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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해지 환급형 건강보험의 환급률과 소비자 오해의 우려

진단보험금 위주의 건강보험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납입완료 시점 해지환급금이 저축성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판매 현장에서는 환급률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본질을 오해할 우려가 있음

고연령에서 발생하는 질병(암, 뇌졸중, 치매 등)을 주로 보장하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중 위험보험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납입기간 후 환급률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있음

- 납입기간(20년) 완료시점 해지환급금의 납입보험료 대비 연 환산 수익률이 3%가 넘는 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이 있으며, 이자소득세 절감 부분을 반영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3.52%에 달함16)

상품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판매 현장에서는 납입 후 환급률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음

- 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 판매 시 보장내용이나 무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보다 납입 후 환급률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본질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음

보험회사는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오해 소지와 민원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무)해지 환급형 

건강보험 판매 시 보장내용 설명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부록 표 Ⅰ-1 무해지 환금형 치매보험의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예시 (단위: 천 원)

경과 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지 환급금     0 14,702 18,846 21,010

납입 보험료 5,364 10,728 10,728 10,728

연평균 수익률  0.00%  3.03%  2.79%  2.23%

체감 연평균 수익률  0.00%  3.52%  3.19%  2.54%

  주: 1) 남자 40세 가입, 90세 만기, 20년납

      2) ‘체감 연평균 수익률’은 이자소득세 절감부분을 반영한 연평균 수익률임

자료: 보험회사 홈페이지(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 월 보험료와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자료)

16) 남자 40세 가입, 90세 만기, 납입기간 20년, 월납의 월 보험료는 44,700원이며, 20년간 총 납입보험료는 10,728,000원, 

20년 경과 시 해지환급금은 14,701,900원임. 은행의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해지하여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차액에 대한 과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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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률 및 해지율 가정별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보험료

환급률이 낮을수록 해지율 가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성이 더 큼

‘해지율 추정치’의 70%를 적용 시, 저해지 환급형의 보험료가 해지율 가정 3%에 비해 3~6% 정도 

높게 산출되는 반면,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료는 9% 높게 산출됨

- 환급률이 낮을수록 해지율 가정에 따라 보험료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 이는 환급률이 낮을수록 

경험 해지율과 해지율 가정의 차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담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해지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보험료 과소분만큼 보험회사의 손실이 됨

부록 표 Ⅰ-2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보험료 비교 (단위: 원)

성 별 환급률
해지율 가정

4% 3% 해지율 추정치(A) A⨉90% A⨉80% A⨉70%

남 자

100% 24,309

70% 22,398 22,811 23,133(1%) 23,233(2%) 23,337(2%) 23,444(3%)

50% 20,835 21,596 21,806(1%) 22,032(2%) 22,264(3%) 22,502(4%)

30% 19,271 20,380 20,479(0%) 20,832(2%) 21,192(4%) 21,559(6%)

0% 16,926 18,557 18,489(0%) 19,031(3%) 19,583(6%) 20,145(9%)

여 자

100% 21,574

70% 19,876 20,241 20,571(2%) 20,653(2%) 20,739(2%) 20,830(3%)

50% 18,474 19,151 19,390(1%) 19,585(2%) 19,785(3%) 19,991(4%)

30% 17,072 18,061 18,210(1%) 18,516(3%) 18,830(4%) 19,152(6%)

0% 14,969 16,426 16,439(0%) 16,914(3%) 17,399(6%) 17,893(9%)

주: 1) 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가정은 <표Ⅰ-1>의 보험료 산출가정과 동일함

    2) ( ) 안 비율은 해지율 가정 3%를 적용했을 때의 보험료 대비 보험료 인상률임

3.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 변화

현 회계제도하에서는 책임준비금을 원가기준으로 적립하므로,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은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함

해지환급금은 일반상품의 0~70%이지만 책임준비금은 계리적 가정에 따라 해지환급금보다 높게 

적립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중에 순차적으로 발생함

-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이 다를 경우, 해지 과소분에 대한 해지차손(책임준비금 – 해지환급금)을 

경과년도에 손실로 반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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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FRS17 및 K-ICS 도입 시에는 최적 해지율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해지율 가정의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음

- 10년 경과시점에서 향후 납입기간 동안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해지율 3%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50% 증가하는데, 이는 

해지율을 반영하지 않은 100% 환급형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준임

부록 그림 Ⅰ-1 환급률별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부록 그림 Ⅰ-2 무해지 환급형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액

(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주: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산출가정은 <표Ⅰ-1>의 

보험료 산출가정과 동일함

주: 1) 보험료 산출가정은 <표Ⅰ-1>의 산출가정과 동일함 

   2) 책임준비금은 해지율 시나리오(① 납입기간 중 매년 

3%, ② 해지율 추정치, ③ 0%)별로 시가 평가함

4. 미국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소비자 피해 사례

1990년대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의 해지율 예측 

실패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를 인상하여 많은 고령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음17)

Conseco와 Penn Treaty는 높은 해지율 가정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낮게 

산출하였는데, 해지가 적게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험료를 인상하였음

Conseco는 1996년 이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일부 계약자들에게 10~40%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인상하거나 3년 연속 보험료를 인상한 경우도 있었으며, Penn Treaty는 1992년 

이후 일부 계약자들에게 8~20%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음18)

17) Wall Street Journal(2000. 6. 22), “Unexpected Rate Rises Jolt Elders Uninsured For Long-Term Care”
18) 당시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 시 예상했던 것보다 유의하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제당국에 소명하면 

유지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