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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015년 세계 보험산업 전망

이해랑 연구원

 스위스 리(Swiss Re)는 11월 25일 2015년 세계 보험산업 성장 전망치를 발표함.1) 

 스위스 리는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2015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2014년

보다 2.8%,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세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015년 2.8%, 2016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국

이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선진국이 1.7%로 전망되며, 신흥국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8%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 중 아시아 신흥국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2016년 모두 약 13% 수준

으로 전망되어 아시아 신흥국이 세계 손해보험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임.

 세계 손해보험 재보험은 중국의 재보험 계약 감소와 손해보험 재보험 요율 하락의 영향으로 그 성

장이 더딜 것으로 보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2015년 4.3%, 2016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일 것임. 

 2015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3.0%, 10.4%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며,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의 성장이 급격할 것임.  

   - 스위스 리는 주요시장에서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생명보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생명보험 재보험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전년대비 0.8%,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

보험 재보험 시장의 성장은 신흥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임.  

1) Swiss Re(2014. 11. 25), "Global insurance review 2014 and outlook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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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1) 2015년(F)1) 2016년(F)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선진국2) 1.8 1.9 1.7 1.4 1.6
신흥국3) 8.5 8.2 5.5 8.1 8.7

아시아신흥국4) 12.5 12.2 12.5 12.8 12.9
세계 3.0 3.1 2.5 2.8 3.2

손해보험
재보험료

선진국 4.3 0.3 -0.5 0.3 1.3
신흥국 -1.0 6.6 15.9 -4.6 0.5
세계 3.1 1.7 3.5 -1.0 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선진국 2.1 -1.5 3.9 3.0 2.8
신흥국 5.5 4.5 9.1 10.4 10.7
세계 2.6 -0.5 4.8 4.3 4.2

생명보험
재보험료

선진국 0.6 -0.7 0.8 -0.2 -0.1
신흥국 -3.8 5.0 0.3 6.7 6.8
세계 0.3 -0.3 0.8 0.3 0.4

  주: 1)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안은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
  주: 2) 북미, 서유럽(터키 제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오세아니아, 이스라엘.
  주: 3) 중앙 유럽, 동유럽,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중동(이스라엘 제외) 및 중앙아시아, 터키, 아프리카.
  주: 4)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제외).
자료: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4 and outlook 2015/16",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스위스 리는 보험산업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신흥국이 글로벌 보험회사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보고,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신흥국의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함.  

 스위스 리는 아시아 신흥국의 2015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

일 것으로 전망되어 아시아 신흥국이 세계 보험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인도는 보험산업 투자활성화 정책을 검토 중이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는 보험산업 자본건전성 규

제에 주목하는 등 최근 신흥국에서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신흥국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국내 보험회사들의 성공적인 신흥국 진출을 위해

서는 신흥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함.                     

  (Swiss Re 등)                    

글
로
벌
 이
슈
 


	2015년 세계 보험산업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