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주요국의 경영환경 변화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 과정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

부의 노후소득과 건강위험 보장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

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보장성보험 수요는 줄어들었으나 연금·건강보험 수요가 늘어

났다. 그리고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수요의 증가는 보험산업과 자본시장과의 경쟁과 

업권 내 경쟁심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거시경제 환경 변화, 특히 금리의 하락 반전과 

자산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은 보험회사 자본규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1. 인구고령화와 사적 보장 확대

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미국의 1990년, 영국, 독일의 1960년, 그

리고 일본의 1990년 수준과 유사하다. 미국, 영국,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960

년 10% 내외의 수준이었으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영국, 독일의 65

세 이상 인구비중은 각각 15.7%, 15.0%, 미국 12.5%, 그리고 일본의 경우 12%를 기록

하였다. 2013년 독일,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

중은 12%로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요국에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

부담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공적연금은 1889년 시작되었는데 근로자와 기업이 퇴직 근로자가 수령하

는 연금을 지급하는 Pay-As-You-Go 체계이다.4)

4) 독일의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이며 정부가 보장하는 소득대체율은 퇴직 당시 소득의 70% 

수준임. 독일 이외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Pay-As-You-Go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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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단위: %)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미국 9.1 9.8 11.3 12.5 12.4 13.1 14.0

영국 11.7 13.0 14.9 15.7 15.8 16.6 17.5

독일 11.4 13.6 15.6 15.0 16.3 20.8 21.1

일본 5.7 7.0 9.0 11.9 17.2 23.0 25.1

한국 3.7 3.3 3.9 5.0 7.3 11.1 12.2

전세계 5.1 5.4 6.0 6.2 6.9 7.7 7.9

자료: World Bank(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 지급액 증가와 연금 납부액 감소로 이어지고 부족분은 정

부가 재정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독일

의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1995년 10%, 2001년 11%를 기록하였고, 2030년에

는 18.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0년 8.8%, 

2030년에는 11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공적연금 지급액을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납부액만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금 기여율을 임금의 41.1%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세를 신설하기도 하였고 가입자의 기여율을 인상하였다.5)

독일 정부의 재정부담 악화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은 기업연금을 1974

년에 도입하였는데 기업연금은 회사내부에 적립하는 형태, 기금형 외부 신탁(Pensions-

kassen), 지원 기금(Support Fund),6) 단체 보험(Direct Insurance) 등의 형태로 운영되

었다. 그리고 2001년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으로 기금형 기업연금 비중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1920년에 시작되었는데 30년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며 퇴직 후 월 400파운드의 연금소득을 수령한다. 영국의 공적연금 소

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으로 30.8%인데 이는 독일의 39.9%, 덴마크와 스페인의 80% 

5) Winter, Joachim(2002), “The impact of pension reforms and demography on stock markets”.

6) Support Fund는 고용주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Pensionskassen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보험료를 나누어 납입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외부 기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은 동일함. 

Pensionskassen의 자산운용과 연금보험료 납입은 보험감독국의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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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1950년 기업연금을, 

그리고 1965년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을 도입하였다. 장기저축 유도를 위해 영국은 

1957년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1967년 투자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한 Single 

Premium Bond 도입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기저축과 운용을 유도하였다.7) 연금저

축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5만 파운드로 인상하

였으나 재정부담으로 2008년 연간 5만 파운드, 2009년 4만 파운드, 2011년 35,000파

운드로 인하하였다. 2012년에는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Auto Enrollment)를 시행하

여 2015년 30~58인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자

동가입 대상 근로자 범위는 2016년까지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 종업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7백만 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세제혜택으로 퇴직연금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2015년부터 연금저축(Pension saving)의 연금상품(Pension decumulation, Annu-

ities) 가입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저축 자금을 인출하여 

상품 소비, 연금(Annuities), 연금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보험산업과 금융투자업 간의 경쟁 심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영국과 유사하게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연금(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1935년 도입된 공적연금(Social Security)은 노령·유

족·장애보험제도, 철도직원퇴직제도, 연방 및 주정부 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연

금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 부담 확대로 197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m-

ployee Retirement Inocme Security Act)을 도입하였고 1978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도입하였다. 세제혜택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뮤추얼 펀드 등 자본시장

에 투자되면서 1960년부터 20년 이상 500~1,000 수준이었던 뉴욕 다우지수가 1980년

7) 영국의 경우 보험산업의 역할인 장기저축 기능을 정부와 감독기관이 타금융업권과 차별화

한 것으로 보임. 특히 1986년 금융서비스법률(Financial Service Act 1986) 제정 이전까지는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Freedom 

With Publicity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독립적인 계리

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의미함. Booth, 

P. M.(2007), “Freedom with Publicity-The Actuarial Profession and United Kingdom Insurance 

Regulation from 1844”, A. A. S, 2, I, pp.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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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1만 선으로 상승하는 등 미국의 자본시장은 급격

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노후소득보다는 노후 건강위험 보장 수요에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가속화로 의료보험 본인부담비율이 1984년부터 

10%, 1997년 20%, 2002년 30%로 확대되며 의료보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01년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제3보험 시장 참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가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Ⅱ-1> 일본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 기준 상품 비중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2014), “Overview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연금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이유는 일본 가계의 저축액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인구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60대 2,363만 엔, 70대 

2,211만 엔으로 30대 595만 엔, 40대 1,118만 엔, 50대 1,588만 엔에 비해 규모가 크다. 

고령인구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크기 때문에 연금보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인 양로보험(Endowment)의 비중은 1970년 80%를 넘어

섰으나 1980년 50% 미만, 1990년 25%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최근에는 10%를 넘지 않

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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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보험산업의 노후소득 보장 수요 변화

미국, 영국, 독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이후 독일과 영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역할이 유지 및 확대되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1965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생명보험상품은 세제혜

택을 받는 장기 저축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1986년 제정된 금융서비스

법에서는 연금사업은 보험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기

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영국 생명보험

산업의 신계약에서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미미하고 대부분이 투자형 및 저축성보험

과 연금저축이다.

<그림 Ⅱ-2> 영국 생명보험 신계약 추이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Long-term Savings and Life Insurance Statistics”, 각 호.

2014년 신계약 비중을 보면 퇴직연금의 일종인 단체개인연금계좌(Work Based Pen-

sion) 비중이 37%, 퇴직연금(Trust Based Pensions) 비중이 30%, 개인연금(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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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s) 7%, 연금(Decumulation Pensions) 11%, 투자형 상품 비중은 7%이며 보장

성보험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영국 연기금의 보장성보험이 미미한 이유는 의료서비

스와 재난, 재해 보장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2013년 영국의 산업

부문별 GDP 비중에서 정부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23%, 금융서비스 부문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사적 보장의 확산은 보험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4년 도입된 독일의 기업연금 중 단체보험(Direct Insurance) 규모는 1981년 

100억 마르크에서 1993년 557억 마르크로 다섯 배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회사 내부

유보 금액이 1,352억 마르크에서 2,591억 마르크, 기금형 외부신탁(Pensionskassen)

이 405억 마르크에서 1,058억 마르크로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빠르다.8) 또한 

1993년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연금지급액 비중은 전체 4,507억 마르크에서 10.6%

를 차지하였다. 공적연금 지급비중이 84.3%, 퇴직연금 지급 비중이 5.1%인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기금형 외부신탁 규모

는 2001년 1억 7,800만 유로에서 2012년 32억 5,800만 유로로 연평균 30% 증가하였

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인 Single Premium의 경우 1976년 3억 6,400만 유

로에서 1994년 33억 9,800만 유로, 2007년 120억 유로, 2012년 223억 유로로 생명보험

산업 수입보험료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6.5%이다.9)

반면 미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 수요 증가는 투자형 상품 수요 증

가로 나타났고 이는 보험산업의 위기로 작용하였다. 60년대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높

은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신규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발하였다.10) 그러나 60년대 후반 

명목금리 등 자산수익률 상승으로 보험회사의 자금이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자본시

장으로 이동하였다. 뮤추얼 펀드와 주식투자 증가 등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금융투자

가 증가하였는데 1981년에서 1995년 미국 가계의 금융상품별 자산 증가율을 보면 뮤

 8) Bettina Nurk, Alexander Schrader(1996), “From pension reserves to pension funds: an 

opportunity for the German financial market”, Deutsche Bank Research.

 9) 독일보험협회(GDV)(2014),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3”.

10) 당시 시장점유율 1위인 푸르덴셜의 시장점유율은 4.5%에 불과함. Society Of Acturary(1995), 

International Consolidation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Record, vol. 21, No.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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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얼 펀드 연평균 27%, 확정기여형 연금자산 15.1%, 주식 12.5%로 나타났다. 반면 생

명보험 준비금 증가율은 7.9%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금융자산 연평균 증가율 8.5%

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식투자 인구비중은 1952년 4%, 1980년 13%, 그리고 

1989년 32%로 크게 증가하였고 뮤추얼펀드 소유 가구 비중도 1980년 5.7%에서 1990

년 25.1%로 증가하였다.

<그림 Ⅱ-3> 미국 가계의 금융상품별 자산 증가율

자료: Tuohy, Michael R(1999), “Challenges and Issues for Growth in the Life Industry”, Chang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Efficiency, Technology and Risk Management, Klewer.

3. 경제 및 규제환경 변화

미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은 1978년, 10년 만기 명목 국채금리도 198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 명목 금리 상승 시기에 전통적 생명보험상품의 

해약이 급증하였고 준비금 증가세는 둔화되었다.11) 보험회사는 자금이탈에 대응하

고 타금융기관과의 금리 경쟁을 위해 금리민감형 상품과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였다. 

11) 1970년대 후반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해약증가 원인은 Russell, David T., Stephen Fier, 

James Carson, Randy Dumm(2013), “An empirical analysis of life insurance policy surrender 

activity”, Journal of Insurance Issues, pp. 35~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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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생명보험회사들의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은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

(이하 GIC)이다.12) 에퀴터블 생명보험이 1971년 최초로 개발하였고 1975년 생명보험

회사 준비금의 25%, 85년에는 46%까지 차지하였다. 높은 확정이율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들은 정크본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렸다. 그

러나 금리 하락과 정크본드 시장의 급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였고 이

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들은 유동성 위기, 이차역마진 손실 부담에 직면하였다. 이 과

정에서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이 늘어갔는데 파산한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1985년 45

개, 1986년 93개, 1987년 67개를 기록했고 1990년에는 94개의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

였다.13)

<그림 Ⅱ-4> 미국의 국채금리,1) 경제성장률 추세와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주: 1)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 만기.
자료: World Bank.

12)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로 기업이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보

험회사는 예치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운용수익으로 확정형 금리를 지급하는 계약임.

13) 90년대 초 프랑스의 AXA에 인수된 미국의 에퀴터블 생명보험의 경우 70년대 금리 상승 

시기에 타금융업권과 경쟁하면서 고금리 확정형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음. 반

면 푸르덴셜의 경우 고금리 확정형 퇴직연금은 자산부채관리 위원회에서 거부하여 금리

연동형 GIC를 판매하였음. 정크본드 운용자산 비중은 1%에 불과했고 주식 1%, 부동산 

29%로 경쟁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중심의 운용전략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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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산업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1984년 12% 수준이었던 자기자본 이익률(ROE)

은 1987년 7.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 10% 후반으로 상승하였으나 1984년 수

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파산 증가로 1994년 위험기준자기자

본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이 1991년부터 늘어났고 자기자본이익률

은 1994년 다시 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Ⅱ-5>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90년대 중반까지 ROE 추이

자료: Society Of Acturary(1995), “International Consolidation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RECORD, 
vol. 21, No. 4B.

요약하면 보험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경쟁이 가속화되었고 명목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회사의 파산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었다. 보험회사의 파산을 예방

하기 위해 위험기준자기자본 규제 등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었고 보험회사의 자

본관리와 사업구조 등 경영전략의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명목 경제성장률과 명목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 EU통합과 요율 및 상품규제 철폐로 보험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990년 10%를 상회하였으나 1994년 5% 수준

으로 하락하였다.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인구 증가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늘어나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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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독일의 거시경제환경 변화 <그림 Ⅱ-7> 독일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World Bank; 독일보험협회(GDV)(2015),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4”.

규제철폐로 인한 보험산업의 경쟁 심화와 보험영업이익 감소를 자산운용수익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1991년 이후 국채 금리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운용수익률도 둔

화되었다.

영국의 경제환경도 독일과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990년 

12%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고 FTSE100 주가지수는 1984년 1,700선에서 1998년 

7,000선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보험의 장기저축 기능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규제가 

1980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시장과 규제의 영향으로 단위신탁(Unit Linked) 등 투자

형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으며 가계자산 가운데 보험상품의 비중이 1975년 12.1%에

서 1985년 22.5%, 2005년에는 26.9%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영국 감독당국(Financial Service Authority)은 2004년 배당형보험을 판매(Participation 

Business)하는 영국의 주식 및 상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

록 규제하였다.14)

14) 배당형보험은 영국의 저축성보험으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배당하는 상품

이며 상품에 따라 보증연금옵션(Guaranteed Annuity Options)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의 가치는 향후 배당 여부와 가치, 그리고 옵션가치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반영되어야 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 무위험수익률로 부채를 평가하게 됨. 

O’Brien, Christopher(2009), “Valuation of Life Insurance Liabilities on a Market-Consistent Basis: 

Experience from the Unkted Kingdom”, Society of Actu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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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일본과 영국의 국채금리1) 추세

주: 1)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
자료: World Bank.

일본의 경우 1990년 주가와 부동산 가격 급락 이후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8년 7.1%에서 1998년 –2.0%까지 하락하였고 국채 금

리는 1990년 7.1%를 기록하였으나 최근까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5년 10월 

평균 0.3%를 기록하였다.15) 보험회사는 금리하락에 따라 예정이율을 단계적으로 인

하하여 신계약에 적용하였으나 80년대 후반에 고금리로 판매된 장기보험상품의 영

향으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기부진 장기화로 신계약 및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여 97년 日産생명을 시작으로 8개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파산하였다.16)

15)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윤성훈·채원영(2014),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를 참조.

16) 이창훈(2006)은 日産생명 파산 이후 보험소비자들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대형 보험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중·소형 보험회사의 파산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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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일본의 예정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1985 1991 1993 1997 2001 2003

예정이율 6.25 5.75 4.75 2.25 1.50 1.50

자산운용 수익률 7.72 5.02 3.88 2.48 1.25 1.94

주: 예정이율은 당해 연도 신계약에만 적용.
자료: 이창훈(2006), ｢일본 보험산업의 부실화가 주는 시사점｣, 조사연구 리뷰, 금융감독원.

<표 Ⅱ-3>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 현황(2004년 12월 기준)

연도 파산 보험회사
수입보험료1)

(천억 엔)
업계 순위 구제 보험회사

’97년 日産생명 2.0 13위 아오바생명(프)

’99년 東邦생명 5.0 14위 GE에디슨(미)

’00년

第百생명 3.5 16위 계약자보호기구

大正생명 0.5 28위 메뉴라이프·센츄리(캐)

協榮생명 5.7 10위 아자미생명

千代田생명 15.0   7위 AIG스타생명(미)

第一화재 1.5   8위 지브롤타생명(미)

’01년 東京생명 1.7 18위 T&D 파이낸셜생명

주: 1) 파산 당시의 수입보험료임.
자료: 이창훈(2006), ｢일본 보험산업의 부실화가 주는 시사점｣, 조사연구 리뷰,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과 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와 가격변동준비금 제도를 1996년에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해 배당 부담이 적

고 보험료가 낮은 상품 판매를 1996년 허용하였고 2001년에는 외국 보험회사에게만 

허용되었던 제3보험 시장에 일본보험회사의 진입을 허용하였다. 2002년부터 자산운

용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잉여금 배분비율을 8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산버블 붕괴와 이로 인한 저금리,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생존 위협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의 변화가 있었다.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 확대와 새로운 상품 허용 등 규제 변화로 1990년 자산 버

블붕괴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0.13% 감소하였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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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330억 엔, 2010년 34조 4,540억 엔, 그리고 2012년에는 37조 1,400억 엔으로 증가

하였다.

<표 Ⅱ-4> 일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침투도
(단위: 십억 엔, %)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수입보험료 8,226 27,321 26,941 28,333 34,454 37,140

침투도 3.34 6.08 5.28 5.62 7.14 7.86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Overview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2014”.

4. 경영환경 변화와 시장경쟁

영국의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규제환경과 노후소득 보장 수요 증가로 보

험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등 타업권의 보험산업 진출이 

활발해졌고 해외 금융회사의 영국 진출이 확대되었다. 보험산업의 경쟁심화는 불완

전 판매를 심화시켰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독립금융자문가(Individual Financial 

Agents)제도가 1986년 도입되었고 전화, 우편을 이용한 직판채널이 확대되었다. 보험

산업의 경쟁심화로 보험회사 인수·합병이 증가하였고 집중도가 상승하였다. 1996

년 7월에는 Royal과 Sun Alliance가 합병하여 Royal Sun Alliance가 설립되었다. 1998

년 10월에는 General Accident와 Commercial Union이 합병하여 CGU(Commercial 

General Union)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8년 11월에 Norwich Union이 ITT London 

& Edinburgh를 인수하였고 Norwich Union은 CGU와 합병하여 아비바를 설립하였

다. 1999년에는 프랑스의 Axa가 영국의 Guardian Royal Exchange를 인수하며 영국으

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으로 영국 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의 집

중도는 1987년 0.406에서 1996년 0.430으로 상승하였고 상위 5개사의 집중도는 같은 

기간 0.289에서 0.295로 상승하였다.17)

17) Carter, Robert, and Peter Falush(2009), The British Insurance Industry Since 1900: The Era 
of Transformation,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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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도 1994년 보험상품 규제 철폐로 경쟁이 심화되었다. 유럽의 단일 시

장(Single Market) 정책 추진 과정에서 1994년 보험료·상품규제가 철폐되면서 보험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경쟁심화로 생명 및 손해보험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15대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하락하였다.

<표 Ⅱ-5> 독일의 보험회사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생명

상위 5대 37.43 33.00 30.77 33.72 38.19 38.17

상위 10대 50.66 47.56 46.49 48.77 54.38 54.34

상위 15대 61.37 58.20 58.27 60.05 66.02 65.51

손해

상위 5대 25.40 24.84 27.60 30.93 32.79 32.68

상위 10대 37.66 37.54 39.54 42.61 46.24 46.13

상위 15대 47.94 48.09 49.37 52.50 56.24 56.07

자료: GDV(2014),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보험료 경쟁으로 생명·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며 마진율이 감소

하였는데 특히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18) 자

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1985년에서 1993년 평균 93.3%에서 95년에서 2003년 기간 

중에는 94.2%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Ⅲ-6> 독일의 기간별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단위: %)

기간 보험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손해액 증가율 평균 손해율

1985~1993 8.6 2.5 8.4 93.3

1995~2003 0.2 1.4 0.2 94.2

2004~2012 -0.1 1.7 0.4 92.7

자료: GDV(2014),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18) Poth, Susanna(2014),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Service Industry”, Uppsala Univers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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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도 활발해졌다. Altuntas 외(2012)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매년 50여 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외사업 여부를 조사하

였는데 1999년에는 39개 조사대상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13개가 해외사업을 하는 것

으로 응답하였고 2009년에는 48개 회사 가운데 22개 회사가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19)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탈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투자형 상품 수요

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뮤추얼 펀드, 증권, 자산운용업으로 진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형 보험상품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규모의 확대를 위해 경영위

기에 봉착한 경쟁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였다. 사업 다각화와 인수·합병은 보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가속화하였다. 1960년대 중반 지주회사 설립이 시작되었고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시행으로 2000년 초부터 상호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주

식회사 전환이 확산되었다. 1997년 AmerUS Life를 시작으로 2000년 메트라이프의 주

력 자회사인 Metropolitan Life, 푸르덴셜의 주력 자회사인 Prudential Life가 기업공개

를 하였다. 상호회사의 기업공개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니즈가 

확대되면서 촉진되었다. 기업공개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 다각화는 본격화되었는데 

생·손보 겸영, 변액연금, 뮤추얼 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가 본격화되었다. 일부 대

형 보험회사들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은행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기

업공개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은 수익성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해 전통적 보험상품 

보다는 자산관리 및 연금상품 판매를 늘렸으며 위험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였다.20) 지주회사 설립은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과 운용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메트라이프의 경우 자회사의 회계·감사, 조세, 법률, 계리, 인사, IT, 투

자관리, 부동산·시설 관리 서비스를 지주회사인 MetLife가 담당하고 계열사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구축하여 자회사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21) 그리

19) Altuntas, Muhammed., Gerrit Goβman(2012. 7), “The Effect of Internationalization on Home 

Market Performance: Evidence from German Insurance Groups”, ARIA; 전용식(2015. 4. 20),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재인용.

20) Meador, Joseph W and Lai Chugh(2006), “Demutualization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 

Study of Effectiveness”, Review of Business, Vol 27,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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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룹 내 투자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MetLife Intermediate Income Pool(DCA)과 

Metropolitan Money Market Pool Partnership(MMMP)을 운영하고 있다.22) DCA는 8

개의 자회사 자금을 채권과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Metropolitan Life

가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23)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은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 

방식의 생명보험 겸영 허용과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파산한 일본 생명보험회사 인

수로 심화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는 일본 사

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의 수도 2001년 9개사에서 2005년

에는 10개사로 증가하였다.

<표 Ⅱ-7> 일본 생명보험 시장 참여자
(단위: 개)

구분 1970 1980 1995 2001 2005 2013

일본 국내 생보사 20 20 25 14 13 19

외국사   0   4   6 19 15 18

일본 손해보험회사   0   0   0   9 10   6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2014. 6. 13), “Overview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2014”.

<표 Ⅱ-8> 일본 상위 6개 생명보험회사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
(단위: 십억 엔, %)

구분
일본

우정청
닛폰

메이지
야스다

다이이치 푸르덴셜 스미토모

수입보험료 6,482 6,342 3,659 3,409 3,404 3,180

시장점유율 17.8 14.4 9.9 9.2 9.2 8.6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2014. 6. 13), “Overview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2014”.

21) Financial Examination Report(2003), “New York States Financial Department”.

22) 뉴욕생명은 Joinder Agreement를 통해 그룹 내 단기펀드를 구성하여 각 자회사의 자금을 

투자,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23) 전용식·조영현·이혜은(201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경영보

고서 2012-1,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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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거시경제환경 변화 등 추세적 변화가 시장수요, 규제, 경쟁 

등 산업구조, 그리고 대형 보험회사의 경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요의 변화

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 수요 감소와 연금 및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로 나

타났다. 주요국의 1983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경

제성장률, 국채금리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 Ⅱ-9>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9>

은 83년에서 94년, 95년에서 2008년, 2009년에서 2012년간 평균 명목경제성장률과 명

목금리, 그리고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명목금리 하락 추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도 둔화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3년에서 94년 기간 동안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2009~2012년간에는 4.5% 내외로 하락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수입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8%, 9%, 4%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09~2012년 기간 중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9> 주요국 경제성장률, 국채금리,1) 수입보험료 증가율

주: 1)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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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둔화

는 국채금리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적 변화는 전통적인 보험상품 수요 감소로 

나타나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로 이어진다. 또한 경제가 성숙단계로 발전하면서 성

장기회가 줄어드는 포화상태로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이로 인한 보험수요의 변화, 업권 간 금리경

쟁,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추세 반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은 자본규제 강화로 이

어져 보험회사 경영환경의 질적 변화로 이어졌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402개의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이 있었고 94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가 도입되었다. 90

년 자산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96년 RBC제도와 가격변동준비금 제도가 도

입되었으나 97년부터 2001년까지 니산생명 외 6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그리

고 2002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영국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이 있었고 전세계적으

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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