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결론

본고에서는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관점의 전환

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는 사이버보험 정책이 주로 피해구제의 

관점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사이버보험만 분리해서 보면 그러한 관점이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이버위험관리라고 하는 큰 틀 내에서 사이버보험을 접근하면  다

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이버위험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사후적인 피해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

전적으로 사이버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사이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안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이버보험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준을 

통해 경제주체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의 수준을 전달할 수 있다. 즉, 보험은 

피해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위험전달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은 준비금에 비해 더 우월한 리스크 재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적으로는 손해배상 수단으로 보험, 공제, 준비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적으로는 보험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보험이 피해구제 기능과 위험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사이버위험이 가진 LPHI(Low Probability and High Impact)의 특성 때문

에 개인이나 기업의 위험인식은 낮고, 보험회사는 공급을 꺼리거나 공급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보험의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을 간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세제지원, 정책금융, 바우처 제도 등이 병행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공공정보와 관련해서는 비식별 조치 등 활용과 관련된 정책이 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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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병행하여 리스크 재무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

적인 공공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리스크 재무 방식의 선택은 정부의 역할

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공공데이터 집적

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 적용하던 논리를 연장하는 수

준에 지나지 않겠지만, 만약 국내경제의 혁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데이

터 공급자로서 기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이버위험을 

인수하는 형태의 리스크 재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았는데, 첫째는 공공부문에서 자가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전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이버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자가 보험회사 형태 

가운데는 그룹 자가보험 형태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민관 협력모

델로 일정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당하는 형태이

다. 영국의 Pool Re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째, 본고에서는 사이버보험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로 세제지원, 바우처, 

대출 프로그램, 저축계정 등을 후보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의 리스크 재무 수단의 하나로 자가 보험회사를 제안하였으나, 인터

넷상으로는 공공부문의 자가 보험회사 관련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

인 형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공적규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내

용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왜냐하면 해외사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행정규제 체계와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정보보호 관련 공적규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비교 분석연구도 의미 있는 향후 연구주

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넷째, 중요한 이슈이지만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사

고 데이터 집적 등 공급 측면의 역량 제고와 관련된 이슈이다. 데이터 집적과 관련해서

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언급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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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이 적절한지 다소 의문이다. 규모가 큰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상대적으

로 규모가 작은 호주나 싱가포르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수요 측면의 시장활성화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약관의 표준

화 미흡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협회에서 만든 권고 약관

(Non-Binding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yber Risk Insurance)이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 약관의 정비와 관련된 주요국 사례연구도 의미있

는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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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선행연구 정리자료 소개

부록에서는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Eling et 

al.(2016)의 선행연구 정리자료의 내용을 요약·소개하고자 한다.

Eling et al.(2016)은 2000년 1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발간된 211개의 논문을 10개 주제

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10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이버위험의 정의 및 특징

② 사이버위험의 피해규모 추정

③ 사이버위험 관련 데이터

④ 사이버위험 모델링

⑤ 미시적 관점: 사이버위험 관리

⑥ 거시적 관점: 사이버위험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⑦ 사이버보험 시장현황 및 문제점

⑧ 향후 연구방향(실천적 관점): 보험산업의 역할

⑨ 향후 연구방향(실천적 관점): 정부의 역할

⑩ 향후 연구방향(학술적 관점)

①번에서부터 ⑦번까지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

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정리한 것이고, ⑧번에서부터 ⑩번까지는 향후 연구방향에 

관한 것이다. ⑧번과 ⑨번은 실천적(Practical) 관점의 연구방향이고, ⑩번은 학술적

(Academic) 관점의 연구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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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위험의 정의 및 특징

가. 사이버위험의 정의

아직 학문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Eling et al.(2016)에서는 

Cebula and Young(2010)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정의에 의

하면, 사이버위험은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 이용가능성, 완전성에 훼손을 가져

오는 운영위험90)을 의미한다. 

개념적 정의의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사례를 드는 것인데,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2013)에서는 정보유출, 영업중단 등을 사이버위험의 사례로 들고 있다.

나. 사이버위험의 특징

사이버위험은 첫째, 위험 간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고, 둘째,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

는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셋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험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 사이버위험의 피해규모 추정

(개요) 사이버위험의 피해규모 추정치는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위험의 피해는 크게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직접 피해에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빼앗긴 금전의 규모 등이 해당되고, 

간접 피해에는 신뢰 하락에 의한 손실 등이 포함된다.  Anderson et al.(2013)에 의하

90) Operational risks to information and technology assets that have consequences 

affecting the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or integrity of information or information 

systems(Cebula and You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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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직접 피해보다는 간접 피해와 방어 비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험 가입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이 사이버위험의 전 세계 연간 피해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예

를 들어, McAfee(2014)의 추정에 의하면 간접피해를 포함할 때 전 세계 연간 피해규모

는 약 4,450억 달러 정도 되었다. 단, 사이버위험 피해규모 추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은 대부분의 추정치가 컨설팅 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과대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별기업)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기업의 피해규모 추정은 주로 주가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Cavusoglu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면 시

가의 약 2.1%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Sinanaj and Muntermann (2013)의 연구에 의

하면, 주가손실의 상당 부분이 평판이 나빠짐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3. 사이버위험 관련 데이터 

(현황개요) 아직까지는 사이버위험 관련 데이터가 많이 집적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받은 기업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꺼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소개) 이제까지 사이버위험 관련 실증연구는 대부분 정보유출 사건 정보에 의

존하고 있는데, 손실과 관련된 정보는 결여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손실 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NetDiligence(2014)가 있고, 전 세계를 대상

으로 한 경우에는 Biener et al.(2015)가 있다. 

4. 사이버위험 모델링

(현황개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위험의 모델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현업에서는 통계적 방법보다는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에 의존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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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실증연구) 일부 사이버위험 관련 실증연구가 있었는데, Maillart and Sornette 

(2010)은 신용카드, 은행계좌 관련 정보 유출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버위험의 빈도와 

심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빈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06

년 이후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심도91)의 경우에는 꼬리가 두터운 분포 (Heavy-Tailed 

Distribution)92) 형태를 보였다.  심도의 분포는 2006년 이전과 이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증연구) 모델링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개별위험의 상관성(Correlation)을 어떻

게 모델링할 것이냐 인데, Böhme and Kataria(2006)는 t-copula로 모델링하였다. 그

러나 그들은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위해 t-copula를 사용하였을 뿐 모형의 추정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좀 더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집적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5. 미시적 관점: 기업의 사이버위험 관리

(현황개요) 전통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① 목표 설정, ② 위험 식별, ③ 위험 평가 

및 분석, ④ 실제 조치(위험회피, 위험완화, 위험전가, 위험보유), ⑤ 모니터링의 5단계

로 구성된다. 현재는 위험관리가 주로 위험완화(보안투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아직 위험전가(사이버보험)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실증연구) 미시적 관점의 또 다른 이슈 가운데 하나는 위험 관리 거버넌스와 관련

된 것으로 기업의 사이버위험 관리를 위해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두는 것

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Shackelford(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CIO가 있는 기업의 유출 정보 건당 피해액은 157달러였고, 반면 CIO가 없는 

91) 심도는 사건 당 유출된 정보 건수로 측정하였음

92) 꼬리가 두터운 분포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비해 양 끝 쪽에 있는 큰 값들의 
밀도가 더 큰 분포를 의미하는데, 사이버위험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매우 큰 피해가 일어
날 가능성이 다른 위험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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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236달러였다.

6. 거시적 관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이슈) 거시적 관점의 주요 이슈는 전 세계 인터넷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는가이다. 대부분 전문가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러한 답변의 논거로는 인터넷의 분

산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전 세계 차원의 인터넷 대란 가능성은 낮지만, 국

지적인 마비는 이미 수차례 발생하였다.93)

(피해규모) World Economic Forum(2010)의 추정에 의하면, 인터넷 대란이 발생할 

경우 발생 초기 2~3일 동안의 피해액만 해도 약 2,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Lloyd’s(2015)

는 미국 15개 주의 파워 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약 

2,43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7.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및 문제점

(현황전망)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94) 성장 가능성

이 큰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정도 되었는데,95) 이처럼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한 이유 가

운데 하나는 2002년에 도입한 정보유출 보고 의무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상품별로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제3자(Third Party) 배상과 관련된 사이버보험 상품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들이 계약자 자신의(First Party)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 일반정보보호규

93) Hochstätter and Masiero(2009)

94) 2015년 기준 전 세계 사이버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25억 달러 정도 되었다. 같은 해 전 
세계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2조 달러였다(Wang 2017).

95) Wan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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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3자 배상 관련 상품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요인) 현재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가 미미한 것은 여러 제약 요인들 때문인데, 

Biener et al.(2015)은 다음 3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사이버위험은 위험들이 독립적

이지 않고 상호연관성이 높아서 위험 풀링(Pooling)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재 집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위험의 진화로 인해 

유용성이 떨어져 위험의 모델링이 어렵다.

둘째, 다른 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안이 취약한 기업일수록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

고,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안투자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한다.

셋째, 상품의 표준화 미비로 인해 보장여부가 불명확하다. 약관의 용어들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가입을 꺼리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시장) 가계시장은 기업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지만 잠재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96) 

8. 향후 연구방향(실천적 관점): 보험산업의 역할

(개요)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산업이 해야 할 과제에는 ① 상품의 표

준화, ② 비식별 데이터 풀(Anonymised Data Pools) 구축, ③ 보험풀(Insurance Pools) 

구축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 이들 과제 가운데 선행연구는 주로 보험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

다.97) 현재 사이버보험의 경우 가입 건수가 적어서 개별 보험회사별로는 충분한 규모

96) 개인시장에 대한 연구로 Eling et al.(2016)에서 언급한 문헌으로는 YouGov(2014)가 있음. 

국내 문헌으로는 김규동(2017)이 있음

97)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사이버위험 관련 보험풀에 대한 논의가 재보험의 관점에서 있었음 
(Long Fina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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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

험풀이 논의되고 있다. Fragnelli and Marina(2003), Ambrosino et al.(2006), 

Kraut(2014) 등은 보험풀의 형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배분 절차(Fair Sharing 

Mechanism)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9. 향후 연구방향(실천적 관점):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① 사이버위험 방지와 ➁ 사이버보험 활성화로 크게 구분할 때, 전자

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정보유출 보고 의무화(Reporting Obligations) 도입 및 위반 시 

제재(Penalties) 강화, 정보보안 관련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for Risk 

Mitigation) 도입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로는 정부와 민간 보험회사간 파트너십을 통한 

위험 분담,98) 비식별 데이터풀(Anonymised Data Pool) 구축 지원,99) 보험풀(Insurance 

Pool) 형성 지원, 대체 위험 전가 수단(Alternative Risk Transfer Mechanism)100) 개발 

지원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위험 방지 정책들도 간접적으로 사이버보험 활성화와 관련을 가진다.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이 유럽에 비해 활성화된 요인의 하나로 정보유출 보고 의무화를 꼽

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8년부터 정보유출 보고 의무화가 도입되는데, 제도의 도입이 

미국의 경우처럼 사이버보험 활성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인지가 향후 하나의 재미있는 

실증연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보보안 관련 최소 기준 도입도 사이버보

험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이버보험 활성화와 간접적으

로 관련성을 가진다.

98) 미국의 경우 2016년에 사이버위험도 테러위험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의 적
용을 받게 되었음

99) 예는 미국의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NIST)임

100) 대체위험전가 수단의 한 예는 Cyber Cat Bond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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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연구방향(학술적 관점) 

첫째, 사이버보험의 수요측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사이버위

험에 대한 인식,101) 보안투자와 사이버보험 간 최적 선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사이버위험의 특징 및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

101) 사이버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위험을 비교한 최근 연구로는 Smidt and 

Botzen(2017)이 있음



■ 연구보고서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4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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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2018-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

권오경 2018.8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연구보고서(구)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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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

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

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

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

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

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

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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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

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

김미화 2014.12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

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

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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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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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

박정희·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

최 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최 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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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

최 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

이상우·최 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

이상우·최 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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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

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147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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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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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

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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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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