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험상품 발전 과정4)

보험산업의 발전은 보험상품의 개발과 궤를 같이 한다.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되

어 판매되면 보험산업은 한 걸음 더 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쳐 왔다. 보험상품은 그 당

시 사회·경제환경에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육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와 규제를 운영해 왔다. 이 장에서는 1960년

대 이전부터 2000년 이전까지 보험상품의 시대별 발전 과정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다

루고 200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환경 변화를 간략히 다룬다.

1. 제도 및 규제 변화

본 절에서는 국내 보험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제도 및 규제 변화를 주로 다

룬다. 보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제도 변화는 <표 Ⅱ-1>에서 간략히 정리하

고 있다.

4) 생명보험협회 50년사와 생명보험협회 60년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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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62. 2. 9
(국민저축

조합법 제정)

∙ 내자동원을 통한 국가경제 여건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의 2%를 금융기관에 강제 

가입

   → 단체보험 활성화에 기여

법률 제1020호

’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 국민의 사회보장 증진, 보건향상 목적

∙ 500인 이상 사업장(’77. 1. 1), 
5인 이상 사업장(’88. 7. 22) 

   → 보장성 보험 인식 제고 및 판매 활성화

법률 제1623호

’77. 1. 1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도입)

∙ 연간보험료의 일정액 소득공제

∙ ’78.1: 12만 원 / ’79.1: 15만 원/ ’80.1: 24만 원 

’82.1: 24만 원(보장성 보험만으로 대상보험 축소 및 

전 근로소득자로 대상 확대) 
’93.1: 50만 원 / ’99.1: 70만 원

   → 보장성 보험·특약 개발·판매 활성화

소득세법 개정

(’76. 12. 22)

’77. 1. 1
(퇴직적립

보험의 

세제혜택)

∙ 종업원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통한 퇴직금 보장 유도

∙ 사외 적립 시 필요경비 인정,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판매 

   → 퇴직금의 생명보험회사 유치로 퇴직금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 확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76. 12. 31)

’83. 1. 1
(단체정기, 

재해보장보험료 

손비 인정)

∙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지원

∙ 종업원=피보험자=수익자, 순수 보장성 보험료 18만 원 

이하

   → 단체 정기 및 재해보장상품의 개발과 판매 활성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82. 12. 31)

’88. 1. 1
(국민연금제도)

∙ 종업원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공적보장 개시

∙ 3자 공동부담(국가, 기업주, 종업원). 노후보장의 

필요성 확산 

   → 개인연금 보험상품 개발추진

국민연금법 

제정

(’86. 12. 31)

’91. 1. 1
(보험차익과세)

∙ 저축성 보험 대량판매에 따른 타 금융권 견제에 따라 

비과세 혜택 기간 축소

   ’91.1: 3년 미만 / ’96.1: 5년 미만

   ’96.5: 7년 미만 / ’98.4: 5년 미만

∙ 저축성상품의 장기화 유도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

(’90. 12. 31)

’92. 7. 23
(무배당보험 

허용)

∙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배당경쟁력 열세 보완

   → 저율의 다양한 보장성 보험 개발·판매 활성화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리

지침개정 시달

(재무부, 
생명보험

22330-66)

<표 Ⅱ-1> 국내 생명보험산업 성장 관련 제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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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94. 3. 24
(개인연금

제도 도입)

∙ 취약한 공적보장의 보완

∙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금융제도권 자금이탈 방지

   → 개인연금시장 확대로 개인연금보험 개발·판매

활성화 및 금융권 간 상품경쟁 가열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96. 8. 13
(보험가입

한도 철폐)

∙ 소비자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장수준 확대 

Needs 대응 

   → 다양한 보장급부와 대형보장상품 출현

상품관리규정 

개정(재경원,
보험45241-242)

’96. 10. 2
(비과세 저축

제도 도입)

∙ 중산층 이하의 소액저축 활성화를 통한 저축률 증대

   → 비과세 가계저축보험을 통한 저축시장 참여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97. 7. 21
(생명·손해

보험 겸영확대)

∙ 질병·상해보험의 생명·손해보험 공동 진출 허용

   → 다양한 저보험료의 질병 및 순수상해보장보험 개발

상품관리규정

개정(재경원,
보험41264-267)

’97. 12. 24
(퇴직보험 

도입)

∙ 사외적립을 통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보장

∙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퇴직보험판매(’99.4) 및 종업원퇴직보험 신계약 

금지(2000.10)

근로기준법 

개정(제34조)

2002
(변액보험 

도입)

∙ 변액연금, 변액종신 등 투자형 보험 판매 개시

   → 생명보험회사의 투자형 보험시장 진입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

2005
(퇴직연금 

도입)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시장 활성화 예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자료: 보험연구원(2010a), p. 86 

보험산업 초창기 보험회사들은 독자적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며, 보험산업은 자율적인 시장경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

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보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험요율에 대하여 규

제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1993년 12월 10일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인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가 진행되었고 외형상으로는 

2000년대 초반 완전 자유화되었다.5)

5) 김석영 외(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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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내용 자유요율

보험요율

예정위험률 1997년 4월

예정이자율 2000년 4월

예정사업비(총한도) 2000년 4월

신계약비 2000년 4월

유지비 1994년 4월

수금비 1981년 4월

계약자 배당

사차배당 1995년 4월

이차배당 1997년 4월

비차배당 1999년 4월

<표 Ⅱ-2>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 일정

자료: 최원·김세중(2014. 6), p. 37 

보험요율별로 살펴보면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극복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짐과 동시에 시장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자유화 일정에 따라 더 이상 예정이율에 관여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

하도록 하였다.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이후
1월 4월 1월 4월 1월 4월

유배당 7.5% 7~8% 7~8% 5~8% 5~8% 6.5%

자율화
무배당

10년 

이하
9.5% 9~10% 9~10%

6.5 
~10%

6.5
~10%

7.5%
10년 

초과
8.5% 8~9% 8~9%

<표 Ⅱ-3> 생명보험 기초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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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정위험률의 경우 2002년 언론사6)를 통해 사망률 산출 기초통계가 매우 오

래되어 보험회사가 과다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회사가 사용 중

이었던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가장 최근 생명보험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사망률, 입원율, 암 위험률을 개정하여 제4회 경험생명표

를 만들었다. 그러나 암 발생률은 손해율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률이 낮

아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7) 입원율 역시 경험통계로 전환되면서 60% 이상 급감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8) 

6) 동아일보(2002. 1. 24), “생명보험회사, 높은 사망률 통계 적용 매년 수천억 챙겨”(http://ne

   ws.donga.com/3/all/20020124/7782128/1);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턱없이 비싼 보험료를 내

고 있음.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국민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보험료

는 과거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받고 있는 것. 생명보험회사는 미리 예상한 사망률, 자산운

용수익률, 사업비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책정함. 이들 예상치가 실제와 달라 예상 밖의 

이익이 나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음. 10년 전 

통계자료 적용=생명보험회사들은 1997년부터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제3회 경험생명표’에 

근거해 보험료를 정하고 있음. 이 표는 88~92년 생명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사망률 통계

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회 경험생명표는 85~87년 통계치를 근거로 92~96년 적용됐음. 

이처럼 경험생명표는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 사망률은 훨씬 낮은데도 높은 

사망률을 적용해 보험료가 정해짐.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 국민의 평균사망률은 92년 

0.56%에서 2000년 0.52%로 0.04%포인트나 낮아졌음.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생명보험 상

품의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은 낮아지고 있고 재해율은 올라가고 있다”며 “현재의 경험생명

표에는 이러한 추세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증=보험료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보험회사들은 경험생명표를 기초자료로 해 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

함.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 자체도 실제사망률에 20~30%를 할증해 최종사망률을 정하

는데 보험회사들은 최종사망률에 다시 30~100%를 할증해 보험료를 정함. 사망률을 계속 

높게 잡으니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음. 이렇게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사(死)차익이라 하는데 보험회사들은 2000년 회계연도에 

7000억 원이 넘는 사차익을 냈음. 배당금은 갈수록 줄어듬.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은 이익

이 날 경우 가입자에게 이익의 90%를 돌려주는 유배당상품과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

가 싼 무배당상품으로 나뉨. 과거에는 유배당상품이 9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 수준

으로 줄었고 대신 무배당상품이 40% 가량으로 늘어났음. 이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사차익 배당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1999년 회계연도에는 사차익 중 30%만 계약자에

게 돌려줬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무배당상품에서 발생한 사차익은 모두 회사 몫으로 

돌아감. 금융연구원 정재욱 박사는 “예정사망률을 너무 높게 잡아 사차익을 내는 것은 계

약자에게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처사”라고 말함. 2000년 회계연도에 국민

이 낸 생명보험료는 연간 51조 6,500억 원이나 됨

7) 이전의 암 발생률은 국민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경험생명표 개정과 함께 암 발생

률도 보험회사 경험통계자료로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암 발생률 추이를 

반영하지는 못해 오히려 기존 암 발생률 대비 5% 정도 낮아졌음 

8) 3회 생명표 입원율은 일본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본의 경제수준과 의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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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3회 4회 증감률

암 발생률

(표준화)

남성 0.00251 0.00220 88

여성 0.00198 0.00187 94

입원율

(표준화)

남성 2.22009 1.01724 46

여성 2.48035 0.74307 30

<표 Ⅱ-4> 암 발생률, 입원율 비교
(단위: %)

주: 비교를 위해 암 발생률과 입원율은 동일한 연령별 보유계약 분포를 이용하여 연령 표준화하여 비교함 

2000년 초반 이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웰빙 바람이 

일어났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

화로 인해 2000년대 초반은 사람들의 기대여명과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

한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경험

생명표 개정으로 예정 위험률이 급격하게 하락9)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커다란 

보험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환경적으로는 질병 발생 위험과 입원, 수술 발생 

등은 증가한 반면,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예정위험률은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사고 발생 리스크를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업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자율화되어 2000년 4월 이후부터는 보험회사가 사업비

율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감독당국에서는 예정 신계

약비의 무분별한 적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사업비율은 자율적

으로 책정하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은 

이 국내보다 높아 일본의 입원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그러나 입원담보는 피

보험자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매우 높아 회사별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해율 편차가 매우 높았음. 언더라이팅 기준이 엄격한 대형 보험회사

의 경우는 손해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음. 4회 

경험생명표 산출 당시 대부분의 경험통계는 대형 보험회사가 점유하여 입원율의 하락은 

대형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보다 중·소형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

9) 경험생명표는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로 보험사의 과거 경험통계를 기초로 만

들어짐. 과거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생명표는 직전 경

험생명표보다 많이 낮아졌음. 예정사망률은 하락하였으나 다른 예정위험률들은 상승하기

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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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책임준비금10)과 함께 표준신계약비 한도를 기준으로 한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용기간 생명표 기초자료
’62. 7 ~ ’69. 10 일본 9회 수정생명표 일본 9회 국민생명표(남)
’69. 11 ~ ’76. 2 일본 10회 수정생명표 일본 10회 국민생명표(남)
’76. 3 ~ ’81. 2 제1회 조정국민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70년 생명표

’81. 3 ~ ’86. 1 제2회 조정국민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78 ~ ’'79 
한국인의 생명표

’86. 2 ~ ’88. 9 85년 간이경험생명표
기존 6개 생명보험회사의 ’82 관찰 연도 

기초사망률

’88.10 ~ ’91.5 제1회 경험생명표
기존 6개 생명보험회사의 ’82 ~ ’84 관찰 

연도 기초사망률

’91. 6 ~ ’96. 12 제2회 경험생명표
기존 6개 생명보험회사의 ’85 ~ ’87 관찰 

연도의 기초사망률

’97. 1 ~ ’02. 3 제3회 경험생명표

33개 생명보험회사(신규 27개사의 경우 

1994년 통계 사용)의 ’88 ~ ’92 관찰 연도의 

기초사망률

 - 입원율은 일본 국민통계 환자조사

 - 암 위험률은 한국 국립암센터 암등록 통계

’03 ~ ’05 제4회 경험생명표 ∙ 사망률: 보험회사 경험통계

∙ 입원율: 보험회사 경험통계

∙ 암 위험률: 보험회사 경험통계

* 제4회 생명표 이후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체 경험위험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이후 다수의 회사가 

경험생명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06 ~ ’08 제5회 경험생명표

’09 ~ ’11 제6회 경험생명표

’12 ~ ’14 제7회 경험생명표

’15 ~ 현재 제8회 경험생명표

<표 Ⅱ-5> 생명보험 예정 위험률의 변화 

자료: 생명보험협회(2000),  p. 399 수정 보완 

10) 표준책임준비금 제도는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회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재무건

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만약 보험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 회사별로 예정기초

율(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을 낮게 책정하여 덤핑 수준의 보험료 책정이 가능할 수 있

기 때문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에서 책정한 표준기초율을 적용한 책임준비금만

큼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만든 제도임. 즉, 보험회사가 표준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산출을 위한 예정기초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동 제도는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월 

이후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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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30세 40세 50세

2회 위험률 0.00143 0.00316 0.0104

3회
위험률 0.00141 0.00266 0.00749

증감률 99 84 72

4회
위험률 0.00098 0.00194 0.00544

증감률 70 73 73

5회
위험률 0.00073 0.00155 0.00431

증감률 74 80 79

6회
위험률 0.00065 0.00129 0.00349

증감률 89 83 81

7회
위험률 0.00058 0.00102 0.00270

증감률 89 79 77

8회
위험률 0.00058 0.00093 0.00240

증감률 100 91 89

<표 Ⅱ-6> 참조무배당 사망률 변경추이: 남자
(단위: %)

자료: 김석영 외(2014), p. 38 

여자 30세 40세 50세

2회 위험률 0.00057 0.00122 0.00389

3회
위험률 0.00065 0.00121 0.00279

증감률 114 99 72

4회
위험률 0.0005 0.00094 0.00201

증감률 77 78 72

5회
위험률 0.00037 0.00069 0.00158

증감률 74 73 79

6회
위험률 0.00036 0.00067 0.00136

증감률 97 97 86

7회
위험률 0.00036 0.00056 0.00116

증감률 100 84 85

8회
위험률 0.00039 0.00055 0.00106

증감률 108 98 91

<표 Ⅱ-7> 참조무배당 사망률 변경추이: 여자 
(단위: %)

자료: 김석영 외(2014),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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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 비고

가격자율화 

이전

사업비

규제
신계약비 한도 및 총 사업비 한도에 대해 규제 

가격자율화 

이후

(2000년 4월 

이후)

표준

해약

환급금

체계

보험회사가 사업비율은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위해 신계약비에 

대해서는 표준신계약비 한도만큼만 적용하여 최소한 

표준해약환급금만큼은 지급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신계약비는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표준해약환급금 = 책임준비금 – 미상각 표준신계약비 

<표 Ⅱ-8>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율의 변화 

보험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큰 요소는 판매채널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전

속설계사 중심의 보험상품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보험설계사 수당제도 역시 공통으

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7년 보험시장의 대내외적 개방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수당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1992년 ｢생명보험 모집제도 개선지침｣
을 마련하여 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모집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험, 수당체계 등

을 자율화하였다. 즉, 모집수당은 월 10만 원의 최저보장 수당만을 공통규정으로 하

고 상품별 예정신계약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수당지급액 및 지급조건, 보

험설계사 등급체계 등은 보험회사별 자율에 맡겼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보험설계사 판

매제도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전속설계사 중심의 전통적인 판매

채널은 고비용·저효율의 판매채널이어서 이익중심의 경영방식하에서는 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대리점·보험중개인제도·텔레마케팅·인터넷 

등 새롭고 다양한 판매채널이 본격적으로 도입·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바람직

한 모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정대책과 보험설계사 등록 전(입사 전) 교육을 강화

시키는 익월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보험설계사 조직은 기존 전통적인 여성중심 조직 이외

에 컨설팅 영업중심의 남성조직과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보험영업을 전개하

는 비대면 조직으로 분화되었다. 남성설계사 조직은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고소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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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하였고, 비대면 조직은 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매개

로 보험영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보험회사들은 채널별로 특화된 영업전략, 보험

상품 및 수당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1998년 이후 보험설계사 처우의 대폭적인 

개선은 보험설계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신인의 정착수당 지

급과 더불어 젊은 고학력자들을 유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처우개선은 생

산성 향상을 전제로 하였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생산성은 답보상태인 데 비해 사업비 

집행효율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개방을 정식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7월 21일 국내보험시장의 개방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설립 허가 기준” 및 “외국생명보험회사 국

내지점 설치 허가 기준”을 제정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4월 22일 라이나생명 보험회사(Life Insurance 

Co. of North America) 한국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개방이 시작되었

다.11) 그 이후에도 1992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분야 협상이 진전되면서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OECD 가입을 계기로 

OECD 보험위원회에서 경제적수요 심사제도(ENT) 폐지 및 생명보험상품의 전면적

인 Cross-Border 허용 등을 포함한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생명

보험시장은 사실상 완전 개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 OECD 가입을 위해 실시한 금융산업 국제화, 자율화 및 규제완화 정책 

등은 보험회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과점체제로 출범한 우

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1987년의 시장 개방 이후 27개의 국내외 보험회사가 신설

되어 최대 3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는 상호경쟁에 의한 고객

차별화, 판매저변의 확대, 보험기술의 개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의 개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 스카우트 갈등, 특정상품의 변칙판매 

등 판매시장 질서의 혼란, 신계약비 등 과다한 비용의 지출로 생명보험회사의 수지악

11) 생명보험협회(2010),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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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수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

고 일부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사태로 인해 사실상 지급불능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말부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0여 개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어 대형 생명보험회사로 인수·합병되었으며, 일부는 

일시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보험회사가 되기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23개로 축소되었고 

그 중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9개가 존재하게 되었다.12) 생

명보험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FY2000년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의 성장

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여 약 51조 6,500억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을 위주로 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대와 다양한 보장성 보험

상품 개발 등 생명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을 실시

하였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 수입보험료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생명보험시장의 주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13) 2000년대부터 보험시장은 본격적으로 보장성 상품 

개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경제환경 변화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던 시기였다. 

1987년 한국경제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라는 매우 유리한 대외 경제

적 환경을 맞아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

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1994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실현하였다. 

12) 최원 외(2014. 6)

13) 보험개발원(200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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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1인당 GDP 및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

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1998년 IMF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국경제는 급격한 금리 및 환율상승, 투

자와 소비 감소 등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어 1인당 GDP 증가율은 1998년 

-33.2%를 기록하였다. 한보그룹이 부도처리 되고 삼미, 진로, 대농, 한신, 기아, 해태, 

뉴코아와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였고, 금융기관들도 경영부실이 급격

히 확대되어 지급불능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2년 후 환율, 금리, 경상수지 흑자, 국민소득 상승 등 실업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를 졸업하였다.

회사채 금리는 1990년대 초반 12~13% 수준을 유지하다가 IMF 금융위기가 터진 

1998년에는 15.10%까지 올라갔으나, 1999년에 다시 8.86%로 떨어지고 2001년에는 

5.68%까지 하락하였다. 국고채 3년 금리도 1998년 12.94%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7.69%로, 2000년 8.30%, 2001년에는 5.68%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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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금리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금리변화로 보험회사에 이차역마진 문

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회사들은 공시이율형에 연동한 상품을 개

발하게 되었다. 

<그림 Ⅱ-2>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 추이(1995~2016년) 

자료: 통계청 

3. 보험관련 주요지표 변화

생명보험의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험산업도 함께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IMF 금융위기와 그 이후 금리하락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 7위로 성장

하였다.14) 

14) Swiss R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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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생명보험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주: 2013년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FY기준에서 CY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생명보험협회

특별계정으로 표현되는 변액보험시장도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변액보험시장의 

확대로 변액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출현하여 본격적으로 특정

상품에 집중하는 보험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Ⅱ-4> 생명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및 종합주가지수(1995~2016년)

주: 2013년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FY기준에서 CY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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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 건수를 통해 살펴보면 1966년 보험종류별 전체 신계약 건수는 198,542건이

었으나 이 중 사망보장 신계약 건수는 단지 8건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상품이 생존

담보 상품으로 9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사혼합과 사

망담보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사망보장이 처음으로 30%를 차지하

게 되었지만15) 여전히 저축성 보험이 주된 보험상품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상해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뒤이어 종

신보험, CI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사망보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처음에는 저축기관의 보조성격이 강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부터 실질적으로 보험의 기본업무인 위험을 인수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보험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림 Ⅱ-5> 보험종류별 신계약 판매 건수 현황(1966~2016년) 

주: 생존보험은 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을 말하며 사망보험은 질병, 암, 상해, 교통, 장기간병 등을 보

장하는 보험을 말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15)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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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전후한 가격자율화 조치로 보험회사들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보험산업은 가격경쟁을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가 존재하여 보험가격이 직·간접적으

로 통제되면서 가격경쟁보다는 상품의 보장급부를 중심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보험회사들은 매우 다양한 급부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

필요한 보장도 함께 제공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게 되었다.

보험산업은 2010년 이후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고령화로 표현되는 뉴노멀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

력의 발굴이 절실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에 사물인

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험산업은 새로

운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4. 1960년대 이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일본계 생명보험회사가 

철수하였다. 1946년 대한생명을 시작으로 국내 자본에 의한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

고 1950년 2월에는 생명보험협회가 창립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본격적인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

했던 생명보험산업은 곧이어 닥친 한국전쟁의 발발로 휴업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

후에도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와 같은 정치·사회적 대변혁에 휘말려 큰 어

려움을 겪게 되었다.16)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로 당시 절대빈곤의 경제적 수준과 열악한 보험인식 등으

16) 생명보험협회(2010), p.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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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보험회사는 당시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상품을 개발·판매하지는 못하였

다. 당시에 판매된 주력 보험상품은 해방 이전의 일본계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였

던 이익배당부 상품을 모방한 상품과 퇴직을 사유로 하고 양로보험의 성격을 가미한 

단체보험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그 당시 판매된 주요 이익배당부 상품은 대한생명이 

개발·판매한 이익배당부 장수보험, 이익배당부 양로보험, 이익배당부 단체보험, 이

익배당부 단기축자보험 등이었다. 단체보험은 대한생명의 후생단체보험과 단체퇴직

보험, 제일생명의 직장후생명보험, 부흥보험 그리고 직장퇴직보험, 동방생명의 직장

단체보험, 직장보상보험 등이 판매되었다. 

1950년 후반은 보험회사들이 당시 높은 교육열을 이용하여 교육보험을 집중적으

로 개발·판매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당시에 개발·판매된 교육보험은 대한교육

보험의 진학보험 및 아동보험, 대한생명과 동방생명의 장학보험과 교육보험, 제일생

명의 교육보험과 산업보험이었다. 또한 양로보험도 개발·판매하였는데, 대한생명

은 희망양로보험과 부부보험, 제일생명은 희망보험, 동방생명은 단기양로보험과 단

기적립보험, 흥국생명은 양로보험을 판매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였다.

한편 각 생명보험회사가 단체보험 상품에 대해 경쟁적으로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

하고 부가사업비를 인하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손실금 누적이 커지는 등 폐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958년 11월 25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의 

제한에 관한 건(재무부 재이8103)”을 통해 예정이율을 12% 이하로 제한하고, 예정사

업비 한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상품 개발을 제한하였으며 문제된 상품들은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5. 기반구축기의 상품(1962~1976년)

5·16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

여 국민의 저축여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금리도 높아져 국민의 높은 저축열에 힘

입어 개인보험이 다양하게 개발·판매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1962년 2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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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저축조합법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단체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된 시기이기

도 하다. 

당시에 개인보험에 있어서는 단기저축성 상품, 교육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정

기보험, 종신보험, 주택보험 등 기본적 형태의 모든 상품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는데, 

판매측면에서는 단체보험, 교육보험 그리고 단기저축성 보험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당시에 종신보험도 이미 존재하였으나 판매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을 기점으로 단체보험보다 개인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제개발

계획의 자금을 증권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보험 시

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5년 12월 30일 재무부의 “단체보험제도 운영개

선(보일 12323-2150)” 지시에 따라 1976년 1월부터 단체보험모집의 재보험 풀(Pool)

제18)까지 실시되어 단체보험 시장이 더욱 위축되었다. 반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17) “광복 이후 정부수립에서부터 저축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소득이 없는 국민들로서는 공

염불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고가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1962년 제2차 통화개혁을 단행하는 등 혁명적

인 조치를 취해봤지만 1966년까지는 해외에서 끌어들인 돈이 총투자의 54.3%에 달했다. 

… 중략 … 크든 작든 그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다시 그 돈은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

업은 자꾸만 생산을 늘려서 경제규모를 키워가야 제대로 된 저축인데 초기에는 그런 것

이 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돼지저금통 정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1962년 2월에 ｢국민저축

조합법｣을 만들어 우선 직장단체와 지역별로 매일 일정액 이상을 저축하도록 했다. 일종

의 강제성을 띤 저축이었다. 내일을 위해 지금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 대신 

저축을 해서 미래를 꿈꾸는 통장을 만들자는 운동을 편 것이었다”(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saving.do) 

18) 1970년대 들어 과당경쟁과 리베이트 수수 등 단체보험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재무부는 

1975년 12월 30일 단체보험의 모집질서를 정화하고 누적되는 퇴직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보일1233-2150)”을 시달하면서, 협회를 통해 재보험을 상

호교환하게 하는 단체보험재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이에 협회와 6개생보사는 

“단체보험 상호비례재보험 협약(재무부, 보일1223-337 인가)”을 1976년 2월 28일 체결하고 

1976년 1월 1일부터 단체보험재보험을 소급, 시행하였음. 이 협약에 따라 협회는 같은 

해 11월 22일 재보험부를 신설하고 1976년 2월 1일부터 재보험업무에 착수하였으나, 조

직과 기능 미비 및 복잡한 관리방식으로 동 업무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었음. 이후 재무부는 1978년 3월 31일 제2차 “단체보험제도 운영개선방안(보일

1223-358)”을 시달하였고, 이에 협회와 6개사는 “단체보험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협정(생협

기 제362호, 1978. 5. 12)”을 체결하여 간사회사로 지정된 생보사가 한 단체의 국민저축

조합과 단독으로 국민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계약보험금액의 50%를 다른 5개 생

보사에 각각 10%씩 의무출재하여 생보사 간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토록 함으로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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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득 증가로 국민의 저축심리가 고양되고, 정부의 고금리정책에 대응한 단기저

축성 보험이 집중개발·판매됨에 따라 개인보험의 판매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단체보험에서 개인보험 판매 활성화로 시장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

험 중심 시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표 Ⅱ-9>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신계약 판매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65 ’67 ’69 ’70 ’71 ’72 ’73 ’74 ’75 ’76

신계약 296 751 1,328 1,261 1,233 2,832 4,039 7,242 7,910 9,871 

개인보험 81 217 496 768 846 2,122 3,488 6,662 7,065 8,661 

(구성비) (27.4) (28.9) (37.4) (60.8) (68.6) (74.9) (85.1) (92.0) (89.3) (87.7)

단체보험 215 534 832 493 387 71 601 580 845 1,210 

(구성비) (72.6) (71.1) (62.6) (39.2) (31.4) (25.1) (14.9) (8.0) (10.7) (12.3)

자료: 생명보험협회(2000), p. 408

6. 근대화시기의 상품(1977~1984년)

제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시행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

되면서 국민소득도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정경제 측면에서 부의 축적이 본격화

되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단기저축성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였

다.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성인병의 증가와 예기치 못한 대형 재해사고가 빈

발함으로써 암보험 및 대형재해 보장보험 등을 개발·판매하였으며, 1980년대의 인

플레이션에 대응한 보험상품도 개발·판매하였다. 이 당시 판매된 주요 보험상품들

간 과당경쟁을 억제함. 또한, 1978년 12월 7일에는 재무부의 승인(보일1233-107)을 얻어 

“단체저축보험의 간사회사제운영에 관한 협정(생협기 제865호)”을 체결하여 단체저축보험

도 원칙적으로 간사회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사회사 이외의 생보사에 판매

할 때에는 간사회사에 대해 협회를 통해 계약보험금의 20%를 의무출재 하도록 하였음.

(출처: 생명보험협회 60년사, 제7장, 보험계약관리 및 보험범죄 방지). 결국 동 제도는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가 되었음. 왜냐

하면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계약을 인수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출재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적극적인 영업을 할 동기부여가 사라졌기 때문임 



보험상품 발전 과정 47

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백수보험, 암보험, 인플레이션 대응상품, 고액보장보험, 탈

퇴형 상품 등이다.

이 중 암보험은 성인병 증가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1976년 3월 11일 

재무부에서 암보험 및 건강보험을 6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판매하도록 

지시(재무부, 보험 1223-431)함에 따라 협회에서 1976년 4월 7일 재무부에 암보험을 

인가신청(생협기 제276호)하였다. 그러나 인가신청이 소액보험금 등 보장내용에 대

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980년 12월 4일에 공동으로 개발·판매하게 되었

다. 암보험 상품은 암으로 인한 치료, 입원, 사망보장을 주로 하는 10년 만기의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되고, 개별계약은 다시 개인계약과 

가족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상품은 초기에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지속

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80년대 후반부터 판매실적

이 증가함에 따라 90년대에 생명보험회사의 주력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암보장 

보험상품의 성장 배경에는 당시 암보험의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일본 위험률을 보정한 후 사용한 결과 손해율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표 Ⅱ-10> 암보장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85 ’85 ’88 ’90 ’92 ’94 ’96 ’98
수입보험료 24 46 171 508 3,594 9,787 25,010 28,477

점유율 0.1 0.1 0.2 0.4 2.0 4.3 9.1 6.1

주: 점유율 = 암보장보험 수입보험료 / 개인보험 총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협회(2000), p. 414

1982년 6월 28일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되면서 생명보험업계의 예정이율이 

12%에서 8%로 대폭 감소되어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상품판매에 큰 타격을 입게 되

었다. 금리인하 조치로 영업이 극히 어려워지자 보험회사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계리인들이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한 후 개발한 상품 중 하나가 탈퇴

형 상품이다.19) 탈퇴형 상품은 예정 잔존탈퇴율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상효과를 흡수

19) 박현문(201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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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상품으로 1982년 7월 19일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판매하였던 희망복지보

험과 생활복지보험이 있다.

탈퇴형 상품은 예정이율 8% 상품이었으나 중도탈퇴급부금을 작게 설계하는 대신 

만기 시 수익률을 높인 변칙적인 상품20)이었다. 이는 1983년부터 보험회사의 주력상

품으로 3~5년 저축성 월납과 1년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보험회사 수지차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

업계 공동의 탈퇴율 적용상품은 특정 회차인 13회차의 환급금률을 높게 설정했다. 

이 때문에 1989년부터 1년형으로(연납 가입 후 13회 월납 변경 후 해약) 변칙 운영되

면서 고액의 단기 부동자금 확보에 기여한 상품으로 1993년 3월까지 10여 년간 판매

되었다. 1988년 회계연도 중에는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64.7%까지 차지하는 등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이 되었다.21)

또한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은 정부가 1977년을 “보험의 해”로 정하고 취약한 보험

시장 육성을 위해 강구한 지원책의 하나로서,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위

해 납입하는 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해 주는 혜택이 부여된 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매

년 괄목할 만한 판매 신장을 거듭하여 단체보험 시장의 규모 확대는 물론 생명보험회

사 자산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 1일부터 퇴직보험이 판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999년 3월 11일에 퇴직보험 상품을 인가하면서, 상품의 성격이 

동일한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에 대하여 2000년 10월부터 판매중지를 통보(“생명보험 

퇴직보험 기초서류 신고수리 통보”, 금융감독원 감칠금 6111-254)하였다.

한편으로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 8월 변액보험의 일

종인 선진국형 ‘자율설계 투자수익보험’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투자보험료와 보장보

험료를 분리시킨 후, 투자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운용하는 주식 채권투자의 

수익률 또는 대출투자 수익률로 부리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투자보

20) 탈퇴형 상품은 현재의 저해지환급형 또는 무해지환급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반영하여 해지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납입기간까지 유지 시에는 환급율을 보장해 주는 상품임

21) 박현문(201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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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적립방법은 3년, 5년 또는 일시 플랜에 따라 적립한 후 최종 적립액의 원리금

은 일시에 환급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수령할 수 있게 했다. 1984년 4월에는 

자율설계 투자수익보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투자수익연금부 부부금슬보험’을 개

발해 1987년 6월까지 시판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수입보험료 증대에 적잖은 기여를 

했으나 장기유지를 꺼리는 고객의 성향에 대한 대응책 미비로 유지율은 저조하였다. 

7. 시장개방·국제화 시기의 상품(1985~1996년)

이 시기에는 1987년도부터 시작된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기존 6개 생명

보험회사 과점체제에서 33개 생명보험회사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95년 1

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1996년 12월 12일 일종의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추가 개방·국제화가 급진전되었

다. 이러한 생명보험시장 개방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이 대형 생

명보험회사와의 배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품특화를 위해 무배당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1992년 9월부터 무배당보험 개발·판매가 허용되었다.

또한 1994년 6월 20일에는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1993. 8. 12)에 따른 제도금융

권의 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개인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6년 10

월 21일에는 정부의 저축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비과세가계저축제도가 한시적으로 도

입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거 개발된 상품 이외에 금융권 간 경쟁에 따라 개발·판매

된 상품을 보면 1987년 1월 28일 은행의 연금형 장기신탁상품(노후생활연금신탁)에 

대응하여 업계 공동으로 개발·판매한 노후설계연금보험을 들 수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붐을 이루고 있는 가격파괴 현상을 보험에 도입한 가격파괴형 보험상품22)

도 이 시기에 개발·판매하였다. 이 당시 판매된 주요상품들은 금리연동형 상품, 가

22) 보험업계의 공식용어는 아니며 당시에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보험업계에서 사용한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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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파괴형 상품, 무배당보험, 개인연금보험, 비과세가계저축보험 등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업계가 공동으로 노후설계연금보험을 개발·판매하였는데 

이는 1987년 1월 28일 은행의 연금형 장기신탁 상품인 노후생활연금신탁 판매에 대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상품은 당시 생명보험회사의 대고객 신뢰도를 감안하여 은

행의 금리변화에 연동되도록 부리이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 1.5%”로 하였으

며, 저축과 보장을 분리하여 보장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납입보

험료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이미 1983년

에 투자수익보험이 대출금리연동형으로 개발되었다. 그 이후 가정 복지보험은 약관

대출 금리연동형으로 개발되었다. 2000년대 이후 초저금리기가 도래했을 때에도 

2000년 이전에 판매한 보험기간이 짧지만 보험료가 큰 저축성 보험은 금리연동형으

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자율차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23) 

가격파괴형 상품은 1990년 초반 이후 사회 전체에 유행되고 있던 가격파괴현상을 

보험에 도입하여 최저보험료로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대한교육보험

에서 판매한 무배당유어라이프보험은 월 2~3천 원의 보험료로 재해사망 시 1,000만 

원, 휴일재해 사망 시에는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상

품은 일종의 서비스상품으로 대량판매가 가능하였으며 일반인에게 생명보험을 알리

는 홍보역할로서 생명보험업계에 기여하였으나, 보험회사 이익에는 기여하지 못하여 

판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못하였다.

8. 산업선진화와 구조조정기의 상품(1997~2000년)

1997년 7월 21일에는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상품관리

규정 일부개정(재경원 보험 41264-207)을 통해 생명·손해보험의 상해·질병 겸영범

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제3보험영역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3) 박현문(201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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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장이 없는 순수상해보험을 개발하였고, 1997년 회계연도 

중에만 70종이나 개발·판매하는 등 이 상품의 개발·판매에 주력하였다.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신청을 전후로 금융기관의 퇴출, 기업의 부도사태 

및 실업자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회사도 대량 해약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고수익 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 등의 공시이율 적용 상품

을 업계 공동으로 개발·판매하게 되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가 10여 년간 추진하여오던 기업연금보험은 199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에 의한 “퇴직연금보험”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1999년 3월 11일 상품인가를 받아 4월 1일부터 “퇴직

보험” 판매를 개시하였고, 은행은 2000년 3월부터, 투신사는 2000년 10월부터 상품판

매를 개시하였다. 

이 당시 판매된 상품 중 슈퍼재테크보험은 IMF 구제금융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슈퍼재테크보험은 적립이율을 회사채 수익률, 약관대출이율 및 정

기예금이율 등 3가지 상이한 이율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금리연동형 상품과는 

부리이율 체계를 달리 가져간 상품이다. 판매초기인 1998년 3월에 적용이율이 16.5%

에 달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회사채 수

익률이 1998년 3월 9.0%에서 1999년 11월에 6.9%로 떨어지고, 약관대출 이율은 

17.4%에서 9.7%로, 정기예금 이율도 19.9%에서 9.2%로 하락함으로써 부리 적립이율

이 하락함에 따라 판매실적은 급격히 둔화되었다. 적립이율 하락에 따라 보험계약자

가 기대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여 민원 또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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