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적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또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

사도 실시함

－ 주요 이슈로는 기술발전에 대한 소비자 반응(AI 등),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

험, 실손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등을 설문 내용

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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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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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제공서비스 만족도(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가입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생명/자동차보험)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 평소 필요 정보 수집 경로 및 의사소통 매체

○ 인공지능과 대화/채팅 경험

○ 온/오프라인 소비재, 금융상품, 서비스 등의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경로

○ 온/오프라인 소비재, 금융상품, 서비스 등 구입 경험 및 금융상품 가입 이유

○ 인공지능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 및 상담에 대한 태도/가입 의향

■ 사이버보험

○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및 피해자가 될 가능성

○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관련 보험상품 가입/인지여부

○ 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폭력 피해 관련 보험상품 가입 의향 및 희망 가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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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보험

○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서비스 신뢰도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의료기관 혹은 약국 방문 경험

○ 의료기관 혹은 약국 방문에 대한 진료비 청구 또는 미청구 경험/금액

○ 단체보험/단체실손보험 가입 여부

■ 건강생활서비스

○ 규칙적 운동/식생활 습관 개선/금연/음주/스트레스 관리 여부

○ 생활습관 변화 의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노후생활 준비 실태,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 노후 준비 여부 및 준비 방법

○ 노후 준비를 하지 못(안)하는 이유

○ 향후 부모 부양 의향, 자녀 부양 의향 및 자녀의 경제적 도움 기대 정도

○ 개인연금의 가입 여부/가입 상태/가입 기간/납입방법/향후 수령방법/가입 금융

회사/가입 만족도/불만족 이유

○ 개인연금 가입 못(안)한 이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선호 연금 수령 방법(연금. 일시금) 및 수령 기간

○ 연금과 일시금 혼합 수령 시 선호 연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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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 종신보험 가입 여부

○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인지 여부 및 전환 의향

○ 종신보험 연금으로 전환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총 2,44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8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2.0%

■ 조사기간

○ 2018년 5월 25일~2018년 7월 21일(약 9주간)

■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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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리아리서치센터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                        체 (2,440) 100.0 

성별 
남성 (1,214) 49.8 

여성 (1,226) 50.2 

응답자
연령별 

20대 (398) 16.3 

30대 (428) 17.5 

40대 (502) 20.6 

50대 (493) 20.2 

60대 이상 (619) 25.4 

지역
규모별

대도시 (1,103) 45.2 

중·소도시 (1,174) 48.1 

군지역 (163) 6.7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774) 31.7 

블루칼라 (632) 25.9 

농/임/어업 (38) 1.6 

자영업 (442) 18.1 

주부 (449) 18.4 

은퇴자 (26) 1.1 

학생 (42) 1.7 

무직/기타 (37) 1.5 

응답자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213) 8.7 

고졸 (1,038) 42.5 

대재 이상 (1,167) 47.8 

모름/무응답 (22) 0.9 

가구연간 
소득 수준별

저소득(3,000만 원 미만) (468) 19.2 

중소득(3,000~6,000만 원 미만) (1,383) 56.7 

고소득(6,000만 원 이상) (589) 24.1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 세대주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와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결과의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표 Ⅰ-1>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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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 기준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국내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구 PCA생명), 하나생명(구 하나HSBC),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KB생

명,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13개사)

－ 외국사: 동양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

명,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뉴욕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구 카디

프생명, 구 SH&C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라이나생명(8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KB손해보험, DB손해

보험(구 동부화재)(4개사)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

재),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구 흥국쌍용화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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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CHUBB),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직판: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

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

다음다이렉트)(3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 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