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중장기 보험산업 전망

■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OECD 주요국의 자료 분석을 통한 정

성적 분석과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

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와 수익을 전망함

〇 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 8개국 

자료를 분석함

－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금리,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〇 정량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수입·원수보험료의 수익을 예측함

1. 정성적 분석

가.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이 상승할수록 생산가

능인구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〇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여명 상승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생산가능인

구 비중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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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주요국의 기대여명 

<그림 Ⅲ-2>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그림 Ⅲ-3>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자료: OECD 자료: OECD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금리하락, 공적보장 영역 축소, 수입보험료 

등 금융산업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금융산업 규모 감소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

나. 경제성장률과 공적보장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및 공적보장 축소로 

이어짐

〇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2.5% 내

외로 전망됨(<그림 Ⅲ-4> 참조)

〇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지출은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

락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공적보장이 축소될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일본,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함

－ 일본의 경우 1973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였으나 1994년 보험료를 인

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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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73년 노인의료 무료화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부터 노인의료대상연

령을 75세로 상향하였고 고령자 자기부담비율을 세분화함

<그림 Ⅲ-4>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일본 공적연금 주요 제도 변화

1973년 소득대체율을 상향
1994년 보험료 인상
2004년 보험료 상한율을 18.3%로 고정

일본 건강보험 주요 제도 변화

1973년 노인의료무료화 실시
1997년 근로자 대상 본인부담 20% 인상
2002년 본인부담 30%로 인상, 노인의료 

대상연령 75세 상향
고령자 자기부담비율 세분화

<표 Ⅲ-1> 인구 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일본 사례) 

자료: OECD 자료: 윤성훈(2018), 인구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다. 금융수요와 장기금리

■ 고령인구의 증가는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〇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신용시장의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이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성장률 하락과 자금수요 부진으로 장기금리는 중장기적으로 2.5~3.0%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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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민간신용 규모 

<그림 Ⅲ-6> 인구 고령화와 장기금리 

자료: World Bank; OECD 자료: World Bank; OECD

라. 금융산업 성장성과 수익성

■ 고령인구의 증가는 은행업 등 타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〇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10.2%에서 2017년 13.8%로 상승함

－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8년 7.17%에서 2016년 1.34%로, 증권업의 자기

자본이익률은 2009년 6.13%에서 2016년 3.62%로 하락함

－ 생명보험의 경우 2009년 9.06%에서 2016년 3.79%로, 손해보험의 경우 2009년 

13.02%에서 2013년 8.66%로 하락한 후 2017년 11.4%로 상승함

〇 은행의 자산증가율은 2008년 21.8%에서 2017년 4.1%, 증권은 같은 기간 13.1%

에서 2016년 3.3%, 생명보험은 2012년 24.4%에서 2017년 6.5%로, 손해보험은 

2011년 29.0%에서 2017년 10.0%로 하락함

〇 자기자본이익률도 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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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금융업권 자산증가율 추이 <그림 Ⅲ-8> 금융업권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마. 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남

〇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하락하고, 신규수요가 감소하는 시

장포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임

<그림 Ⅲ-9>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그림 Ⅲ-10>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OECD; 금융감독원 자료: OECD;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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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분석: 중장기 전망 결과27)

■ 인구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정하여 수입보험료와 수

익성을 전망함

■ 현재의 사업모형을 유지한다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확대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〇 2018년 전망치 기준으로 2022년 생명보험은 연평균 1.7% 감소, 손해보험은 현

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법인세차감전이익을 2017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은 6.0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손해보험은 5.7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임 

<그림 Ⅲ-11> 생명보험 중장기 전망 <그림 Ⅲ-12> 손해보험 중장기 전망 

27) 정량적 전망 결과는 전용식 외(201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보험연구원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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