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1. 모형의 개요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보험료 규모를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으로 전망한다.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일반 제조기업과 유사하게 수익과 비용

의 차이로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

익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손익계산서상 보험영업이익 항목을 각각 추정하고 투

자영업이익을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을 합하여 일반

계정 중심의 영업이익 규모를 추정한다. 

계산이라기보다 추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익 이외에도 재

보험수익, 구상이익, 수입경비 등의 항목이 있지만 이들 항목의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투자영업수익 중에서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이외에도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

채권 및 기타수취 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파생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등 다양한 항목들

이 있지만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등 주요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정보

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표 Ⅲ-1> 참조). 활용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

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관측하지 못하는 확률변수로 설정하고 확보할 수 있는 항

목들은 관측 가능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주요 손익계산서 항목을 추정하고 추정결과

를 이용하여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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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보험영업수익 보험료 수익 재보험수익 - -

보험영업비용
지급보험금 재보험비용 사업비 신계약비

유지비 신계약상각비 할인료

투자영업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수수료 수익

금융자산처분
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
상품평가이익

금전신탁이익
대손충당금

환입

손상차손환입
지분법평가

이익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부동산처분

이익
재평가손실

환입

신탁보수 금융부채상환이익 염가매수차익 기타투자수익

투자영업비용

재산관리비
지분법평가

손실
금융자산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금융
상품평가손실

금전신탁손실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파생상품거래
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부동산처분
손실

재평가손실 부동산감가상각비 금융부채상환손실

기타투자비용 - - -

책임준비금
전입액

-

영업이익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특별계정수입 

수수료
전기오류수정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

영업외비용

무형자산
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기부금

특별계정지급 
수수료

전기오류수정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재해손실
과징금, 

잡손실

특별계정손익 -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영업이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

<표 Ⅲ-1> 손익계산서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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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Hendrych et al.(2015)과 유사한데, 이들은 투자영업이익, 신계약 건수, 

해약 건수, 보유계약 건수 등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주요 변수(내생변수)7)는 수입 및 원수보험료, 초회보험료, 지

급보험금, 책임준비금 전입액 및 책임준비금, 사업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등

이다. 현재의 회계기준에서 보험영업이익은 보험료 수입(수입 및 원수보험료)에서 지

급보험금(보험금과 환급금), 사업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고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

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투자영업이익은 보험회사가 운

용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현금 및 예금에서 이자이익이, 당기손익인식자

산에서 관련 이익이, 주식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서 배당, 평가이익 등이, 파생상

품에서 관련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영업수익은 책임준비금 규모와 경제·금융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투자영업비용에 대한 정보는 관측하기 어려워 투자영

업이익 항목을 추정하였다. 

수입 및 원수보험료는 신계약과 계속보험료로 구성되고, 해약률이 안정적이라고 가

정하면 보험료 수입의 변동은 대체로 신계약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신계약은 추정

될 수도 있고 외생변수로 가정할 수도 있는데, Hendrych et al.(2015)은 신계약 건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보험료 수입을 추정하였다. 책임준비금 적립금은 신계약, 사업

비, 투자영업수익의 함수로 추정하였고 추정된 책임준비금 적립금으로 책임준비금 규

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endrych et al.(2015)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

고 이 방법을 손해보험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업이익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고 전망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리고 Hendrych 

et al.(2015)은 거시·금융시장 변수, 사망률 등 인구·사회적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제2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대여명 상승과 부양비율 상승은 생산가능인구의 감

소, 고령인구 증가와 관계가 있고 고령인구 증가는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7) 연립방정식 모형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구성되는데 내생변수는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변수이고 외생변수는 모형 외부에서 결정된 변수 혹은 이미 결정된 변수들임.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에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수에 따른 식별조건(Identification Condition)이 만족
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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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관계가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장기금리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관계가 있고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보험회사 수익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모형에 반영한다. 

2. 전망모형

가. 생명보험 

본고에서는 보험영업수익 중 보험료 수익을 추정하고 보험영업비용 중에서는 지급

보험금 중 보험금 비용과 환급금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약환급금을 추정한다. 

보험료 수익은 신계약보험료와 계속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신계약보험료, 투

자영업수익, 전기 책임준비금 등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의료비 물가상승률, 사망자 수, 실업률, 경제성장률, 국고

채 금리, 주가지수 등을 외생변수로 추정한다. 생명보험 전망 모형에서 가정하는 변수

들의 인과관계는 <그림 Ⅲ-1>에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계약보험료는 사업비, 투자영업이익 등의 내생변수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 원리금 비중(DSR) 등의 외생변수로 추정한다. 그리고 신계약

보험료는 수입보험료 추정식의 설명변수로 포함된다. 수입보험료는 신계약보험료와 

투자영업이익, 전기 책임준비금 등의 내생변수와 65세 이상 인구 비중, 실업률 등의 

외생변수로 추정한다. 책임준비금 적립금은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투자영업이익, 

사업비 등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한다.8)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와 투자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은 모형의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의 해지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보험계약자의 해

8) Hendrych et al.(2015)은 현재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규모 등에 전기의 책임준
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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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가계의 부채부담, 실업률, 의료비 등으로 추정한다. 보

험금 지급 규모는 사망, 질병, 상해, 연금지급 등 보험사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비 물가지수, 사망자 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의료비 물가지

수는 입원, 진단, 검사로 구분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항목들이다. 

<그림 Ⅲ-1> 생명보험 수익성 전망모형의 흐름도(Flow Chart) 

지급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만기 보험금 지급 등의 내생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한

다. 그리고 계약자 배당금도 지급보험금의 항목이지만 규모가 작고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률변수로 설정하였다. 확률변수로 포함하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확

률변수로 인식되고 항등식이 아닌 추정식이 된다. 사업비와 신계약상각비는 수입보험

료, 지급보험금 등 내생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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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이익은 신계약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전기의 보험영업이익을 중심으

로 추정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정의를 이용하여 계산하기보다는 보험영업이익을 추정

한 이유는 자료 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 이외에 다

른 요인, 예를 들면 경기적인 요인들이 보험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적인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국고채 5년물 금리를 외생변수로 포함

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주가지수, 금리, 경제성장률, 책임준비금을 설명변수로 

추정한다. 책임준비금은 운용자산 규모의 대용변수(Proxy) 역할을 한다. 책임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전입액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신계약보

험료, 투자영업이익, 사업비, 전기의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설명변수로 추정된다. 그리

고 책임준비금 규모는 전기의 책임준비금 규모와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추정된다. 그

리고 이렇게 추정된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을 합하여 영업이익으로 정의한다. 

영업외손익은 경영환경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국고채(5년 만기) 수

익률, 주가지수, 책임준비금,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으로 추정한다. 법인세차감전이익

은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영업외손익의 합계 변수와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추

정한다. 요약하면 본 보고서에서 추정하는 생명보험 영업이익 모형은 12개의 행태방

정식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형이다. 다음의 <표 Ⅲ-2>는 생명보험 수익성 모형의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내생, 외생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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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생(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생변수 외생변수

보험
영업
이익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시차 1), 

신계약보험료
생산가능인구 비중(pop1564r), 

실업률(unrate)

신계약보험료
투자영업이익, 사업비,

신계약보험료(시차 1)

생산가능인구 비중(pop1564r),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비율(dsr), 

의료비물가지수(입원)

지급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 보험금 -

해약환급금 -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dsr), 

의료비물가지수(진단)

(cpi_prsc), 실업률(unrate)

보험금비용
(만기보험금)

-

65세 이상 인구비율(pop65mr),

의료비물가지수(입원)

(cpi_hosp), 사망자 수(death)

책임준비금전입액
신계약보험료, 

책임준비금전입액(시차 1) 

투자영업이익, 사업비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시차 1), 

책임준비금전입액
-

사업비
신계약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시차 1), 

책임준비금(시차 1)

-

보험영업이익
신계약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보험영업이익(시차 1)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경제성장률

투자
영업
이익

투자영업이익 책임준비금
경제성장률, 국고채(5년 만기) 

수익률, 주가지수

영업외손익 책임준비금
경제성장률, 국고채(5년 만기) 

수익률, 주가지수, 생산가능인구 
비중

법인세차감전이익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영업외이익, 책임준비금전입액
-

<표 Ⅲ-2> 생명보험 영업이익 분석모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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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에는 보험료 수익, 재보험수익, 구상이익, 

수입경비, 투자영업에서 창출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

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익, 외환거래이

익, 재보험자산변동이익, 기타수익과 특별계정수익이 포함된다. 그리고 영업비용에는 

보험계약부채전입액, 보험금비용, 환급금 및 배당금비용, 재보험비용, 손해조사비, 신

계약상각비, 사업비, 투자영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

손실,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파생상품평가 및 처분손실, 종속기

업투자주식 관련 손실, 외환거래손실, 재산관리비, 부동산관리비, 기타비용, 특별계정

비용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상에서 보험료 수익(원수보험료), 보험금비용, 환급금 

및 배당금, 순사업비, 보험계약부채전입액(책임준비금 적립금), 투자영업이익 항목을 

활용하여 전술한 생명보험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보험료 

수익)에서 보험금비용(지급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보험금환급금), 순사업비를 차감

한 것에서 책임준비금 적립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한다.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금은 지급준비금 적립금, 보험금적립금(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만기환급금과 해약

환급금 충당금액), 미경과 보험적립금, 유배당 계약에 대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손해보험 모형의 흐름도는 <그림 Ⅲ-2>에 제시하고 있다.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 초회보험료(장기손해 신계약)와 장기손해 계속보험료가 합산

된 장기손해 보험료와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등이 포함되는데, 자동차보험

은 의무보험이므로 모형의 외부에서 결정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장기손해 초회보험료는 상

해·질병, 재물·통합·운전자, 저축성보험 등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원수보험료를 장기손해 초회보험료, 자동차 등록대수, 생산가능인구 비중, 그리고 국고

채 1년물 금리를 설명변수로 추정한다. 국고채 금리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장기손

해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통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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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손해보험 수익성 전망모형의 흐름도(Flow Chart) 

 

장기손해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신계약과 유사한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모

두 반영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비용인 사업비, 예정이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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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투자영업이익 등을 내생변수로 반영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없는 의료비 물가지수, 생산가능인구 비중,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

(dsr), 실업률(unrate) 등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외생변수로 포함하였

다. 의료비 물가(상해·질병), 생산가능인구 비중,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은 가계

의 부채부담으로 인한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경기와 가

계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외생변수이다. 

장기손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 초회보험료와 전기의 장기손해 원수보험료, 수요 

측면의 요인들로 가정한 의료비 물가지수,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으로 추정한다. 

보험금비용(지급보험금)에는 원수보험금, 수재한 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수재보험금

이 포함되어 있고, 지급보험금에 포함된 보험금환급금에는 만기환급금, 개인연금지급

금, 계약자배당금, 장기손해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보험금비용은 손해보험

회사의 보험계약부채, 의료비 물가지수(검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65세 이상 인

구비율을 독립변수로 추정한다. 의료비가 상승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

질수록 보험금이 증가하고 경기부진(금리 하락)과 보험금 청구 간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보험금환급금은 장기손해보험 해약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손해보험 해약

환급금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계의 해약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dsr), 

의료비 물가지수(진단 비용), 실업률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 해약환급

금은 가계의 부담을 반영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dsr), 의료비 물가지수(진

단비용), 그리고 소득을 반영하는 명목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을 설명변

수로 추정하였다. 

보험계약부채적립금(책임준비금)은 보험료 적립금과 자기 시차변수로, 사업비는 모

집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장기손해 신계약보험

료, 지급보험금, 전기 사업비를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표 Ⅲ-3> 참조).9)

9) 모형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서론의 연구방법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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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생(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생변수 외생변수

보험
영업
이익

보험료 수익
(원수보험료)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보험료수익(시차 1)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장기손해 
원수보험료

장기손해신계약보험료, 

장기손해 원수보험료(시차 1)

의료비물가지수(진단), 

생산가능인구 비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dsr), 실업률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사업비, 투자영업이익

의료비물가지수(입원),

명목국내총소득증가율,

소득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dsr),

CP금리(91일물)

보험금비용
(지급보험금)

보험계약부채(시차 1)

의료비물가지수(검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환급금 및 배당금
(보험금 환급금)

장기손해 해약환급금,

보험환급금(시차 1)
-

장기손해 
해약환급금

-

소득대비 가계부채 
상환비율(dsr),

의료비물가지수(진단),

명목국민소득 증가율

보험계약부채
보험료 적립금, 

보험계약부채(시차1)
-

사업비
보험금비용,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사업비(시차 1) 
-

보험료적립금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장기손해 해약환금금(시차 1), 

보험료적립금(시차 1)

-

보험영업이익
보험금비용, 환급금 및 배당금,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자동차 등록대수

투자
영업
이익

투자영업이익
보험료 적립금, 

투자영업이익(시차 1), 
지급준비금

보험회사 이익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보험료 적립금
-

<표 Ⅲ-3> 손해보험 수익 분석모형 개요

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 보험환급금, 사업비 등 보험영업이익 항목과 원수보험료

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포함한 



54 연구보고서 2018-28

이유는 원수보험료의 대용변수(Proxy)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투자영업이익은 투자규모

를 반영하는 보험료적립금, 주가상승률, 91일물 CP금리 상승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

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을 합산한 영업이익을 추정한다. 회계상으로 영업이

익을 계산할 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에서 보험계약부채전입액(책임준비금 

적립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본고에서는 보험계약부채전입액 가운데 보험료적립

금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10) 

3. 모형 추정결과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 1/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까지 분기자료이다. 선

행연구인 Hendrych et al.(2015)의 방식과 유사하게 로그 전환하지 않은 명목변수들을 

이용하였다. 실질변수로 전환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종속변수로 추정해야 하는데, 모형

과 전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영업이익 모형의 추

정결과는 <표 Ⅲ-4>에 제시하고 있다. 

수입보험료의 경우 신계약보험료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생산가능인구 비

중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보험료 추정결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사업비와 투자영업이익은 신계약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자

영업이익 증가는 예정이율 상승과 보험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가계의 부담을 반영하는 가계부채 부담비율(DS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의료비 물가지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부호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생명보험 신계

약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된 적합도(adjusted   )가 67%로 

수입보험료 추정식보다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계약보험료의 변동

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 변수의 출처는 <부록 Ⅲ>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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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DW

수입보험료

신계약보험료 0.727
***

0.085 0.957 2.182

수입보험료(시차 1) 0.634
***

0.076 - -

생산가능인구 비중 1785924.678
**

700502.128 - -

실업률 138823.179 676061.977 - -

신계약
보험료

사업비 1.756
**

0.7230 0.667 1.775

투자영업이익 1.172
**

0.533 - -

생산가능인구 비중 2387152.764
**

1021348.932 - -

가계부채 부담비율 -1371318.491 347634.552 - -

의료비 물가지수(입원) -358082.899
***

107889.900 - -

신계약보험료(시차 1) 0.360
***

0.125 - -

만기보험금

65세 이상 인구 비중 576042.550
**

249788.530 0.561 1.834

의료비 물가지수(입원) -143944.450
**

43139.040 - -

사망자 수 45.780
***

16.247 - -

해약환급금

가계부채 부담비율 394843.530
*

213299.650 0.898 1.540

의료비 물가지수(진단) 240335.010
***

20418.360 - -

실업율(시차 1) 526861.370 461488.000 - -

실업율(시차 2) -430177.480 501689.350 - -

실업율(시차 3) 589217.000 464279.190 - -

지급보험금
만기보험금 1.485

***
0.038 0.980 0.649

해약환급금 1.352
***

0.127 - -

책임준비금 
전입액

신계약보험료 0.873
***

0.095 0.938 1.903

책임준비금전입액(시차 1) 0.347
***

0.075 - -

투자영업이익 0.919
***

0.218 - -

사업비 -0.765
**

0.312 - -

사업비

신계약보험료 0.058
***

0.015 0.907 2.132

지급보험금 0.068
***

0.030 - -

사업비(시차 1) 0.623
***

0.088 - -

책임준비금(시차 1) -0.001 0.001 -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전입액 1.249

***
0.508 0.999 2.046

책임준비금(시차 1) 0.996
***

0.010 - -

<표 Ⅲ-4> 생명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1)

주: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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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률도 수입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영업이익 모형에서 해약환급금을 추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추정에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지급보험금 가운

데 만기보험금 추정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사고의 발생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이 증가하는 현상

을 반영하고 있다. 의료비 물가지수 중 병원 입원 물가가 상승할수록 만기보험금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비 물가의 상승으로 만기보험금

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해약환급금 방정식 추정결과 의료비 물

가지수(진단)가 상승하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비율(DSR)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보

험료 납입 부담이 커져 해약환급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시경제변수

인 실업률은 가계의 해약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독립변수로 하는 지급보험금 방정식 추정결

과,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준비금전입액 방정식은 신계약보험료, 투자영업이익, 사업비, 전분기 책임준비

금전입액을 독립변수로 추정하였는데, 추정계수의 부호가 모두 종속변수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준비금은 책임준비금전입액과 전기 책임준비금을 독

립변수로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는 Hendrych et al.(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사업비 추정결과도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신계약보험료가 증가할수록 사업비

도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사업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사업비 시차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관련성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설명력도 90.7%이고 더빈-왓슨 통계치가 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정도도 낮다.12)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추정결과는 <표 Ⅲ-5>의 패널 2 테이블에 제시하고 

있다. 보험영업이익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요인 중 관측이 가능한 신계약보험료, 지급

11)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인데 추정결과는 물가가 상승하면 보험금의 실
질가치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함. 이러한 결과는 OECD 30개국의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이용해서 생명보험 수요를 추정한 Li et al.(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함

12) 시계열 상관정도가 낮을 경우 추정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져, 예측모형의 타당성이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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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업비, 전기 보험영업이익,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경제성장률 변수를 포함하

였다. 신계약이 증가할수록, 지급보험금과 사업비가 감소할수록 보험영업이익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가 감소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금리도 상

승할수록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정이자율이 상승하고 

동일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료가 하락하여 보험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분석기간 동안 금리가 하락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이후 기간의 금리를 반영한 국고채 금리

(5년 만기)와 2008년 이후 더미의 교차항의 경우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DW

보험영업
이익

신계약보험료 0.749
***

0.086 0.8697 1.4319

지급보험금 -0.303
***

0.070 - -

사업비 -0.738
**

0.352 - -

보험영업이익(시차 1) 0.323
***

0.076 - -

국고채 금리(5년 만기) -1080171.700
***

17383.544 - -

국고채 금리(5년 만기)

×2008년 이후 더미
218333.990

***
70500.97 - -

경제성장률 142264.732
**

59327.171 - -

투자영업
이익

경제성장률 60340.316
**

28274.229 0.9281 1.6553

국고채 금리(5년 만기) -368693.876
***

96617.545 - -

국고채 금리(5년 만기)

×2008년 이후 더미
71993.187

**
32626.599 - -

주가지수 12855.245
***

3536.006 - -

책임준비금 0.0032
***

0.0011 - -

영업외이익

주가지수 7595.349
**

2898.273 0.7912 1.696

국고채(5년)수익률 177991.938
**

67374.512 - -

경제성장률 -38901.29
**

18488.39 - -

책임준비금 0.0019
**

0.0008 - -

생산가능인구 비중 274495.20
**

143716.20 - -

법인세차감전 
이익

매출액(보험/투자/영업외 
이익의 합계)

0.997
***

0.0004 0.999 1.623

책임준비금적립금 -0.997
***

0.0004 - -

<표 Ⅲ-5> 생명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2) 

주: *는 유의수준 10%, **는 5%, ***는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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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금리와 보험영업이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이며 투자영업이익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여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변수의 추정치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과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영업외이

익을 추정하였다. 주가지수와 금리가 상승할수록, 그리고 규모(책임준비금)와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할수록 영업외이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변액보험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퇴직연금 운용이익률이 상승하여 관련 수수료

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외이익이 증가한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은 보험영업이익, 투자

영업이익,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매출액과 책임준비금 적립금을 독립변수로 추정하였

다. 추정치는 1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들 변수들이 항등식의 관계를 보이

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은 주요 추정방정식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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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예측치

생명보험 신계약보험료와 예측치

생명보험 지급보험금과 예측치

<그림 Ⅲ-3> 생명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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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험영업이익과 예측치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과 예측치

생명보험 영업외 이익과 예측치

생명보험 법인세차감전 이익과 예측치

<그림 Ⅲ-4> 생명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2)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61

손해보험 영업이익 추정결과는 <표 Ⅲ-6>에 제시하고 있다.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DW

보험료수익
(원수

보험료)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0.898
***

0.171 0.9985 1.8795

자동차 등록대수 0.228
***

0.081 - -

자동차보험료_물가지수 5816.8850 4226.178 - -

보험료 수익(시차 1) 0.8620
**

0.039 - -

장기손해 
원수보험료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0.6396
***

0.099 0.9998 1.8748

의료비 물가지수(진단) 93795.1593
***

21053.161 - -

생산가능인구 비중 188879.2684 136137.01 - -

가계부채 상환비율 -176893.45
***

68858.87 - -

실업률 -43959.80 69927.55 - -

장기손해보험료(시차1) 0.7827
***

0.0407 - -

장기손해 
신계약
보험료

CP91 12308.93 20223.73 0.8126 1.6800

명목국내총소득증가율 6690.67 8472.86 - -

의료비 물가지수(입원) -28896.39
**

12099.78 - -

생산가능인구 비중 500716.08
***

173226.19 - -

장기손해 신계약(시차 1) 0.62 0.12 - -

보험금비용

의료비 물가지수(검사) 77871.6849 48110.429 0.9819 1.7134

국고채 수익률(3년) -287305.66
***

83665.61 - -

65세 이상 인구비율 907185.71
***

323318.06 - -

보험계약부채(시차 1) -0.0037 0.0039 - -

환급금 및 
배당금

장기손해 해약환급금 0.0049 0.0032 0.970 1.9267

환급금 및 배당금(시차1) 0.9335
***

0.0397 - -

장기손해 
해약환급금

가계부채 상환비율 6255658.9
***

3471531.2 0.725 1.8741

의료비 물가지수(검사) 1636400.3
***

287936.00 - -

명목 국민소득 증가율 -881416.7 546186.50 - -

순사업비

보험금비용 0.1727
***

0.0382 0.984 2.122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시차 1) 0.0691 0.0675 - -

순사업비(시차 1) 0.5723
**

0.0917 - -

보험계약
부채

보험료적립금 1.2490
***

0.1041 0.999 2.2224

보험계약부채(시차 1) 0.9970
***

0.0025 - -

보험료
적립금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0.7097
***

0.2024 0.959 1.601

장기손해해약환급금(시차 1) 0.0063 0.0041 - -

보험료적립금(시차 1) 0.8198
***

0.0495 - -

<표 Ⅲ-6>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1) 

주: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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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와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전기 보험료 수익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장기손해 신

계약보험료가 증가할수록 보험료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보험료(장기

손해)의 영향으로 전기 보험료수익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는 금리(CP91)와 명목 국내총소득 증가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양의 관계), 의료비 물가지수(입

원)(음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 신계

약보험료와 의료비 물가지수(진단)가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부담비율

(DSR) 상승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료비가 증가할수

록, 가계의 부담이 적을수록 장기손해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비용(지급보험금)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환급금 및 배당금은 전기의 환급금 및 배당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시계열 자기상관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비용이 장기손해 해약환급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

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 해약환급금은 가계부채 부담비율과 의료비가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가계의 부담이 커질수록 해약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2

장의 <그림 Ⅱ-11> 좌측 그림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개인의 직접부담 의료비 비중

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

르면 의료비 물가지수 상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수록 순사업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계약부채는 

보험료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적립금은 장기손해 신계약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영업이익을 보험금 비용, 환급금 및 배당금, 자동차 등록대수, 장기손해 신계약

보험료 등에 대해 추정한 결과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변수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추정치를 얻었다(<표 Ⅲ-7> 패널 2 참조). 투자영업이익은 지급준비금, 보험료 

적립금 등 투자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차감전이익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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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험과 다르게 보험료 적립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영업이익 추정식의 설명력이 47.2%에 불과하지만 법인세차감전이익 추정식의 

설명력은 98.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차감전이익 추정식에 보험영업이익

은 법인세차감전이익의 항등식에 포함되는 인자(Argument)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

영업이익 추정식의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보험금 비용, 환급금 및 배당금, 자동차 등록

대수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을 설명하는 요인

들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 식별한 요인들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이 점은 본 모형의 한계이다.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DW

보험영업
이익

보험금비용 -0.250 ** 0.116 0.472 1.563

환급금 및 배당금 -0.222 * 0.117 - -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0.148 0.152 - -

자동차 등록대수 0.254 *** 0.091 - -

투자영업
이익

보험료적립금 0.054 ** 0.023 0.921 2.671

지급준비금 0.015 ** 0.006 - -

투자영업이익(시차 1) 0.788 *** 0.074 - -

법인세차감전
이익

보험영업이익 0.964 *** 0.026 0.987 1.665

투자영업이익 1.009 *** 0.029 - -

보험료적립금 -0.006 - - -

<표 Ⅲ-7>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2) 

주: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각 변수들의 추정결과에서 도출한 예측치와 실제치는 <그림 Ⅲ-5>, <그림 Ⅲ-6>, <그

림 Ⅲ-7>에 제시하고 있다.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를 제외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등은 예측치가 실제치의 추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DA)

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EBITDA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

지만 2015년 이후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고 생명보험의 EBITDA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변동폭이 손해보험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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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술한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인

구구조, 경제·금융환경 변수, 의료비 물가상승률 등이 수입 및 원수보험료와 보험 및 

투자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까지 논의한 추정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측치와 실제치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주요 내생변수들의 변동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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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예측치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보험료와 예측치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예측치

<그림 Ⅲ-5>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1) 



66 연구보고서 2018-28

손해보험 지급보험금과 예측치

손해보험 해약환급금과 예측치

장기손해보험 해약환급금과 예측치

<그림 Ⅲ-6>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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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과 예측치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과 예측치

손해보험 법인세차감전이익(EBITDA)과 예측치

<그림 Ⅲ-7>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 추정결과(패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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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의 예측력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을 추정방정식별로 살펴보았는데, 여

기서는 모형의 예측력을 검토한다. 모형의 예측력은 타일(Theil) U 통계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타일 U 통계치는 예측모형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제곱의 합을 

실제치의 제곱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실제 값이 예측 값과 동일하다면 타일 U 통계치는 0의 값을 갖는다. 반면 타일 U 통

계치가 1이라면 모형의 예측력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는 모형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

나 과거 자료와 동일한 값을 외삽(Naive no-change extrapolation)하는 방법으로 예

측하는 것과 동일하여 모형의 예측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일 U 값이 예

측기간(Forecasting Horizon)에 따라 단조적으로 증가한다면 예측오차가 예측기간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일 U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예측모형의 예측력이 

단순한 외삽 방식으로 예측하는 것에 비해 좋지 않고, 예측 기간에 따라 커진다면 예

측오차가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예측 기간이란 모형 추정에 사용된 최종 시점에서 예측하는 기간을 뜻한다. 앞에서 

추정한 모형의 경우, 추정기간이 생명보험의 경우 2002년 1/4분기에서 2017년 3/4분

기이고 손해보험은 2007년 2/4분기에서 2017년 3/4분기이다. 모형 추정에는 생명보

험의 경우 2002년 1/4분기에서 2012년 4/4분기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2007년 2/4분

기에서 2012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추정하고 각 모형에서 도출된 회귀계수를 이용하

여 2013년 1/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까지 4개년 3분기, 즉 19개 예측기간(분기)에 

걸쳐 타일 U 값을 계산한다. 예측기간을 4년 3개 분기로 선택한 이유는 중장기 전망 

13) Bliemel, Friedhelm.(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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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14) 

<부록 Ⅰ>, <부록 Ⅱ>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의 예측력 비교 통계치

를 제시하고 있다. 예측오차의 평균, 예측오차 절대치의 평균, 평균자승근 오차 등의 

값이 큰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백만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예측력 비교 통계치는 단위의 영향을 받지만 타일 U 통계치는 단위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 첫 번째 열의 Step은 예측기간을 의미한다. Step이 1이라는 것은 2012년 

4/4분기까지 자료로 추정하고 1분기 앞인 2013년 1/4분기를 예측한다는 점을 의미한

다. 그리고 2013년 1/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13

년 2/4분기를 예측한다. 이러한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19개의 예측치가 도출되

고 예측된 값과 실제 자료를 비교하여 타일 U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관측치는 19개가 

된다. 예측기간이 19라는 것은 2012년 4/4분기까지 자료로 추정한 모형으로 19분기 

후인 2017년 3/4분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타일 U는 한 개의 관측치

를 갖는다. 

생명보험 예측모형은 보험금 지급(LCLAIM), 지급보험금(LCLAIM_P), 해약환급금

(LSURRENDER), 책임준비금전입액(LCRESERVE) 방정식, 수입보험료(LP), 신계약 수입

보험료(LNP), 보험영업이익(LINSPROF), 투자영업이익(LINVPROF) 방정식의 타일 U 

값은 예측기간에 걸쳐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부록 Ⅰ>, <부록 Ⅱ> 참조). 반면 사업

비 추정식(LEXP)은 예측기간이 19에서 타일 U 값이 24.7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

업외이익(LNONOPPROF) 추정식에서는 예측기간 3분기까지 타일 U 값이 1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영업외이익의 합계에서 책임준

비금전입액을 차감한 법인세차감전이익(LEBITDA) 방정식의 경우 19개 예측기간 중 9

개 기간에서 타일 U 값이 1을 넘는다. 이는 법인세차감전이익이 2013년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영업이익 모형의 예측력은 생명보험에 비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손

해보험 해약환급금 방정식(NLLTSURA)의 예측기간 19에서만 타일 U 값이 1을 초과하

14) 타일 U 이외에도 예측력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치로 예측오차의 평균(Mean Error), 예측오차 
절대치의 평균(Mean Absolute Error), 평균자승근(Root Mean Squared)오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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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나머지 방정식에서는 타일 U 값이 모든 예측기간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다. 일부 방정식의 예측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 및 원수보험료, 보험 및 투

자영업이익 전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중장기 전망

본 절에서는 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18년 1/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5

개년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 기간 범위를 벗어난 예측(Out of Sample 

Forecasts)을 위해서는 예측 기간 동안의 외생변수 값을 설정해야 한다. 본 모형에서 

외생변수와 전망치는 다음의 <표 Ⅲ-8>에서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료분석 결과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정한 변화폭을 0.05%p

로 작게 설정하여 점진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정하였다. 경제성장률과 GDP 디플

레이터는 예측 기간 동안 2.5%로 유지하였고 금리도 2019년 1/4분기 이후 2.25%, 

2.40%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저성장, 저금리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우리나

라 단기금리인 콜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을 반영하여 2018년 1.75%에서 2021

년까지 1.87%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장기손해보험 신계약은 국민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 

4/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매년 1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준비금 증가율도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장기손해보험 

신계약과 지급준비금 증가율의 관계인 0.5%는 장기손해 신계약의 비중을 반영하였다. 

자동차 보험료는 현재의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반영하여 매년 0.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71

외생변수 2017년 4/4분기~2022년 4/4분기

사망자 수 전년동기 대비 0.05% 증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년동기 대비 0.05%p 상승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년동기 대비 0.05%p 하락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0.01%p 상승

의료비 물가지수(검사) 전년동기 대비 1.0% 상승

의료비 물가지수(진단) 전년동기 대비 1.0% 상승

의료비 물가지수(입원) 전년동기 대비 1.0% 상승

경제성장률 2.5% 유지

GDP 디플레이터 2.5% 유지

국고채 금리(3년 만기)
2018년 1/4분기 2.1%, 2018년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 2.2%, 

2019년 1/4분기 이후 2.25% 

국고채 금리(5년 만기)
2018년 1/4분기 2.2%, 2018년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 2.3%, 

2019년 1/4분기 이후 2.40% 

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0.1% 상승

실업률 전기 대비 0.2% 상승: 3.4%에서 3.5% 유지

손해보험 장기손해 
신계약

2017년 4/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매년 10% 감소

손해보험지급준비금 
증가율

2017년 4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0.5%p 하락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의 영향을 반영

자동차보험 물가지수 2017년 4/4분기 이후 2021년까지 전년동기 대비 1% 하락 

자동차 등록대수 예측기간 중 매년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2018년 1.75%, 2019년 1.78%, 2020년 1.80%, 2021년 1.87% 가정

미국 국채금리(1년) 2018년 1.90%, 2019년 1.92%, 2020년 1.95%, 2021~2022년 2.00% 가정 

<표 Ⅲ-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의 기본 가정

외생변수들을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전망치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예측된 전망치는 보수적인 예측

(Baseline Forecasts)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인구구조, 경제·금융, 의료

비 물가 등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15) 

위의 가정에서 예측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신계약보험료, 보험영업이익, 투자영

15) 본고에서는 외생변수들 각각이 보험료 규모,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제외하고 이는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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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예측치는 다음의 <표 Ⅲ-9>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

계약보험료는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예정이율 인상과 이로 인한 

보험료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의료비 증가 등의 가계부담 확대로 감

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료비 상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확대시켜 추가적인 

보험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험료 하락 요인 이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전체적인 보험수요를 감소시켜 수입보험료와 신계약보험료를 감소시킨다. 생

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확대된다면 생명보험 보험료 규모의 감소폭은 빠르게 확대될 여

지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수입보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70% 

감소할 것으로, 그리고 신계약보험료는 연평균 9.5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조 원, %)

기간 수입보험료
신계약
보험료

보험영업
이익

투자영업
이익

영업외이익
법인세차감

전이익

2012 106.4 25.3 25.8 18.9 3.3 4.5

2013 108.6 19.8 22.7 20.1 3.3 3.6

2014 110.6 18.5 19.0 21.6 3.5 4.0

2015 117.2 18.3 22.4 21.4 3.9 4.4

2016 119.8 15.5 19.5 21.3 4.1 3.1

2017 111.5 15.0 11.4 22.4 4.8 6.0

2013~2017 

평균(A)
113.5 16.9 19.1 21.4 3.9 4.2

2013~2017 

CAGR
0.70% -10.60% -15.80% 2.70% 9.90% 13.70%

2018 107.4 9.8 6.2 21.8 5.6 3.4

2019 105.0 8.5 4.7 22.2 5.9 3.3

2020 102.9 7.7 4.1 22.7 6.2 3.3

2021 101.4 7.1 3.6 23.1 6.5 3.4

2022 100.2 6.6 3.3 23.6 6.8 3.4

2018~2022 

평균(B)
103.4 8.0 4.4 22.7 6.2 3.4

2018~2022 

CAGR
-1.70% -9.50% -14.50% 2.00% 5.10% 0.10%

<표 Ⅲ-9> 생명보험 주요 변수 중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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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과 수입보험료 감소로 보험영업이익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부터 2017년간 평균 보험영업이익은 19.1조 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

균 보험영업이익은 4.4조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영업이익은 금리상승과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규모의 증가

세 둔화로 증가세가 빠르지는 않을 것(2018년에서 2022년 연평균 증가율 2%)으로 예

상된다. 신계약보험료와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책임준비금전입액은 2013년에서 

2017년 평균 규모 대비 97.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요인을 고려한 생명보

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13~2017년 평균 4.2조 원에서 2018년에서 2022년 평균 3.4

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영업이익 전망 결과는 다음의 <표 Ⅲ-10>에서 제시하고 있다. 손해보험 원

수보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4%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 4.2%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2017년 79.1조 원, 2018년 80.2조 원에서 2022년 81.6조 원으로 1

조 1천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 2022년 평균 원수보험료 규모

는 81.1조 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원수보험료 규모 73.4조 원의 

10% 증가에 불과하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

균 4.1%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0.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

었다. 신계약이 매년 1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 증가세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로 나타난 것도 원인이다.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환급금 증가세로 보험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

지 평균 2.2조 원 적자에서 예측기간 동안에는 적자폭이 소폭 확대된 2.4조 원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장기손해 원수보험료 규모의 감소로 투자영업이익

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3조 원에서 2022년 6.9조 원으로 4천억 원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

문일 수도 있지만 장기손해보험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차감전이익 규모 역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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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원에서 2018년 5.0조 원, 그리고 2022년 4.3조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년에서 2017년 21.1%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3.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Ⅲ-10> 손해보험 주요 변수 중장기 전망
(단위: 조 원, %)

기간 원수보험료
장기손해 
보험 원수

환급금
보험영업

이익
투자영업

이익
법인세차감

전이익

2012 64.8 39.5 12.0 -1.5 4.7 3.0

2013 67.1 41.9 14.1 -2.2 5.0 2.6

2014 70.2 44.4 15.2 -2.5 5.7 3.1

2015 73.9 46.6 17.0 -2.8 6.3 3.6

2016 76.6 47.8 16.9 -2.1 6.8 4.5

2017 79.1 49.0 17.3 -1.5 7.3 5.6

2013~2017 

평균(A)
73.4 45.9 16.1 -2.2 6.2 3.9

2013~2017 

CAGR
4.2% 4.1% 5.2% - 10.1% 21.1%

2018 80.2 49.5 18.5 -2.2 7.3 5.0

2019 81.0 49.4 19.4 -2.3 7.2 4.8

2020 81.4 49.2 20.2 -2.4 7.1 4.6

2021 81.5 48.8 20.8 -2.5 7.0 4.4

2022 81.6 48.5 21.2 -2.5 6.9 4.3

2018~2022 

평균(B)
81.1 49.1 20.0 -2.4 7.1 4.6

2018~2022 

CAGR
0.4% -0.5% 3.5% - -1.4% -3.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법인세차감전이익 규모의 감소폭은 생명보험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수요의 변화에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는 종목은 장기손해보험이다. 특히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49.5조 원에서 2022년 49.1조 원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생산

가능인구 비중 감소와 가계부채 상환비율의 상승은 장기손해 신계약보험료 증가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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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손해 원수보험료 감소는 투자영업이익 감

소로 이어져 손해보험회사의 법인세차감전이익 감소폭이 확대될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보험산업의 규모와 수익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인

구구조의 변화가 모형의 가정보다 빠를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과 수익성도 빠르게 악화

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OECD 주요국의 자료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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