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 사례 19)

1. 해외 보험회사들의 경험 

가. 금리변동과 보험회사 파산20)

1960년대까지 금리변동은 보험회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 대

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국채수익률은 2~4.5%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금리가 급등하고 금리의 변동성도 커졌다. 보험계

약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으면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심지어 해지율도 높아졌다. 미국 보험회사들의 약관대출은 1965년 4.8%에서 

1974년에는 8.7%로 상승했고, 1981년에는 9.3%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보험

회사들은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이나 연금상품의 판매를 늘리면서 금리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유사하게 일

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금융시장 부실 사태로 많은 미국 보험회사들이 파산했

다. 일시납거치연금(SPDA : single payment deferred annuities) 판매로 성장한 볼

드윈유나이티드(Baldwin United)가 1983년에, GIC를 판매한 퍼스트이규제큐티

브(First Executives)와 유니버설보험 및 연금 판매로 성장한 퍼스트캐피탈(First 

Capital Holdings)은 1991년에 파산했다. 1990년대 말에는 주가급락 등 경기침체

와 저금리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의 약관대출이나 해약률은 줄어들었고, 

19) 김해식,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 전문연구위원(haeskim@kiri.or.kr)이 작성

20) Swiss Re(2000)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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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마진의 축소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일본의 닛산생명이 

5~5.5%의 금리확정형 연금의 이차역마진 부담으로 1997년 파산했으며, 미국의 

제너럴아메리칸(General American)생명은 25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

었음에도 일주일 내 지급이라는 환매권이 행사된 5억 달러의 단기차입금을 막

지 못해 유동성부족으로 1999년 감독기구의 관리에 들어갔다. 독일의 만하이머

생명 역시 이차역마진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나.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ALM)와 자본시장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감독기구는 보험상

품의 예정이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표준이율제도를 포함한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를 도입했다. 미국이 1980년대에 회사채에 연동된 표준이율 산출을 포함한 표준

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과 독일에서도 국채에 연동된 표준이율 산

출제 등이 도입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감독기구는 금리 상승이나 하락이 보

험회사의 해약률이나 이차마진 축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했다. 이

에 1993년 미국 NAIC는 뉴욕주가 1986년에 도입한 금리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현금흐름분석(cash flow testing)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더구나 

Moody's 등이 신용평가에 동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현금흐름분석

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ALM : Asset-Liability Matching)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면 금리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금흐름의 일치를 강조하다보면 투자의 유연성이 떨어져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는 단점 때문에 보험회사가 ALM을 적극적

으로 실행하는 데에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현금흐름 일치보

다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실현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즉 듀레이션 일치

를 차선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4.5년의 듀레이션은 1%의 금리변동

에 따라 자산가치가 4.5%만큼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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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다. 듀레이션 역시 금리에 따라 변동하므로, 금리변동에 따라 듀레이션이 

변하는 정도(convexity)까지 일치시켜야 금리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지만, 다양

한 옵션과 불확실한 위험률로 인해 보험부채의 현금흐름 자체가 불확실하여 듀

레이션 추정이 곤란하여 ALM을 통한 금리리스크 헤징이 충분한 해결책으로서

는 제약이 있다(Swiss Re, 2000). 

한편, Davis(1998)와 Davis·Steil(2000) 등은 보험회사의 투자성과 비교에서 투

자규제가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낮은 직접 자본조달시장이 발달한 나라의 보험회

사가 비율규제가 많고 간접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나라의 보험회사보다 상

대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기반으

로 수익률 변화에 따라 자산구성도 보다 신속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 각국별 자본조달시장의 비교

          자료 : 강형철(2006)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의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나라들 중 상

이한 시장 구조를 가진 미국, 독일, 일본의 보험회사들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

성, 그리고 나라별 자산운용규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국 등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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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직접자본조달시장이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과 일본 등은 간접

자본조달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미국 

가. 1980년대 및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1980년대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보험상

품(GIC : guaranteed income contracts)이 보험회사의 성장을 주도하는 상품이었

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높은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정

크본드와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경기침

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였고, 부동산 경기도 냉각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를 지속하였다. 그 과정

에서 자산가치 급락과 이차역마진에 직면한 보험회사들 중 상당수가 파산하였

다. 당시 파산한 보험회사 수는 81개사에 달해 연평균 파산회사 수가 19개사임

을 고려할 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파산한 생명보험회사의 수(1976~2008)

  자료 : A.M.Bes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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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수의 상호회사들이 부족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

회사로 전환(demutualization)하였고, 보험회사들 간 인수합병이나 분사 등 구조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다른 한편으로, 보험회사들은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

당형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성을 재조정하고, 고정금리형 상품에 대해

서는 시중금리를 반영한 신규자금 투자이율(new money rates)을 기준으로 예정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자산부채종합관리(ALM : asset-liability management) 관

점에서 저금리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자산구성에서는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부동산 등 수익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갔다(이원돈, 2003). 

감독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금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

되었고, 자산의 공정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이른

바 시가회계(mark-to-market) 기준이 도입되었다. 특히, 보험감독의 경우 위험기

준자본금(RBC : risk-based capital), 자산 및 금리리스크에 대응하는 리스크준비

금제도, 그리고 준비금을 뒷받침할 자산의 현금흐름이 충분한지를 파악하는 제

도(asset adequacy test)가 보험시장에 도입된 것도 1990년대 초반의  일이다(보

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금리상승 시기 금리하락 시기

환경변화
- 가격(금리)경쟁
 → 저금리기 준비금결손 확대

- 재무건전성 악화 
 자산구성은 표준이율과 무관

제도변화

-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
 : 예정이율 등 기초율 규제
 → 동적이율체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준비금부담 완화

- 자산적정성분석제도 도입
 → 자산관점에서 준비금 평가
- 위험기준자본금(RBC)제 도입 
- 리스크준비금제도 도입

<표 IV-1> 환경변화와 제도변화

자료 : 오창수·정홍주(2005)

이와 같은 저금리 현상은 2000년대 초반에 또 한 차례 발생했다. 물론 1990년

대 초반에 이루어진 제도적 정비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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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금이자율(The Federal 

Fund rate)은 2000년 5월의 6.5%에서 2003년 1.0%로 하락한 후 2004년 12월까지 

지속했다.21) 10년 만기 재무부채권 금리 역시 1999년 말 6.45%에서 2003년 5월

에는 3.37%까지 하락했으며, A등급 회사채 이자율은 동 기간 7.44%에서 4.38%

까지 하락했다(Smith, 2004). 이하의 논의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저금리를 중심

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저금리 경험과 자산운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회사채와 구조화채권 위주의 투자 

미국 보험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은 전미보험감독관회의(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구분을 따를 경우 크게 이자소득자산

과 지분투자자산으로 구분된다. 이자소득자산에는 현금 및 단기채권, 장기채권, 

그리고 부동산담보부증권(모기지) 등의 구조화채권이 있고, 지분투자자산에는 

보통주식, 신종증권(hybrid securities)이 포함된 우선주, 부동산, 그리고 합작투

자(joint ventures)와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기타자산이 있다. 

 

항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자소득 94.0 93.9 94.0 93.6 93.6 93.9 94.6 94.6 94.8 95.0 93.3 92.7 92.8

모기지 14.1 13.3 13.2 13.6 13.4 12.6 11.6 11.0 10.6 10.7 11.0 11.5 11.7

지분투자 6.0 6.1 6.0 6.4 6.4 6.1 5.4 5.4 5.2 5.0 6.7 7.3 7.2

<표 Ⅳ-2>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구성
(단위 : %)

주 : 3개 기간(1996~2000, 1999~2003, 2003~2007)의 조사 표본회사 수가 다름. 
자료 : Conning(2001, 2005, 2009)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90%가 넘는 채권 위

주의 투자에 있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동반된 저금리기를 전후로 자산운용 패턴

21) 2004년 12월에 2.25%로 반등하였으며, 2006년 6월에 5.25%로 상승했다. 이후 글로벌 금

융위기를 인해 2008년 10월에 다시 1.5%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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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저금리 기간 동안 모기지채권을 비롯한 구조화채권

과 지분투자 비중은 낮아진 반면, 장기채권의 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와 투자처를 찾기 힘든 저금리 상황에서 현금 및 단기

채권의 비중은 전형적인 상승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타자산은 합작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변액보험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Conning, 2009).  

 

<그림 Ⅳ-3>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구성

             주 : 그래프 최상단이 합작투자 등이고 최하단이 현금 및 단기채권임.
             자료 : Conning(2001, 2005, 2009)

한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은 채권투자에서

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구조화채권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채

권에서도 회사채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구조화채

권에서는 MBS를 발행하는 주체(특별목적회사)가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기관투

자자 등에게 발행하는 CMO에 대한 투자와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CMBS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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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
채권

국채 5.5 5.4 6.3 6.1 5.2 6.9

지방채 3.5 3.1 2.7 3.0 3.0 3.1

회사채(투자) 55.8 56.9 55.7 54.9 55.6 54.7

회사채(투기) 5.9 4.7 4.3 4.1 4.1 4.6

해외국채 1.8 2.1 1.9 1.8 1.8 2.0

구조화
채권

MBS(수익증권) 6.9 6.9 6.4 6.0 5.6 5.6

MBS(CMO) 9.7 9.4 11.1 12.1 12.0 11.1

ABS 2.4 3.2 3.3 2.7 3.0 2.6

CMBS 8.5 8.3 8.2 9.3 9.7 9.4

투자
이익률1)

장부가 5.76 5.74 5.68 5.77 5.78 5.48

시가2) 6.13 7.22 3.63 5.01 5.09 -4.58

<표 Ⅳ-3> 보유채권의 구성과 채권투자이익률
(단위 : %)

주 : 1) 투자이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순투자수익률임.
주 : 2) 장부가는 배당 및 이자수익, 매각손익으로 산출한 값이고, 시가는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포

함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 Conning(2009)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채권투자성과는 5%대의 투자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실현손익(자본항목에 속하는 포괄손익)까지 고려한 실질투자이익률에

서는 저금리기에 속하는 2004년까지는 채권가치의 상승으로 6~7%대의 높은 수

익률을 내다가 금리상승기로 전환된 2005년에 채권가치 하락 등 평가손 등의 영

향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감액손과 매각

손, 평가손으로 인하여 사실상 투자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자산운용규제는 대다수 주에서 비율규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의 경우 주식 15%, 부동산 10%(손해보험 5%), 모기지 

60%(손해보험 40%)의 상한을 두고 있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대다수 주에서 

10%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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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가. 금리보장 상품 위주의 경쟁시장

200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은 독일의 상품구성과 자산구성 모

두에서 미국의 1990년대 초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독일 보험

회사에 대한 충격도 컸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 유럽 주식시장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독일에서는 자산평가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보험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림 Ⅳ-4> 독일 생명보험의 저금리기 신계약 구성

                주 : 그래프 최상단이 정기보험 등이고, 최하단은 연금임.
                자료 : A.M.Best(2006)

2000~2003년의 저금리기를 거치면서 보험회사들은 꾸준히 양로보험의 신계

약 인수를 줄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구성

에서 양로보험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38.3%를 차지하는 주력 종목이다. 연금과 

변액보험의 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독일 공적연금의 보장비율

이 크게 하락하면서22) 연금과 함께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는 양로보험이 공적연

22) 독일에서 45년 동안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연금급부 제공

비율을 70%에서 45%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시행했다(Dembowsk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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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부족분을 대신할 금융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양로보험의 비중 축소

가 저금리기 이후 크게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5> 독일 생명보험의 총 수입보험료 구성

                 자료 : GDV(2008)

 

그러나 양로보험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생존하면 만기적립금을 지급

하는 생사혼합보험으로서 대표적인 금리보장형 상품이다. 그만큼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다. 양로보험의 비중이 저금리 기간 동안 크게 

줄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독일의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이 치열하

다. 2003년 현재 독일 생명보험시장은 상위 5개사와 상위 20개사의 점유율이 각

각 33%와 69%에 달하고, 나머지 31%의 시장을 놓고 88개 생명보험회사가 경쟁

하고 있다(Dembowski, 2009).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진 양로보험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저금리 기간 이후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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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통적인 채권투자와 펀드투자의 병행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보장형 상품이 많은 특성상 전체 자산의 90% 이

상을 채권과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1990년 중반 이자

율 하락과 주가 상승을 경험하면서 채권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주식 등 집합투자

증권(shares in pooled investments)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으며, 이는 저금리 기

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6> 독일 생명보험의 자산구성 추이

              자료 : GDV(2001, 2008) 참조하여 작성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는 주가급락과 금리하락이 동시에 발생했다. 독일 종

합주가지수는 2001년 지수 7,000을 고점으로 저금리 기간 동안 50% 이상 하락했

고(오창수·정홍주, 2005), 투자이익률과 예정이율의 차이도 급격하게 축소됐

다. 그 결과, 자산가치는 급락하고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지분투자 비중이 

15~20%에 달하는 생명보험회사들 중 일부는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보다 

투자이익률이 낮아지는 이차역마진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퇴

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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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2002년을 전후로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구성에서 직접적인 

지분투자 비중을 줄이고 펀드투자와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

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주식 등 지분투자와 무담보회사채 등의 비

중이 줄고 담보채권(Pfandbriefe : covered bonds)24) 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따

라 지분투자의 비중은 회사별로 5~15% 수준으로 나타나 평균 8%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 감독당국(BaFin)도 자산 항목별 비율규제 한도를 늘리거나 구조화채권

을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등 자산운용규정(AnIV)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

요 내용은 주식 등 위험자산(35%) 및 부동산신탁(REITs)을 포함하는 부동산 한

도(25%)의 제시도 있지만, ABS 및 CLN 투자(7.5%)와 헤지펀드(유로존에서 설립

된 펀드로 제한) 투자 상한(5%)을 제시하면서 대체투자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는 점이 주목된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현·예금 0.9 0.8 1.1 1.3 1.2 1.1 0.7 0.8 0.9

채권 66.6 64.0 62.1 63.0 63.5 65.9 65.7 65.4 65.7

펀드투자 19.4 21.5 20.6 23.0 23.3 22.0 23.2 23.8 24.9

주식  3.6  4.1 3.5 2.0 1.4 1.1 1.5 1.6 1.3

부동산 3.1 2.9 2.6 2.6 2.3 2.2 2.1 2.0 1.7

기타 5.4 5.6 7.0 6.7 7.0 6.6 6.0 6.0 5.5

이익률1) 7.3 7.7 6.1 4.7 5.1 4.9 5.2 4.8 4.6

 <표 Ⅳ-4> 독일 생명보험의 자산구성과 투자성과
(단위 : %)

주 : 1) 변액보험을 제외한 자산운용이익률임.
자료 : AXCO database, A.M.Best(2006), GDV(2002, 2008)

23) 이 시기에 파산한 대표적인 경우가 만하이머생명(Mannheimer Leben)이다. 동사의 계약 

및 채권관리를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구가 보험계약자보호기구(Protecktor)다(Dembowski, 

2009).

24) 부동산담보대출이나 공공부문의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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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투자 기조는 안정적이

고 내용면에서는 보수적이다. 저금리 기간을 거치면서 이자소득자산이 전체의 

85~95%에 달하고, 지분투자 비중은 총 지분투자 비중은 5~15% 이내에서 이뤄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A.M.Best, 2006),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에도 지분투자 비중은 8%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투자이익률로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예정

이율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이다. 신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율은 저금리기 이

전의 4%에서 2005년 2.75%로 하락했으나,25) 동 기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제공한 평균 배당률은 4%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부문의 성

과가 악화되면, 생명보험회사들은 현재의 고정금리채권 투자에서 보다 높은 수

익률을 제공할 고위험 투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자산운용규제에 따

라 2008년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파트너쉽(헤지펀드)투자 비중이 2.3%에 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Dembowski, 2009).

4. 일본

가. 초저금리

일본의 주식시장은 1989년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단기시장금

리는 1992년 이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0%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예정이율 인

하와 계약전환, 보장성상품 판매 강화 등의 각종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많은 

보험회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25) 2009년 적용 예정이율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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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일본 생명보험의 상품구성 추이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채권투자와 해외투자 확대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하는 예정이율은 2003년 기준으로 

신계약에 적용되는 이율이 1.5%이지만 기존계약을 포함한 평균예정이율은 

3.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이익률은 2%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차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구  분 FY’04 FY’05 FY’06 FY’07 FY’08

일반계정 자산 2.15 2.42 2.45 1.30 0.41

유가증권 1.55 1.93 2.01 1.03 0.28 

채권 1.56 1.53 1.42 1.12 1.72 

대출 2.31 2.11 2.06 1.85 2.34 

일반대출 2.08 2.54 1.73 1.64 2.16 

<표 Ⅳ-5> 자산운용 이익률(일본) 

(단위 : %)

자료 : 일본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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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에서 유가증권 투자 비중

이 확대되고 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출에서 약관대

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다. 따라서 경기침체와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 현재 16%대를 유지하고 있다.26)   

한편, 유가증권 투자 확대는 대부분 채권과 해외투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국공채에 집중된 투자 패턴은 구조화증권과 헤지펀드로 대상이 다

양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의 비중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

적인 주가 하락과 더불어 평가손을 인식하는 회계기준과 리스크감독 제도의 도

입, 그리고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관리가 강조되면서 주식 투자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현예금 및 단기성 자금 8.2 5.1 5.7 5.6 5.2 4.4 

유가증권 55.6 68.8 71.9 73.7 73.8 73.9 

채권 27.6 34.5 32.7 33.3 48.3 51.6 

외화유가증권 11.6 19.1 18.8 18.8 13.5 12.8 

대출 28.8 20.0 17.5 15.9 16.6 16.4 

일반대출 26.2 17.9 15.6 14.2 15.4 15.2 

부동산 4.8 3.8 3.3 3.0 2.0 2.1 

<표 Ⅳ-6> 일본 생명보험의 자산구성 추이
(단위 : %) 

자료 : 일본 생명보험협회

26) 200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한 대출 중 불량채권을 매각하였고, 은행권의 자기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후순위차입을 통해 보험권에서 제공받은 자금을 대거 

상환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오창수·정홍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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