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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의 절판효과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사망보험의 성장은 일시적인 

성장으로 보이는 반면 저축보험의 고성장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사망보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소비자의 보험가입 여력이 축소되고 사망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인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이 지연되면서 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음 

저축보험의 경우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연금보험의 경우 은행 예·적금 상품의 대체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요 확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장수위험 등의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확대도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저축보험을 중심으로 외형 확대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음

저축보험의 확대는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업권의 이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도 외형성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저축보험의 확대는 코로나19의 간접적인 효과로 국제회계제도 IFRS19의 도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도 연기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보험 판매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도 일부 기여함

그러나 현재 공시이율 수준이 2% 초반 대이나 저금리 심화로 공시이율을 상회하는 수익성 높은 

자산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보험의 확대는 이차 역마진을 확대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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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개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로 급격한 소비 위축 우려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를 보일 경우 개인의 보험가입 여력은 크게 위축될 수 있음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시장의 축소에 대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