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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국 보험시장의 환경 변화

영국 생명보험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9.06%를 차지하

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4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대

만에 이어 우리나라는 8위이다. 2019년 영국의 보험침투도는 10.30%(생명보험 7.99%, 

손해보험 2.31%)로 우리나라의 보험침투도 10.78%(생명보험 5.84%, 4.95%)와 비슷한 

수준이다.1) 다만, 현지 통화 기준으로 영국의 최근 10년간(2009~2019년) 수입보험료 연

평균 성장률(CAGR)은 4.1%로 우리나라의 3.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국의 최근 5년간

(2014~2019년)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8.6%로 우리나라의 0.8%에 비해 월등히 높

다.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이 최근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 영국 생명보험

시장은 높은 보험 침투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BIS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사업별 수입보험료 구성(2020년 기준)

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 38.5%, 단체연금(bulk annuities) 45.0%, 개인연금 4.0%, 기타 

12.5%로,2) 우리나라에 비해 연금 관련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영

국 생명보험회사별 시장점유율(2020년도 수입보험료 기준)은 L&G가 29.43%(558억 7천

만 파운드)로 1위, Aviva는 10.34%(196억 2천만 파운드)로 2위이다.4) L&G는 최근 10년

간(2010~2020년) 연평균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5.4%로, 최근 10년 이상 영국 생명보험시

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반면, Aviva는 2015년까지는 

5~10위권에 머물다가 최근 5년간(2015~2020년) 연평균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9.7%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5) 

1) Swiss Re(2020); 생명보험은 영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보험침투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를 고려하면 생명보험의 보험침투도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2) Mak(2021)

3)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 중에서 생존보험 비중은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21.4%이며, 특별계정을 포함할 경우 생존보험과 퇴직보험, 퇴직연금의 비중은 33.1%임. 최근 

10년간 일반계정의 생존보험 비중은 2012년 38.5%를 최고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생존보험과 퇴직

보험, 퇴직연금의 비중은 2012년 34.9% 이후 성장하지 못하고 30~35%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4) Axco Global Statistics

5) Aviva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0년 95억 9천만 파운드에서 2015년 79억 7천만 파운드로 오히려 감소하였



6 이슈보고서 2021-14

L&G와 Aviva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20년 동안 보

험환경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환경 요소로는 경제·금융환경, 인구구조, 

규제 환경을 들 수 있다. 

1. 저성장·저금리

2000년대 초·중반에 3%대를 보이던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은 세계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2009년 -4.11%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세를 이어갔다. 2016년 브렉시트 선거 

결과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은 2019년 1.37%로 줄어들며 영국의 경제는 저성장을 경험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9.86%까지 하락하였다. 영국의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4만 4천 9백 달러로 우리나라의 2020년 4만 3천 달러와 비

슷한 수준을 보인다.6) 퇴직연금7)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로 인해 크게 상승한 후, 2019년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위: %)

자료: OECD,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UK)

<그림 Ⅱ-1> 영국의 GDP 성장률(좌)과 실업률(우)

다가 2020년 196억 2천만 파운드로 급성장하게 됨. Aviva의 최근 10년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7.4%임

6) OECD 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1433; 현재 가격 및 구매력 평가기준(current 

prices and PPPs)으로 산출한 1인당 GDP이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명목 1인당 GDP는 

31,637미국달러임

7) 영국에서는 occupational pension 또는 workplace pen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연금으로 번역

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퇴직연금을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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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10%가 넘었던 5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0년 6%, 2010년 2%, 2020년 0.5% 수준

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장·단기 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8)

자료: Bank of England

<그림 Ⅱ-2> 영국의 만기별 명목 이자율 변화

2. 고령화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2019년 총 인구를 6천 6백 8천 명으로 추

산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0.5% 성장한 것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 기

록되고 있다.9) 영국도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천 2백 4십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기록하고 있다.10) UN은 영국 사회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1)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생명보험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수익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 Bank of England(www.bankofengland.co.uk/statistics/yield-curves)

9)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b)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

s/articles/overviewoftheukpopulation/january2021

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0b)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

es/bulletins/annualmidyearpopulationestimates/mid2019estimates

11) AXC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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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25 2050

0~14세 24.2 21.0 19.0 19.0 17.5 17.6 17.6 16.2

15~59세 57.0 59.0 60.2 60.2 59.8 58.9 55.7 52.3

60~64세 5.8 5.0 5.1 4.9 6.1 5.4 6.4 6.1

65~79세 10.7 12.3 12.2 11.9 11.9 13.2 14.4 15.4

80세 이상 2.3 2.7 3.6 4.0 4.7 4.9 5.8 10.0

60세 이상 18.8 20.0 20.9 20.8 22.7 23.5 26.6 31.5

65세 이상 13.0 15.0 15.8 15.9 16.6 18.1 20.2 25.4

주: 2025년과 2050년은 추정치임

자료: AXCO(2021)

<표 Ⅱ-1> 영국의 연령별 인구구성 비율 

(단위: %)

3. 규제 변화와 영향

가. 퇴직연금 가입12)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Auto-enrollment)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퇴직

연금 자동가입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탈퇴(opt-out)의사를 표명

하지 않는 한 근로자를 자동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의무를 갖게 되었다. 사용자에 

의해 자동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① 기존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

자, ② 22세 이상이고 국가 연금가입 연령(state pension age, 2019년 기준 66세) 이하인 

근로자, ③ 연간 소득이 최소 소득기준(2019/2020년 기준 10,00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

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였다. 자동가입

12) DWP(2020a);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0a);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a)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joining-a-workplace-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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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도입 초기 사용자는 최소 1%, 근로자는 2%를 납입하도록 하였고, 기여율은 점진적

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사용자 3%, 근로자 4%, 정부 1%가 되었다.

자동가입규정 도입 배경에는 영국 근로자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과 그로 인한 노후 자

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 문제가 있었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영국 정부는 예상보다 길어

진 노후 기간에 국민들이 공적연금(state pension)에만 의지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연금체계를 보강하고자 2008년 연금개혁법안(Pension Acts 2008)을 시행하

였는데, 이 연금개혁법안의 골자가 기존 공적연금에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 이후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크게 높아졌다. 2008년부

터 2012년 사이 퇴직연금 가입률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었으나, 2012년 자동가입규정 

시행 이후 가입률은 2012년 55%에서 2018년 87%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가입자 수는 

규정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천 7십만 명에서 2018년 1천 8백 7십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적립액은 2017년 대비 70억 파운드 증가한 904억 파운드가 적립

되었다.

<그림 Ⅱ-3>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
(단위: %)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a)



10 이슈보고서 2021-14

자동가입규정 시행 이후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보다 DC형 가입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

다. 1997년부터 45%에 육박하던 DB형 연금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약 27%로 하락한 반면, DC형 연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자 비율이 6~7% 수준

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DC형 

연금제도 가입자 비율이 DB형 연금제도 가입자 비율을 앞지르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자동가입규정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성장하였다. 2020년 영국 노동부 조

사에서 약 80%의 응답자가 자동가입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영국 근로자들이 자동가입규정을 사회적 규범(social norm)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높았다. 연금제도로부터의 탈퇴(opt-out/cessation)율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2019/20년 기준 탈퇴율이 약 0.76% 정도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판매채널

2013년에 시행한 판매채널 개혁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이라 함)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DR은 자문업자의 최소 자격요건(교육 등), 비용과 서비스

의 투명성을 위한 규제(전문성 강조),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자문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보수(commission) 수취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13) 판매보수 수취를 금지하고 자

문수수료만 수취하도록 하여 판매보수 중심의 판매 관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줄이려

고 하였다.14) 그러나 보장성 상품에는 RD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판매보수

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RDR 시행으로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독립재무상담사(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와 은행상담사를 포함한 재무자문 및 상

담업 종사자의 수가 줄었다.15) 

13) FCA(2014); RDR은 2006년에 구성된 작업반이었으며, 최초 목적은 개인재무자문(retail financial advice)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었음

14) 전용식(2019); 박선영·이선주(2015)

15) AXC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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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16)

2015년 4월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개정안 제정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들이 DC계좌로부터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었다. 적립금의 25%까지는 비과

세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적립액 인출에 대해서는 과세하였는데, 대부분

의 가입자들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연금 형태로 적립금을 수령하였다.17) 단, 연간 2

만 파운드 이상의 연금소득이 보장되는 가입자에 한하여 인출(drawdown) 형태로 적립금

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연금자유화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적립금 인출 옵션이 적었기 때

문에 도입되었다. 영국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지하

고,18) 연금 적립금 인출한도 인상, 세율 조건 완화, 연금 수령화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을 통

해 연금재원에 대한 인출 유연성을 높이려 했다. 2015년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가입

자들은 55세에 이르면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재원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은퇴소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두 가지 옵션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표 Ⅱ-2> 영국의 연금수령 형태

구분 수령방식 특징 도입시기

종신연금(Annuity) 사망 시까지 일정액 수령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Capped Income 
Drawdown

적립금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Flexible Income 
Drawdown

충분한 소득원이 존재할 경우 일부 
일시금 인출이 가능, 종합과세

자유화 이전

Flexi-Access 
Drawdown

제한 없이 적립금 일시금 인출 
가능, 종합과세

자유화 이후

UFPLS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 가능
일시금 인출 시마다 인출금액의 

25%는 비과세, 75%는 종합과세
자유화 이후

자료: 정원석(2016) 

16) 연금자유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House of commons(2019)를 참고하였음

17) 정원석(2016)

18) DWP(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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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실행 이전에 연금적립액 일시금 수령 시 부과되던 과세 비율이 완화되면서, 연금 형

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적립금이 인출되는 비율과 인출액 규모가 연금자유화 시행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적립금에서 자율인출을 한 가입자는 2017년 4분기 19만 8천 명에서 

2021년 1분기 38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율인출금액은 2017년 4분기 15억 파운드

에서 2021년 1분기 26억 파운드로 증가하였다.19) 결과적으로, 영국의 연금자유화 제도로 

인해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그 결과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연금 사업을 포

기하고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 당시 영국의 연금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0)

한편, 연금자유화로 연금적립액 인출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은퇴 이후 노후 자금 계획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나 관련 서비스 공급자들의 은퇴재무계획에 대한 

‘advice’ 또는 ‘guidance’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Pension Wise라는 기

관을 마련하여 DC 연금제도 가입자의 향후 연금계획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21) 보

험회사들은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플랫

폼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그림 Ⅱ-4> 자율 인출을 통한 적립금 인출 가입자 및 인출금액 규모

(단위: 명, 백만 파운드)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2021)

19) HM Revenue and Customs(2021)

20) 김세중(2017)

21) AB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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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유화의 단기적 영향: 연금적립금 인출 방식 변화]22)

∙ 연금적립액 인출을 개시한 가입자 중 72%가 65세 이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적립액을 일시

금으로 인출함

∙ 연금가입자 중 약 절반 이상이 연금적립액을 전부 인출(fully withdrawn)하였음 

- 이 중 94% 이상이 DC형 연금 적립액 외에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고,

- 이 중 90%의 연금적립액은 3만 파운드 이하였으며, (연금적립액이 소액일 경우 연금 수령 

시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액 인출할 확률이 높음)

- 인출된 적립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저축 및 투자 계좌로 이동함 

∙ 종신연금보다 인출(drawdown)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늘어남

- 연금자유화 이전에는 약 90%의 연금계좌가 종신연금(annuity)을 통해 인출되었으나, 이후에

는 drawdown 상품으로 인출되는 비중이 종신연금의 약 2배가 됨

∙ Drawdown 수요 증가와 함께 나타난 문제점

- 약 32%의 가입자들이 재무상담을 받지 않고 drawdown 상품을 선택하였는데(이 비율은 연

금자유화 이전에는 5% 정도였음),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연금적립액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

는지 알지 못함

- Drawdown 사업자들은 디폴트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적립액을 배분하였고, 그 결과 재

무상담을 받지 않은 고객의 33%는 적립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하였는데, 분산투자했을 때

에 비해서 연간 약 37% 노후소득 상승 기회를 잃게 됨

라. Solvency Ⅱ(2016)

Solvency Ⅱ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유럽경제지역 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

로 한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체계이다. 지난 40년간 적용되어왔던 Solvency I은 보험회사

가 지닌 전반적인 리스크를 재무건전성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Solvency Ⅱ를 도입한 직접적인 배경이다. Solvency I은 측정모델

이 단순하여 각각의 보험회사가 지닌 위험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감독당

22) FC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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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시의적절한 개입이 어려웠고, 리스크 측면에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된다.23) Solvency Ⅱ 도입으로 인해 최소 요구자본이 증가하면서, 영국 보험

회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합병이나 사업 재조정을 하게 된다.24)

마. Brexit(2020)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함)에서 탈

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 23시부로 EU에서 탈퇴한다. 영국의 EU 탈퇴 결

정 이후,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영국의 보험사업과 아일랜드나 타 유럽 국가의 보험사업을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Aviva는 2017년 통합되어 있던 영국과 아일랜드의 

보험사업을 “UK Insurance”와 “Ireland Life and General Insurance”로 분리하였다.25)

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15_3120 

24) Mak(2021)

25) Mak(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