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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도입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이 2015년 7월 저해지 환급형 보험(종신보험)을 처음 판매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는 2016년 7월부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함1)

2011년 1월 2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최적해지율을 순수보장성보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① 순수보장성, ② 보험기간 20년 이하, ③ 전기납 보험상품에 최적해지율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2)

2015년 7월 14일 동규정의 개정으로 보험기간 “20년 이하”와 “전기납” 조건이 삭제되면서, 현재 

개발･판매되고 있는 형태의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근거가 마련됨3)

- 2016년 4월 1일 개정으로 생존연금도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 개발･판매가 가능해짐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금리하락으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자,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에 

대한 수요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금리와 반비례함

- 종신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의 월보험료는 예정이율 5%일 때에 1만 3천 원에서 예정이율 2%일 

때에 2만 8천 원으로 증가함

2015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출시를 유도한다고 하였음

1) ING생명은 2015년 7월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여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였음
2)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③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상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순수보장성

     2. 보험기간 20년 이하

     3. 전기납(全期納) [전문개정 2011. 1. 24]
3)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③ 중략

   ④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14>

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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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금리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화

<최근 10년간 시장금리 변화> <예정이율별 종신보험 월 보험료 변화>

(단위: %) (단위: 천 원)

자료: 한국은행 주: 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 가입연령 40세, 예정이율 외 가입

조건은 <표 Ⅰ-1> 조건과 동일함

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설계

3이원 방식에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추가 반영함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반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금액(0~70% 수준)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저렴함

표 Ⅰ-1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월납 영업보험료 예시(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

(단위: 원)

구분 남  자 여  자

해지환급금

환급률

100% 24,309 (100%) 21,574 (100%)

 70% 22,811 (93.8%) 20,241 (93.8%)

 50% 21,596 (88.8%) 19,151 (88.8%)

 30% 20,380 (83.8%) 18,061 (83.7%)

  0% 18,557 (76.3%) 16,426 (76.1%)

주: ( ) 안 비율은 100% 환급형 대비 보험료 수준임

   가입연령 40세,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50% 이상 장해 발생 시 납입면제

   예정이율: 2.5%, 최적해지율: 보험료 납입기간 연 3% 가정

   예정위험률: 사망률(제9회 경험생명표 사망률) 및 재해 및 질병 50% 이상 장해발생률(참조위험률) 

   신계약비 가정: α1(보험가입금액 대비) 10/1000, α2(초년도 연납순보험료 대비) 100%

   납입 중 유지비 가정: β1(납입기간 중 매년 보험가입금액 대비) 1.5/1000, β2(납입 보험료 대비) 8%

   수금비 가정: γ(납입보험료 대비) 2%

   납입 후 유지비 가정: β′(납입 후 매년 보험가입금액 대비)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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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환급률별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 예시

(단위: 천 원)

주: 보험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산출기준은 <표 Ⅰ-1>과 동일함

3.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 현황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보험 외에도 

정기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음

2015년 생명보험에서 3만 4천 건에 불과하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생･손보 

전체 176만 4천 건으로 증가하였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생명보험) 대비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생명보험)의 비중은 2016년 

14.7%였으나 2018년에는 40.37%로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저(무)해지 환급형 판매가 확대되었음4)

표 Ⅰ-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신계약 건수 34 321 853 1,764 1,080

생명보험 34 266 630   935   664

손해보험 -  55 223   829   416

초회 보험료 58 439 946 1,596   992

생명보험 58 403 795 1,025   609

손해보험 - 36 151   571   38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6. 20),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4) 자료: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