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결론

이번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언과 결론을 제시

한다. 아래의 <표 Ⅵ-1>에는 전장의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성과와 평가에 근거

한 해외사업 관련 전략적·정책적 검토사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Ⅵ-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전략적·정책적 검토사항

전략적 의문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성과 정책적 의문

진출국가의 보험인프라와 
현지 경쟁구도가 
고려되었는가?

←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보험영업

 진출방식은 적합한가?
 경영목표는 명확한가?
 해외사업 전략의 지속성이 

유지되는가?

←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경영성과 미흡
→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문제인가? 핵심역량은 있는가?

 균형있는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있는가?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가?

←

 미미한 시장점유율

 생명보험: 판매채널 미흡, 

손실 지속

 손해보험: 현지 국내 기업 

대상의 보험영업

→ 

현지화를 위해서 현지 

국내기업과 협력하고 있는가?
→

보험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은?

국내 보험회사의 아시아 시장에 집중된 보험영업과 미미한 경영성과는 진출국가 

선정에서 현지 보험산업의 경쟁현황과 인프라 여건은 간과하고, 성장잠재력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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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부여한 전략적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

영성과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현지상황에 적합한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리 등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10년 이상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방카슈랑스 채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없이 해외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목표가 

불명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해외사업에서 적자

를 보고 있다는 점은 현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해외사업 관련 비용을 관리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Contractor 외 2003), 이러한 원인은 해외사업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전략과 현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부족

일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전략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과 관련한 

거래비용 감소와 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1.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전략적 측면

1) 핵심역량 확보: 현지에 적합한 상품·채널 전략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보험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역량과 

판매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진출 국가의 경제·금융환경 변화, 보험수요 변화 등을 

분석하여 해외시장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Hussel 외

(2005)에 따르면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수

준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거 국내시장에

서 인기가 있던 상품이 현재의 해외시장에서 혁신적일 수 있다. 1975년 일본에 진출

한 Aflac의 경우, 암보험 발생률이 높아지던 일본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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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다.57) 당시 일본을 여행한 Aflac의 CEO가 일본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인상을 받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에 암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에

서 사업기회를 모색하였다. 이후 자사의 주력 상품인 암보험 상품으로 일본에 진출

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개인고객 보다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였다. 기

업고객 대상의 단체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이 소매시장에서 일본의 보험회사들과 경

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판매채널 전략이 보험회

사의 주요 고객군 선정 및 상품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

한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 사업하는 AIA의 경우, 2000년 중국 최초로 배당형 보험상품

을 출시하였고 2009년 태국 최초로 투자연계형 상품을 출시하여 태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다.58) 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을 도입하며 진출한 외국

계 생명보험회사들도 국내 보험시장의 수요변화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미국에서 1979년 도입된 상품으로59) 약 

20여년의 시차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의 Principal Financial은 연금수요 증가를 예상

하고 중국과 멕시코에 진출하여 성공하였다.

현지 판매채널의 불안정성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판매채널 이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80년대 후반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 보험회사들도 현지 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판매수당

(Commission)에 따른 높은 이직 경향으로 인해 판매채널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

다.60) 

57) 1950년대 미국에서 암보험 단일상품, 종업원 16명, 판매원 60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

데, 70년대 일본에 진출한 이후 일본 사업의 2012년 영업이익 비중이 80%에 이르고 미

국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58) 중국 보험시장에서 배당형보험상품의 비중은 82%, 전통적 보장성상품 비중은 10%, 상

해·질병 8%, 투자형상품 1% 수준이다(McKinsey 2012).

59) 변액보험 혹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보험(Universal Insurance)개발과 병행하여 

도입되었는데, 유니버셜보험은 1979년 시장에 도입되었다. Douglas Doll, “A Brief 

History of Univers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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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구축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없이 중국에서 보험영업

을 수행하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있다. 영국의 Aviva와 프랑스의 CNP Assurance

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서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회사이다. 

진출 국가의 보험산업 발전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

계사 채널과 더불어 방카슈랑스 채널은 개발도상국 보험영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방

카슈랑스 채널의 부재는 현지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판매

채널 관리 비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방카슈랑스 채널

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지 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채널 확보 경쟁이 심화되었고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슈랑스 관련 전략적 제휴를 위해 

현지 은행, 혹은 글로벌 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해야 한다. 

2) 명확한 경영목표 설정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해외사업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자본규

제가 강화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저수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의 

성과와 소요 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61) 해외사

업의 경우, 해외사업 수행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오랜 기간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Contractor 외 2003; Capar and 

Kotabe 2003).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본비용이 상승하고 경영성과가 악화될 수 있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사업 관련 직·간접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지화이다.62) 현지화는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60) 이에 미국 보험회사들은 “미국의 보험모집인 관리 인력을 멕시코로 데리고 가서 현지 

인력을 관리·감독하여 차별화된 판매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Record of Acutuarial Society(1995).

61) HSBC, Aviva 등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해외사업을 재평가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

가 자본수익률과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식·윤성훈(2013. 7),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CEO Report, 보험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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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도 있으나 정부 혹은 계열 제조업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다. 

현지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사업 전략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최고경영자 임기가 10년 이상이라는 점과 최고경영자 승계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경영전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인력의 

장기근속도 현지화를 촉진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순환보직 인사는 현지 인력의 근속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 육성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현지화가 길어져 해

외사업 관련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 대비한 철수 전략(Exit Plan)도 수립되어야 한다. 

3) 진출시장과 진출방식 선정

경영목표는 진출시장의 보험산업 성장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경우 국내 보험산업 자본수익률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성숙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영목표는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보험산업 발

전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인프라의 부족으로 비용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선진 보험경영기법을 익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성숙된 보험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수익은 적을 수 있지만 해외사업 관련 

비용관리는 수월할 수 있다. 또한 선진 보험경영기법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판매채널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수익

률은 낮지만 선진 보험경영기법을 익힐 수 있는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경우, 진출방식은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합

병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ING, AEGON, AMEV와 HSBC, Aviva의 경우와 

같이,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해외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으

62) 해외사업 관련 비용은 해외사업비중이 일정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줄어들 것이나, 우리나

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해외사업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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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외사업 관련 비용을 줄이고 자신들의 경영전략을 100% 적용해야 한다. 국내에

서 활용했던 경영전략이 해외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을 통해 기존의 전략

을 발전시켜야 한다(Agarwal and Helfat 2009). 진입규제로 인해 인수·합병이 어

려운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나 합작법인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합작 파트너

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4) 계열 제조기업과의 협력 강화

경영목표, 진출시장과 방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이다. 현지화 정도에 따라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데 현지화의 초기단

계에서는 기존 고객의 해외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순재(2005)

에 따르면 70년대와 80년대 미국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 동반하여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UNUM은 장기소득보장보험(LTD: 

Long Term Disability) 상품으로 80년대 성장하였는데, 미국 기업들의 해외사업과 

병행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주로 판매하

고 있다.63) UNUM의 해외사업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7.3% 수준인데, 이 가운

데 89.2%가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판매한 단체보험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

시아에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도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 부문 계열사로

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LIG손해보험과 현대해

상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화재는 삼성전

자의 베트남 수출물량과 관련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

고 있다. 삼성화재의 베트남 시장점유율은 1.8%인데, 적하보험 시장점유율은 

25.6%이고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의 손해보험회

사인 MS&DA는 대주주인 토요타 자동차의 중국사업에 병행 진출하여 자동차보험을 

63) UNUM Group의 2012년 자산규모는 622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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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도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현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화를 앞당겨야 

한다. 현지화를 통해 해외사업과 관련된 운영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후, 보다 적

극적인 현지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5) 사업다각화와 규모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현지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해외시

장에서 금융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업은 보험회사

의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자들이 연금 등 장기저축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보험영업

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시장에

서 경쟁하는 AIA, Manulife, UNUM Group, Principal Financial, Aviva 등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보험사업과 더불어 자산운용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장기저축 자금운용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Katrishen and 

Scordis 1998). 금융회사에게 규모의 경제는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제고뿐 아니라 현

지 금융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국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에서 은행, 증권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진출 규

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64) 

64)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관련 규제는 외국환 거래법과 업권별 개별법에서 규정하

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 혹은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

용은 <부록 Ⅰ: ｢보험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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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측면

1) 국가간 보험인프라 협력과 전문인력 육성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서비스에는 거래장벽(Skipper 1986; 

1987)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 국가별 공적 저축제도, 규제, 조세제도, 사회적 인식, 그리고 

보험산업 인프라 등이 거래장벽으로 기능한다. 

진출국가의 보험산업 인프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래장벽을 

완화한 사례는 전술한 AIA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보험개발원이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사례도 보험인프라 확대를 통

해 거래장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 

전략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우리나라

의 경험을 국가간 상호 연구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보험인프라 협력에 기여할 것으

로 생각된다. 2013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보험산업 

발전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이 그 사례이다. 지식공유 사업은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 전파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 

보험인프라 협력을 통한 거래장벽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보험전문인력 부족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시장진출에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현지 전문 계리

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부재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계리인 자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관련 전문자격의 국제화는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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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65)

보험회사가 해외직접투자 혹은 외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

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혹은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승인’ 혹은 ‘신

고수리’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전후의 지급여력비율이 모두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해외직

접투자는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자본조달이 필요하다.66) 

2015년부터 연결 지급여력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회사의 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에 반영하게 되므로, 해외 금융회사에 투자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가용자본과 요구

자본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인수할 경우에

는 종속기업으로 분류되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평가하고 지

급여력비율을 산정한다. 반면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나 50% 이하일 경우 현지법인

은 관계기업으로 인식되어 출자금을 가용자본에서 차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분

율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해외투자를 할 경우 RBC 비율의 하락은 불가

피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해외투자를 통해 성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재무건전

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수적이다.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이익의 내부유보, 신주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이익의 내부유보와 신주발행만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다. 후순위채 등 외부 차입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만 금

융위원회의 승인하에서 발행된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자본확충은 사실상 

이익의 내부유보와 신주발행만으로 제약되어 있다.  

65) 이 절의 일부 내용은 조영현(2014)의 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와 정

책과제”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6)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건전성규제 로드맵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RBC 제도 강화만

으로 생명보험회사 평균 RBC 비율은 2018년 2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4 Phase II가 시행 될 경우 2018년 생보사의 평균 RBC 비율은 104%까지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영현(2014)은 보험회사가 내부유보만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외부자본조달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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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연결 지급여력비율 작성대상 및 작성원칙

자회사 구분
IFRS 연결
재무제표 
대상 여부

RBC 연결
재무제표
대상 여부

가용자본 요구자본

종

속

기

업

금융1) 대상 대상

내부거래 상계 후 RBC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가용자본 산출

편입된 자회사의 

자산·부채 내역별로

리스크양을 산출

비금융2) 대상 비대상
RBC 연결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3) -

관

계

기

업

금

융

국내

금융회사4) 비대상 비대상

출자금액을 

가용자본에서 공제한 후 

자회사의 가용자본을 

지분율만큼 가산

자회사의 자산·부채 

내역별로 리스크양을 

산출하여 지분율만큼 

모회사 리스크에 가산

이외의

금융회사
비대상 비대상

출자금액을 

가용자본에서 공제

요구자본 산출에서 

제외

비금융 비대상 비대상
RBC 연결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3) -

주: 1) 통계법 제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

험업”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도 포함, 집합투자기구 포함.
2) 다만, 자회사가 보험업법 제11조 2의 신고대상인 부수업무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는 금융자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지급여력비율을 작성.
3) 다만, 모회사의 자기자본 15%를 초과하는 개별 비금융자회사(종속, 관계)에 대한 출자액과 자기

자본의 60%를 초과하는 비금융자회사(종속, 관계) 전체에 대한 출자액은 가용자본에서 차감.

4) 해당 업권의 자기자본 규제제도가 있는 국내 금융회사로서 보험, 은행,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

하는 금융회사.

자료: 금융감독원(2013), 보험회사 연결 지급여력제도 매뉴얼.

자본확충 수단의 비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시장

이 불황일 때에 비해 호황일 때 비용이 낮아진다. 후순위채도 마찬가지로 채권시장

의 상황에 따라 발행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확충 수단이 다

양할수록 각 시장의 상황을 비교하여 가장 비용이 낮은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

인 자본확충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의 제

약으로 인하여 효율적 자본확충이 어렵다.67) 

67) 자본확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총자본 비용을 최소화해야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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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보험회사인 일본생명은 2009년 이후 미국, 독일, 인도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해 현지 보험그룹과의 협력 

강화, 현지 시장정보 수집, 단계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이후 현재까

지 총 7건, 약 22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실행하였는데, 해외투자 규모는 2012년 

10월에 발행한 20억 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후순위채 규모와 유사하다. 일본생명은 

후순위채 발행의 이점으로 낮은 금리와 탄력적인 자본조달 수단 확보를 들고 있

다.68) 후순위채 발행은 발행 전후에 있었던 해외투자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 악화를 

보완하고 해외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69)70)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어야 한

다. 미국의 경우 보험산업 성장 정체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회사들은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고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사업다각화에 소요되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보험회사 채권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부록 Ⅰ> 참조). 우리나라 감독당국

도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상시 발행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다양한 자본확충 수단이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 또한 자본구조 이론에서는 일반적인 

자본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이론인 trade-off 이론과 pecking order 

이론에 따르면, 후순위채와 같은 타인자본의 적절한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추거나 채권발

행이 신주발행에 비해 비용이 낮다. 

68) 10년 동안 5%, 이후 만기(2042년)까지 변동 금리이며 2022년 10월 이후 상환가능하다.

69) 일본생명의 2012년 12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670.5%로써 후순위채 발행이 없었다면 654.2%

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억 달러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6.3% 증

가시켰다.

70) 해외투자자금 조달수단으로써 후순위채는 유용한데, AXA, Prudential(미국), 다이이치 등

의 글로벌 보험회사들도 가용자본의 10~20% 가량을 후순위채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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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2011년 이후 일본생명의 주요 해외 투자

투자회사 국가 연도 규모 내용

Best Doctors, Inc. 미국 2011 19억 엔 -

Allianz Group 독일 2011 5억 유로 전환후순위채 매입

Reliance life 인도 2011 6억 8천만 달러 지분 26% 인수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인도 2012 210억 엔 지분 26% 인수

AIA Group 홍콩 2012 4억 3천만 달러 지분 1% 인수

Post Advisory 

Group, LLC
미국 2013 3,800만 달러 지분 20% 인수

PT Asuransi Jiwa 

Sequis Life
인도네시아 2014 4억 2,400만 달러 지분 20% 인수

자료: 일본생명 연차보고서 및 관련기사.

2. 요약 및 결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70년대 사무소 개설로 시작되었다. 해외  금융시장, 

보험산업 정보 수집을 통해 국내시장에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초보적인  해외진출이

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해외 보험영업이 활성화되었

다.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열 제조업 기업의 해외진출과 병행하여 현지 시장에서 계열 

제조업 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해외사업 경영성과는 손해보험의 경우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의 경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현지 시장점유율도 미미하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진출 국가들인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높

고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보험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침투도, 보험

밀도 등으로 측정한 보험산업 발전단계가 낮아 향후 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보험산업 경쟁도가 높고, 발전단계가 낮아 현

지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어렵고 현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려면 투자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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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진출방식의 한계, 경영관리 비용 등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쟁

력을 현지에서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해외사업 진출국가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장성은 낮지만 보험산업이 성숙되어 있어

서 해외사업 관련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선진 보험경영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보험영업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외사업의 편익보다 아

직은 비용이 더 큰 Contractor 외(2003)가 제시한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것으로 판

단된다. 경영관리 비용,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통화가치 변동으로 인한 비용, 

외국기업이라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부담(Liability of Foreignness) 등 극복해야하는 

부담이 아직은 더 큰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

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해외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회

사 측면에서는 현지 경영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품·채널전략, 경영방식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현지에서의 인식 제고,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적 성장

(Organic Growth) 전략보다 외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감독당국도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 경영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외환관리규정, 해외사업 승인 및 신고수리 절차 규

정 등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유인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방안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회사별 경영전략, 핵심역량, 경영관리 능력, 인력과 

자본 등 보험회사의 물리적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사

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외사업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글로벌 보험회사의 사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을 진출국가 선정, 진출방식, 경영전략 측면에서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 중심으로 정

성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사업에서 성공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

술되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외사업

을 추진한 선진국의 경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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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성과를 주요 요인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보험회사들

의 해외사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모두 고려하여 국내 보험회사에게 전략적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해외사업 성과를 통해 가늠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후

속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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