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6년 5.42%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도 일본(4.48%), 독일 (4.07%)에 비해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2007년 6.8%, 2014년 5.6%로 감소추

세임

－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감가상

각비 등), 순기타생산세, 영업잉여로 구성됨

○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보험업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 규모는 1,077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가계금융 자

산의 31.7%를 보험/연금 자산이 차지, 국민의 주요 저축,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

착함 

○ 2011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 규모는 443조 원, 132조 원이었으나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 규모는 813조 원, 264조 원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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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

<그림 Ⅱ-3> 2017년 2/4분기 업권별 자산 

규모 비교

<그림 Ⅱ-2> 2015년 주요국 GDP 대비 

금융·보험업 비중

<그림 Ⅱ-4> 2017년 2/4분기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 비교

 자료: 각국 국민계정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2017. 6)

2. 보험산업 성장성

▒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Ⅱ-5> 참조) 

○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계약 기준 보험계약 실적은 2007년 2,820만 건에서 

2016년 1,440만 건으로 감소함

▒ 생명·손해보험 침투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둔화되고 있음

(<그림 Ⅱ-6> 참조)

○ 침투도(Penetration Ratio)는 한 나라의 보험료 규모를 경제규모(GDP)로 나

눈 값으로 침투도가 높을수록 성장가능성이 낮고, 침투도가 낮을수록 성장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2년 7.8%에서 2015년 7.5%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아 성장여력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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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침투도는 2009년까지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았으나 2010년 이후 

OECD 평균보다 상승함

<그림 Ⅱ-5>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그림 Ⅱ-6> 우리나라 보험침투도 비교

 자료: 한국은행  자료: OECD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3. 금리 상승의 영향

가. 보험회사 건전성

▒ 금리 상승은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보유채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감소,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

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은행은 보험회사 채권평가손실 규모가 2016년 말 금리수준에 비해 50bp 금

리가 상승할 경우 9.6조 원, 150bp 상승할 경우 2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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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16년 말에 비해 

29.7%p (50bp 금리 상승 시), 88.2%p(150bp 금리 상승 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2/4분기 보험회사의 운용자산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생명보험 18.9%, 

손해보험 28.3%임 

▒ 향후 회계제도 개정,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낮은 보험회

사들에 대한 금리 상승 영향은 클 것임

<그림 Ⅱ-7>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그림 Ⅱ-8> 금리 상승 시 보험회사 

채권평가손실 규모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2017. 6),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Ⅱ-9>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하락폭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2017. 6), ｢금융안정보고서｣
<표 Ⅱ-1> 2017년 2/4분기 보험회사 

운용자산대비 대출 비중 

구분 약관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합계

생명 6.6 5.8 3.9 2.5 18.9

손해 5.3 11.6 1.6 9.7 28.3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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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명보험 해약률

▒ 금리 상승은 생명보험 해약률 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는 보험 해약금액 증

가로 이어질 수 있음

○ 2010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채 3년물 금리

가 상승할 경우 보험해약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Ⅱ-10> 참조)

○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2010~2012년, 2015~2017년 해약금액 증가율은 

낮았음(<그림 Ⅱ-11> 참조)

▒ 해약금액 증가, 해약률 상승은 가계의 건강 및 소득 위험 확대를 의미함

○ 보험계약은 장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목적임

○ 사망·상해보험은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고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등은 개인의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흐름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한 상품임

<그림 Ⅱ-10> 국고채 금리와 보험 해약률 <그림 Ⅱ-11> 가계부채 증가율과 해약금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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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보장 공백

▒ 개인이 직접 부담(Out of Pocket Expenditure)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2014년 

36%로 미국(11%), 일본(14%)에 비해 높아, 보험을 해약할 경우 가계의 건강위험

은 더 커질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36.1%로 일본 14%, 미국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가계의 건

강위험이 상대적으로 큼(<그림 Ⅱ-12> 참조)

○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한 의료비 조달 비중은 2014년 54.0%, 민영보험을 통한 

의료비 조달 비중은 5.8%임

▒ 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약이 증가할 경우 상해와 암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클 것임

○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

황에서 건강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계약이 없을 경우,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병원 치료비 규모가 커질 수 있음

<그림 Ⅱ-12> 의료비 재원조달 비중

자료: WHO(2016), National Health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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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가입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원

금과 이자부담 증가는 가계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

비 등 시급한 자금사용처가 많기 때문임(<표 Ⅱ-2> 참조)

<그림 Ⅱ-13>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표 Ⅱ-2>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

전체 1,211 24.7 49.5 13.9

20대   225 31.7 10.4 46.8

30대   277 23.7 47.1 18.0

40대   293 13.8 76.1   3.3

50대   224 22.0 64.6   1.0

60세 

이상
  194 37.4 40.6   0.6

   주: 1) 2013년 기준

        2)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3) 우리나라를 제외한 비교 대상 국가들은 퇴직

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고 있음

자료: OECD(2015c), p. 187; OECD(2011), p. 173

 자료: 보험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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