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2019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가. 수입 및 원수보험료

■ 시장포화, 제도적 요인으로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8년 1.18%, 2019년 

0.80%(각각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〇 명목경제성장률은 2012년 수준보다 높지만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세

는 둔화되고 있음

－ 2019년 명목경제성장률은 4.7%로 전망되는데, 2018년 4.9%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나 2012년 2.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〇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5%, 손해보험 3.0%로 전년 대비 성장

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〇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04.8조 원(-3.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93.5

조 원(2.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까지 수입 및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였으나 2017년

부터는 명목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〇 소득증가율이 정체된 측면도 있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시장포화 현상이 심화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〇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2016년 5.3%를 기록한 이후 점차 둔화될 것으

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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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그림 Ⅱ-2>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초회보험료

■ 보험수요의 둔화는 초회보험료 감소에서 살펴볼 수 있음

〇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에서 발생하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

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함 

■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 장기손해 상해·질병을 제외한 초회보험료는 성

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〇 변액저축성 초회보험료는 2018년 2조 원, 2019년 2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35.3%), 장기손해보험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〇 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운전자·재

물·통합보험 보험료는 각각 13.2%,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생

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과 장기손해저축성보험은 각각 40.5%, 30.7% 감소가 전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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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주: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개요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〇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수요둔화, 시장포화 등으로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〇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 지속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변액저축성보험의 감소로 12.3% 감소가 전망됨

〇 퇴직연금은 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등으로 6.6%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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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저

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 지속으로 3.8%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됨

〇 보장성보험은 시장포화, 경기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보장성보험 

해지가 확대되고 판매수수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〇 저축성보험은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

가 지속되어 10.6% 감소할 전망임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IFRS 17 도입 이후 자본부

담 확대로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져 2019년에도 17.4% 감소할 전망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성장할 것

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가세를 제한하여 1.6% 증가에 그칠 전

망임

〇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IRP 가입 대상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

승률 확대 등의 영향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〇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전년 대비 6.1% 감소

에 이어 2019년에도 전년 대비 5.0%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그림 Ⅱ-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주: ’18(E)와 ’19(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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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E)1) 2019(F)1)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98,112 2.2 1,139,735 -4.9 1,088,970 -4.5 1,047,854 -3.8

(퇴직연금 제외) 1,030,861 -0.4 990,671 -3.9 930,037 -6.1    883,991 -5.0

보장성보험2)
402,894 6.6 417,592 3.6 426,457 2.1    433,286 1.6

저축성보험
3)

620,348 -4.5 565,430 -8.9 495,991 -12.3    443,175 -10.6

일반저축성 442,573 -3.9 387,903 -12.4 318,832 -17.8    263,258 -17.4

변액저축성 177,774 -5.9 177,526 -0.1 77,159 -0.2    179,916 1.6

퇴직연금 167,252 22.1 149,064 -10.9 158,932 6.6    163,863 3.1

기타4)
7,619 -1.5 7,649 0.4 7,589 -0.8        7,530 -0.8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 초회보험료는 2016년 이후 보장성보험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일반저축성

보험은 감소세가 확대됨(<그림 Ⅱ-5> 참조)

〇 반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〇 2018년 6월 보험계약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부진

과 가계부채 증가로 보험수요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계속보험료 증가율을 종목별로 보면, 일반저축성보험은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 변

액저축성보험은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보장성보험은 증가세가 둔화됨(<그림 Ⅱ-6> 

참조)

〇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경기부진

으로 인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까지 해지율이 상승하고 있음

〇 이는 계속보험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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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그림 Ⅱ-6> 종목별 계속보험료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3)

■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종신보험의 시장 포화(성숙)와 경기부진

으로 인한 해지 증가로 전년도 3.6%에 비해 1.5%p 낮은 2.1%로 전망됨

〇 새 회계제도 도입과 건전성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

험 판매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으로 신규 판

매는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임

〇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4) 등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〇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한 사망보험 수요 감소로 신규 수

요 창출은 제한적일 것이며, 경기 부진으로 인한 해지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

3)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6. 7),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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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보장성보험 수수료 체계가 조정될 경우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5)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융위원회는 보장성

보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을 개정할 예정임

－ 또한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 중임

〇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 심화,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보장

성보험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치아보험, 미니보험 등 새로운 건강보험상품들의 보험료는 중·저가임

<그림 Ⅱ-7>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Ⅱ-8>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2018년 상반기 접수된 생명보험 민원은 9,7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1,874건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민원의 약 20%를 차
지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17), “’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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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축성보험6)

■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17.8%)과 변액

저축성보험의 감소(-0.2%)로 1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〇 일반저축성보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비한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판매, 공시이율 하락7) 등으로 17.8% 감소할 전망임

〇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부진(-17.4%)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1.6%)으로 2018년 대비 10.6%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됨

〇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보험 유지 여력 감소, 새 국

제회계제도 도입,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

로 인해 201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〇 변액저축성보험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

동성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음

6)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7)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10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함. 한화생
명은 7bp,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4bp씩 하향 조정함. 3개사의 10월 저축성보험 공시
이율은 모두 2.7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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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Ⅱ-10>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일반저축성보험은 공적연금 우려로 인한 노후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

로운 제도 변화에 대비한 소극적 판매 전략, 보증이율 하락으로 17.4% 감소할 전망임

〇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로 저축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책임준비금 부담과 자본변동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소극적 판매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축성보험 판매 수수료 감소는 설계사들의 일반저축성 판매 유인을 약화

시킬 것임

〇 경기부진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보증이율 하락은 저축성보험 수요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〇 일반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로 계속보험료는 2016년 35.3조 원에서 2018년 

28.7조 원, 2019년 24.4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임

〇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우려로 인한 노후보장 수요 증가, 공시이율 상승 가

능성 등의 수입보험료 증가요인이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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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Ⅱ-12> 일반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성장할 것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가세를 제한하여 1.6% 증

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〇 변액저축성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규제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한 신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〇 변액저축성보험의 해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초회보험료 증가로 계속보험

료는 2016년 16.7조 원에서 2018년 15.7조 원, 2019년 15.4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임

〇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

식과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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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Ⅱ-14> 변액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15>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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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퇴직연금

■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

머 은퇴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6.6% 증가가 전망됨

〇 IRP 대상이 2017년 7월부터 1년 미만 재직근로자, 군인,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소득근로자로 확대되면서 추가 수요가 예상됨

■ 2019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상승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요구자본 규제 강화 및 업권 간 경쟁심화 등으

로 3.1%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〇 DB형 사외적립비율이 2019년부터 80%에서 90%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금상승

률은 2018년 1월부터 5%대를 지속하고 있음

－ DB형 사외적립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던 2016년의 경우 퇴직연금 증가

율은 22.1%를 기록함

〇 반면 K-ICS 대비 적립금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판매 전략, 타 금융권 실적배당

형 DB형 경쟁 심화로 성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Ⅱ-16>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그림 Ⅱ-1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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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개요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 상해·질병의 성

장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1.5%p 하락

한 3.0%로 예상됨

〇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확대, 상해·질병보험과 운전

자·재물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임

〇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개인형 퇴직연금계

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가 둔화

되고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 지속으로 전년 대비 8.2%p 하락한 5.9% 예상됨

〇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형사 중심의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증가8)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8)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7. 4. 19), “자동차를 적게 타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갑니다”에 따
르면 ’16. 12월 말 개인용 자동차 553만 대 가입, 가입률은 36.3%로 4년만에 3.2배 증가, 

국내 주요 손보사의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률은 평균 47.7%임(’17.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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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의 증가세 지속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

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8.3% 증가가 예상됨

<그림 Ⅱ-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 등으로 연

금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되어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〇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판매수수료 감소 및 낮은 보증이율로 인해 저축성

보험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상해·질병보험과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〇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4.4% 

증가에 그칠 전망임 

〇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9)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

고 증가10) 등 요율인상 요인과 온라인보험 활성화,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할인

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적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28,981원으로 2010년 21,553~24,252원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질적인 정비수가 인상은 2018년 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국
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6. 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강등 해소–적정 시
간당 공임(25,383~34,385원) 공표–”)  

10) 한겨례(2018. 8. 5), “‘폭염 극성’ 7월 교통사고, 지난해보다 8%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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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확대 등의 인하 요인이 혼재하면서 0.5% 증가할 것으로 보임

〇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험, 이행보증보험 

등을 중심으로 8.4% 증가할 전망임

<표 Ⅱ-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84.5 5.3 88.3 4.5 91.0 3.0 93.5 2.7

 (퇴직연금 제외 시) 76.6 3.6 78.6 2.6 80.2 2.1 81.9 2.1

   장기손해보험 47.8 2.6 49.1 2.8 50.2 2.2 51.2 1.9

   연금부문 11.8 13.7 13.5 14.1 14.3 5.9 15.0 4.4

   자동차보험 16.4 9.4 16.9 2.8 16.9 0.2 17.0 0.5

   일반손해보험 8.5 2.6 8.9 4.8 9.7 8.3 10.5 8.4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18년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임

〇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 증가 및 보험료 

인상11)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등 신상품 수요 확대 등으로 8.5%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〇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와 소비자의 높은 관

심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 여부,12) 통합형보험의 감소세13)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6),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별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2.8~32.8% 인상됨

12) 운전자보험 및 재물보험 해약률은 2016년 각각 11.7%, 12.9%, 2017년 각각 11.9%, 13.0%

수준임

13) 통합형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7 1/4: 6.3%, 2/4: 2.8%, 3/4: –1.3%, 4/4: –3.0%, ’18 1/4: 

–3.4%, 2/4: –2.6%로 감소세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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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저축성보험은 신규수요 위축과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 재무건전성 규

제 강화에 따른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28.0% 감소가 

예상됨

<표 Ⅱ-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7.8 2.6 49.1 2.8 50.2 2.2 51.2 1.9

    상해 및 질병 27.1 11.7 29.7 9.2 32.2 8.5 34.1 6.0

    저축성보험 8.2 -21.2 6.3 -23.3 4.6 -28.0 3.3 -28.6

    운전자 ·재물 등 12.4 4.8 13.1 5.9 13.4 2.6 13.8 2.6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상해·질병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한 1.9%로 예상됨

〇 장기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 대비 6.0% 증가에 그칠 전망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4) 간편심사보험의 판매 증가15)16)와 표준화 이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갱신주기 도래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문재인 케어에 따

른 건강보험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음

〇 장기저축성보험 증가율은 2018년과 유사한 –28.6%로 예상됨

－ 2017년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 등 세제혜택 축소17)의 영향이 지속되고 IFRS 

17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금리리스크와 자본 부담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됨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8),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1개월 간 판매 동향”

15)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10. 15), “장기손해보험 고연령 보험가입률 증가 두드러져”

16) FETV(2018. 10. 25), “60대 이상 고령자 생명보험 가입 큰폭 증가”

17) 2017년 4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항에 따라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이 일시납 1억 원, 월 적립식 150만 원으로 강화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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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18)으로 인한 상품 공시이율의 상승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우려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수요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임 

〇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로 증가세가 지속되나 

통합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물보험은 실손보상 상품의 증가로 상품 경쟁력이 제고되고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물보험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

락, 통합형보험의 높은 보험료와 상품구성의 경직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운

전자·재물보험의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음

<그림 Ⅱ-2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21> 장기손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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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2> 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23>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24>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25>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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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6> 운전자·재물보험 등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27> 운전자·재물보험 등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연금부문

■ 2018년 연금부문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나 은퇴시장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〇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장기화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상품 경쟁력 약화로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심화되어 전년 대

비 4.8% 감소할 전망임

〇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 및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 확대 등으로 성장하였으나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성

장세 둔화로 10.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은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성장이 전체 퇴직연금시장 성장을 주도해왔

으나 최근 계열사 물건의 소진, 퇴직연금상품의 낮은 수익률, 자본적립 부담 등

으로 성장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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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부문 11.8 13.7 13.5 14.1 14.3 5.9 15.0 4.4

    개인연금 3.9 -3.6 3.7 -4.5 3.5 -4.8 3.4 -5.0

    퇴직연금 7.9 24.7 9.8 23.1 10.8 10.0 11.6 7.5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0% 감소할 전망임 

〇 개인연금 상품은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수익

성 둔화 지속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개인연금의 낮은 매력도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공시이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연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임

〇 또한 저축성상품 설계기준 변경(’17. 1월)으로 인한 회사의 판매유인 약화가 지

속되고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초회보험료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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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29> 개인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베이비부머 은퇴 및 DB형 사외적립 비율 확대, 임

금상승률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할 전망임

〇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17. 7월),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

율의 확대(’19년, 90%) 및 임금상승률의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됨

〇 다만,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판매(’18. 10월, 5천만 원 이하)19) 및 타 금융권 실적

배당형 DC형 시장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적립금 부담에 

따른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전략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1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23),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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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31> 퇴직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동차보험

■ 2018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

데 경쟁 심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증가 및 할인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〇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하반기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

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2017년 하반기 대형 손

해보험회사 중심의 요율 인하 효과로 하반기 증가세20)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〇 또한 보험료 경쟁 심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증가 및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의 할인 특약 가입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원수보험료의 증가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임 

20) 동아일보(2018. 11. 12), “최저임금 인상 탓 정비료 껑충... 車보험료 연내 3%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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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보험 16.4 9.4 16.9 2.8 16.9 0.2 17.0 0.5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Ⅱ-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증가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5%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됨

〇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18. 6월)에 따른 약 2% 후반대의 보험료 인상 요

인21)이 발생하였고,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일용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됨

－ 2005년과 2010년 정비요금 조정은 보험료 상승률을 확대함(<그림 Ⅲ-33> 참조)

－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〇 다만, 승용차 운행거리 감소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감

소로 인한 손해율 하락,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로 원수

보험료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임 

－ 또한 다수의 보험요율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치열한 경

쟁 등으로 인한 실제 반영 여부가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화, 인터넷 가입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6. 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적정 
시간당 공임(25,383~34,385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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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2>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33>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보험료 <그림 Ⅱ-34> 채널별 판매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마. 일반손해보험

■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개선으로 보증 및 특종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〇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인

하와 타 보험으로의 이탈 지속 등으로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〇 해상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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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구조조정 및 글로벌 해운업의 공급과잉,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0.7% 증가가 예상됨

〇 보증보험은 SOC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설수주물량의 이행보증 수요

와 중금리 대출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신용보험 시장 확대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〇 특종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17. 1월)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기업성

보험 가격자유화 시행으로 인한 요율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강

화로 인한 배상책임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Ⅱ-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8.5   2.6  8.9   4.8  9.7   8.3 10.5   8.4

    화재  0.3  -1.0  0.3 -1.5  0.3 -1.2   0.3 -0.6

    해상  0.6 -14.3  0.6   5.9  0.7   0.7   0.7   1.0

    보증 1.6   0.6  1.7   9.6  1.9 10.0   2.1 10.0

    특종  6.0   5.4  6.2   3.7  6.8   9.0   7.4   9.0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과 유사하게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〇 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의 증가세가 계속되겠으나, 경기둔화로 인한 공장물건과 

일반물건의 이탈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〇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 수주물량 증

가에도 불구22)하고 실제 건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 증가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〇 제도 개선으로 보증보험(10.0%)과 특종보험(9.0%)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2) YTN(2018. 10. 29), “[중점] 조선 수주 ‘세계 1위’ 탈환... 어두운 그림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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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사이버보험(’19. 6월) 등 의무보험 확대는 신규 수요를 증

가시키고 제도 변경에 따른 간단보험 활성화 및 중금리대출보험, 전세금보장보

험 가입 증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애견보험 판매 증가,23) 핸드폰 고액화,24) 국내외 여행자 증가와 여행자보

험 가입 간소화25)에 따른 여행자보험 증가 등은 특종보험 성장에 긍정적 요인

임(<그림 Ⅲ-35> 참조)

－ 다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단계(’18. 1월)

에 따른 기업성보험의 경쟁 심화26)는 기업성 특종보험의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Ⅱ-35>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그림 Ⅱ-36> 국내외 여행자보험 판매 추이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4), “여행자보험 가
입서류 간소화 추진”

23) 한국금융신문(2018. 11. 1), “부진하던 반려동물 보험 시장, 급속도로 불붙은 이유는”

24) 서울신문(2018. 9. 27), “국내 스마트폰 평균 도매가 60만 원 육박”

2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14),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마련”

26)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2018. 11. 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Ⅱ. 2019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