례가 없거나 적을 뿐 아니라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교했을 때 그 효과도 적다고 판

단하여 손실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한다. B씨가 입은 손해는 원상회복비용 약 100만 엔과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 약 40만 엔이었다. 동 회사에서 2013년 11월에 실시한 동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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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상 설문조사(응답 55명)에 따르면 임차인 사망을 경험한 자는 27%였으며, 사망

한 임차인의 연령은 60세 미만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0) 

동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이며,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고독사, 자살, 범죄사)

로 피보험자(집주인, 관리회사 등)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준다.31) 보상내용은 크게 3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원상회복비용보험금이다. 이 보험금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피

보험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한 유품정리, 원상회복,32) 상속재산관리

인선임신청33)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동 보험금의 상한액은 1사고

당 100만 엔이다. 둘째는 주택임대료보증보험금이다. 이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공실기간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한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실기간과 임대료 하락기간은 통산하여 최장 12개월까지 보상하며, 기

간의 기산일은 사고발생일의 익월 1일로 한다. 동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200만 엔이며, 임

대료 손실액34)과 임대료감소 손실액35)을 보상한다. 임대료 감소는 원래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한다. 셋째는 사고위로금이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피보험자에게 원상회

복비용보험금에 상당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비용부담이 5만 엔 미만인 경우

에 지급된다. 1사고당 5만 엔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동 상품에 가입하려면 입주호실이 4개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호실 전

체를 가입하여야 한다. 즉 일부 동이나 일부 호실만을 선택해 가입할 수는 없다. 보험료는 

입주호실의 수36)에 따라 다르다. 입주호실의 수가 4~19개인 경우 월 보험료는 1호실당 

390엔, 20~49개인 경우는 340엔, 50개 이상은 280엔이다. 

‘2030세대를 위한 입문보험’은 젊은이들을 위한 실손보상 의료보험상품이다. 동 상품은 

30) 60세 이상은 13%, 불명은 7%였음

31) 고지하지 않은 호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또한 사고호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원

상회복 후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집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32) 원상회복비용에는 당해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손 및 오손을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들어간 수리

비용과 청소, 악취제거 비용만 포함됨.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 사망사고에 기인하지 않는 원상회복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33)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 비용은 5만 엔을 한도로 하며, 제3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하고 지급함

34) 임대료 손실액 = 공실기간(월) × 원래 임대료(월액) × 지급비율(80%)

35) 임대료감소 손실액 = 하락기간(월) × 감소 임대료(월액) × 지급비율(80%)

36) 입주호실에는 공실이거나 점포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호실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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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3가지 주요 리스크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동 상품은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개발되었으며, 동 상품

에 가입하면 동영상으로 보험과 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동 상품의 보장

내용은 신체보상, 가계재산보상, 손해배상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보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지불한 치료비용을 보상(80만 엔 한도)하며, 사망할 경우 유족에

게 100만 엔이 지급된다. 가계재산보상은 화재나 가스폭발에 의한 소실, 낙뢰에 의한 전

자제품의 고장, 배수관 누수에 따른 오손, 회오리바람이나 홍수로 인해 입은 손실 등을 보

상한다, 보상한도는 100만 엔, 300만 엔, 500만 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재산보상

에서는 불법침입에 따른 도어락 교환비용, 호텔 등에서의 임시숙박비용, 임차건물 수리비

용 등 각종 비용도 보상한다. 손해배상보상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

로, 보상한도는 1,000만 엔이다.

다) 고객서비스: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알기 쉬운 정보의 제공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알기 쉬운 정보의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고 친숙한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동사는 보험회사의 핵심 업무의 하나인 보험금 지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성실히 수행하

기 위해 손해서비스 품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 창구

로써 전용 사고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의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부

서에서의 심사 후 2명 이상이 더블체크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금지급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도 한다.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

할 때에는 보험금의 금액과 내역 등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동사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고 나면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모집자료를 작성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에 맞춰 보험의 구조 및 

보장내용, 보험료,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관한 정보 등을 상품 팜플렛과 중요

사항설명서를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한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

여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도표 등을 활용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고객 입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서비스를 위해 동사는 상품부대서비스로 슈카츠(終活) 서비

스를 제공한다. 슈카츠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연명치료, 환자간호, 장례,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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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희망사항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동사는 고객의 슈카츠를 지원하기 

위해 슈카츠 상담 자격증을 갖춘 ‘슈카츠 카운슬러’가 상담해주는 ‘슈카츠 상담 다이얼’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품정리 전문 서비스업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홈페이지 디자인과 내

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는 감염확대 방지 및 

뉴노멀 시대에 맞게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 앱에서 보험가입 절차를 완결하는 디지털보험 제공을 적극 검토하

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가

입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나.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

1) 회사 개요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제껏 없었던 보험회사가 되고 싶다’

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2016년 4월에 소액단기보험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6월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은 동사의 경

영이념을 구체적인 상품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9월에는 ‘아름다운 슈

카츠보험’을, 2020년 6월에는 ‘레이와장수의료보험’을 판매하며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

다. 판매채널은 인터넷, 우편, 대리점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당사의 보험상품

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9곳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인지 높

은 사업비율 때문에 합산율이 100%를 넘고 있다.

항목
2018년 2019년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율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율

생명보험 7.7 257.9 265.6 15.1 89.1 104.2

의료보험 - 28,132 28,132 165.4 74.9 240.3

합계 7.7 257.9 265.6 15.5 89.0 104.5

자료: 健康年齢少額短期保険(2021), p. 10

<표 Ⅲ-6> 건강연령보험의 최근 경영실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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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전략

가) 의료통계서비스회사와의 협업

‘고객니즈에 착 달라붙는 지금까지 없던 보험회사’를 지향하는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은 

주주 3명, 직원 5명의 초소형 소액단기보험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설립 초기부터 독특한 

상품을 출시하며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철저한 분업시스템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은 동경에서 의료통계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JMDC37)의 

대표이사인 마츠시마 요오스케(松島陽介)가 대주주이며, (주)JMDC의 임직원인 이노우라 

카츠야(井ノ浦克哉)가 동사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인 오오하시 코오지(大橋宏次)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보험.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없는 보험. 

그런 보험을 만드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력해주는 파트너와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은 (주)JMDC가 개발한 ‘건강연령’을 사용

함으로써 탄생한 상품입니다.” 오오하시 대표이사의 말처럼 동사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돈독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설립 초기에 순조롭게 사업을 영위하

고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나) 주요 보험상품

현재 동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 아름다운 슈카츠보험, 소

원을 이뤄주는 보험, 레이와 장수 의료보험 등 4가지다. 이 중에서 동사를 대표하는 상품

은 일본 최초로 건강연령으로 가입하는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이다.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반적인 의료보

험과 달리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지

병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하기 쉬운 보험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 

보험금 상한액은 80만 엔이다. 만18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37) (주)JMDC는 2002년에 설립된 회사로 2021년 3월 현재 27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음. 건강보험조합, 제약회사, 

보험회사, 연구기관 등을 거래선으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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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품은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리스크세분형 의료보험이다. 암·뇌졸중·심근경

색·당뇨병·고혈압 등 5대 생활습관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일률적으로 80만 엔을 지

급한다.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단한 고지38)와 건강연령39)을 산출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실제연령보다 건강연령이 높아도 1년 이내에 암 등 5대 생활습관병

을 원인으로 치료받기 위해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건강연령별 5세 단위로 책정된다(<표 Ⅲ-7> 참조).

구분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월납P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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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康年齢少額短期保険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함

<표 Ⅲ-7>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의 건강연령별 보험료 수준(예시)

‘아름다운 슈카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고도장해상태에 빠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

하는 사망보험 상품이다. 50세부터 8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89세까지 가입 가능, 간단한 가입절차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보험료의 경우 사망보

장으로만 한정하므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4세 여성이 100만 엔 코

스에 가입하면 월 460엔만 납입하면 된다. 둘째, 89세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5세 

단위로 부과되므로 사실상 94세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

품이므로 지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셋째, 가입 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고, 4가지 

사항만 고지하면 되고, 보험금은 4가지 코스40) 중 선택하면 되므로 가입절차가 매우 간단

하다는 점이다. 4가지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입원 중인가? 또는 현재 의사로부

터 질병으로 인해 입원·수술을 권유받고 있는가? ② 최근 5년 이내에 암 또는 간경변 진단 

38)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임. 1. 최근 1년 이내에 당사에서 정한 특정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한 적이 있는가? 2. 최근 1년 이내에 당사에서 정한 특정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

색,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 

39) 건강연령은 BMI지수,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알기 쉽

게 나타낸 지표로서 건강진단결과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판단함. 동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강연령은 (주)JMDC

가 보유하고 있는 160만 명의 건강진단 데이터와 의료비를 근거로 개발된 모델임

40) 50세부터 80세까지는 100·150·200·300만 엔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80세 이상은 50·100만 엔 코스

만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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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입원 또는 수술을 받

은 적이 있는가? ④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료, 검사, 투약,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다) 서비스전략

동사는 주력 상품인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18년 7월부터 

‘건강연령®통지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 리포트는 스미토모생명 그룹

의 자회사인 이즈미라이프디자이너스(주)(이하, ‘ILD’라 함)와 ILD가 운영하는 내점형 보

험Shop의 일부 점포에서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의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을 판매하고 

JMDC가 개발한 ‘건강연령®통지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시

작되었다. 스미토모생명이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에 관심을 가진 것은 동사가 2018년 

7월부터 ‘스미토모생명 Vitality’41)를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연령®통지리포트’는 ‘건강연령연동형의료보험’ 가입자와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동 

리포트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연령 관련 정보를 앞면과 뒷면에 걸쳐 수치와 그

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동 리포트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신

청자의 건강연령 및 동류집단과의 비교 값을 보여주고, 뒷면에는 각 건강진단 항목 값의 

3년 간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준다(<그림 Ⅲ-13> 참조). 

41) Vitality는 생명보험, 저축성투자상품, 웰니스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서비스회사인 

Discovery가 건강 개선 도구 및 관련 지식,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보험가입자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동 프로그램은 임상연구 및 행동경제학에 기반해 건강체크·예방·운동 등이 생활

습관병의 억제에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증진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각종 인센티브

가 장기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구조가 보험상품에 설계되어 있음. Discovery는 남아

공을 비롯해 영국·미국·중국·싱가폴·호주·독일 등 17개 국에서 약 750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스미토모생명이 독점계약을 맺어 2018년 7월 ‘건강증진형보험’으로 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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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1세 여성을 예로 든 것임

자료: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주)

<그림 Ⅲ-13> 건강연령®통지리포트

<그림 Ⅲ-13>에서 ①은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계산한 건강연령과 검사일 기준 

실제연령, 건강연령과 실제연령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②는 검사자와 동성이고 실제연

령이 같은 사람들의 건강연령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동세대는 5세 단위를 기준으로 한

다. ③은 최근 3회차 검사결과의 건강연령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④는 각 검사항목의 

수치를 동성·동세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낸다. 수치가 평균보

다 나쁘면 빨강색, 평균보다 좋으면 파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뒷면의 ⑤는 각 검사항목 

의 3회차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으며, 각 검사항목의 개선과 악화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얼굴 마크로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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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펫메디컬서포트

1) 회사 개요

펫메디컬서포트(주)는 ‘동물들과 안심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의 건강, 사회화(매

너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물들이 인간과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

적으로 펫보험의 보급에 노력한다.’는 경영이념을 갖고 있다. 동사는 2004년 9월 펫메디

컬서포트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처음 펫보험시장에 뛰어들었다. 2007년 4월에는 소액단기

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회사로 펫메디컬서포트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2008년 3월 

소액단기보험업 등록을 완료했다. 2008년 5월에는 동사의 주력상품인 ‘PS보험’을 출시했

으며, 2009년 7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을 허용하였다. 2017년 11월에 보유계약 건

수 5만 건을 달성했으며, 2020년 3월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2018년 9월에는 365일 24시

간 대응 가능한 수의사전화서비스(계약자 전용)를 개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보험금청

구접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동사의 보유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보유계

약 건수는 101,691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는 29억 엔을 돌파하였다. 각각 전

년 대비 34.5%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보험금지급 건수는 56,721건을 기록하여 

전년(42,385건) 대비 33.8% 증가하였다.

[보유계약 건수] [수입보험료]

자료: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 3. 7), “ペットメディカルサポートの現狀2020”에서 재인용함

<그림 Ⅲ-14> 펫메디컬서포트의 보유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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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펫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30~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과 영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펫보험시장은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펫의 가족화 

및 동물의료의 발전, 펫보험의 인지도 향상 등으로 펫보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

망이어서 현재의 성장속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24년에는 2019년보다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Ⅲ–15> 참조).

주: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회사 15개사 중 홈페이지에서 펫보험 수입보험료를 공시하고 있

는 11개사의 데이터를 집계한 것임

자료: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 3. 7), “ペットメディカルサポートの現狀2020”에서 재인용함

<그림 Ⅲ-15> 일본 펫보험 수입보험료 추이와 전망

2) 성장전략

가) 저코스트 전략

최근 애완동물의 식사의 질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펫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 펫의 고령화에 따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

고, 선진 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의료비의 고액화가 진행되고 있다. 펫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동사는 ‘많은 주인들

이 무리없이 가입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펫보험’을 지향하며 2008년부터 펫보험인 

PS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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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애완동물 주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저코스트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저코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동사는 ‘PS보험’ 하나의 상품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

에 주력하고 있다. 이 결과 2019년 결산에서 경상이익 900만 엔, 당기순이익 1,100만 엔, 

지급여력비율 634.8%를 달성하였다. 한 마디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상품에 주력하여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도 동사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2020 오리콤 고객만족도 조사’ 펫보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

으며, ‘닛케이트렌디 보험대상 2021’에서도 펫보험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동사의 신규가입자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입자들

이 동사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보험료와 보상내용의 밸런스 양호(67%)’였

다. 이어 ‘저렴한 보험료(56%)’, ‘인터넷에서의 높은 평판(2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나) 주요 보험상품

현재 동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PS보험’은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다. 동 상품은 50% 

보상플랜, 70% 보상플랜, 100% 보상플랜 등 3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기본플

랜·견실플랜·충실플랜이라 부르기도 한다. 50% 보상플랜이란 애완동물 치료를 위해 들어

간 비용의 50%를 보상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장내용은 통원보상, 입원보상, 수술보

상, 휠체어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상별로 보상한도액과 1일·1회당 지급한도

액 등이 정해져 있다(<표 Ⅲ–8> 참조).

구분 보상한도액
지급한도액

(1일, 1회당)
보험기간 한도일수

통원보상 20만 엔 1만 엔 20일

입원보상 60만 엔 2만 엔 30일

수술보상 20만 엔 10만 엔 2회

휠체어보상 10만 엔 10만 엔 -

자료: 펫메디컬서포트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표 Ⅲ-8> PS보험의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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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품의 가입자들이 보험료와 보상내용의 밸런스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상품

설계상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보험료 인상 주기를 3년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을 찾는 일

이 많아진다. 보험기간이 1년인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상 많은 보험회사들은 1년마다 계약

을 갱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 동물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PS보험’은 3세마다 1회 보험료를 인

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12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단 화장비용 등

담보특약에 가입할 경우 12세 이후에도 3년에 한 번 18세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둘째는 

모든 플랜에서 면책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펫보험은 자기부담금

인 면책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PS보험’은 면책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만큼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면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펫

보험의 경우 보통 15~30일의 면책기간을 설정하는데 ‘PS보험’은 면책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면책기간은 보상공백 기간이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