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 단위: %, 건)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8.5%로 2018년(91.0%) 대비 2.5%p 감소하고, 가

입건수는 가구당 3.5건으로 2018년(3.7건) 대비 0.2건 감소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구 가입률 87.2 86.8 87.7 91.8 88.9 89.5 91.0 88.5 

가구 가입건수 2.9 3.1 3.3 3.4 3.5 3.4 3.7 3.5 

<표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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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계층에서 가구 가입률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농/임/어업, 주부, 무직/기

타 계층에서는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
(%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
(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4.6 94.5 -0.1 4.0 4.1 0.0 

블루칼라 88.8 82.3 -6.5 3.3 2.9 -0.3 

농/임/어업 77.8 85.8 8.1 3.3 3.2 -0.1 

자영업 93.9 91.0 -2.9 4.1 3.6 -0.5 

주부 53.3 68.0 14.7 1.7 2.0 0.4 

은퇴자 76.7 68.1 -8.7 2.3 2.7 0.4 

무직/기타 53.7 57.1 3.5 1.9 2.6 0.7 

가구
소득

저소득 75.9 70.0 -5.9 1.7 1.8 0.1

중소득 93.7 91.7 -2.0 3.8 3.5 -0.4

고소득 96.8 96.1 -0.7 5.1 4.8 -0.3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〇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89.8%), 중·소도시(86.2%), 군지역(91.1%)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남

－ 군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달리 전년에 비해 가구당 가입률이 약간 증가하였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도시 88.3 86.1 86.9 90.6 92.0 91.8 90.5 89.8 

중·소도시 87.0 89.5 88.8 92.4 87.0 88.0 91.7 86.2 

군지역 82.4 76.9 85.6 94.8 82.5 85.6 89.6 91.1 

<표 Ⅲ-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116 연구보고서 2019-3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〇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의 경우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70.0% < 중소득 

91.7% < 고소득 96.1%) 높음

〇 저소득, 중소득 그리고 고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전년 대비 각각 5.9%p, 2.0%p, 

0.7%p 감소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저소득 66.6 63.0 63.6 73.2 66.5 69.5 75.9 70.0

중소득 92.4 92.7 90.9 94.3 94.2 92.3 93.7 91.7

고소득 96.0 96.8 95.2 97.8 97.4 97.9 96.8 96.1

<표 Ⅲ-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단위: %)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〇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이 7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보험(75.5%), 상해보험(1.5%) 순이었음

〇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3.3건, 상해보험 1.4건, 자동차보험 

1.2건으로 나타남

구분 2019년 가입률(%) 2019년 가입건수(건)

자동차보험1)
75.5 1.2

장기손해보험 77.9 3.3

상해보험 1.5 1.4

기타 0.1 1.0

<표 Ⅲ-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주: 1) 자동차보험이 법정 의무보험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1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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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전년 대비 2.5%p 감소한 88.5%로 나타났으며, 개

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3.8%p 감소한 76.2%로 나타남

91.4 87.2 86.8 87.7 91.8 88.9 89.5 91.0 88.5 

71.5 67.9 
74.6 74.3 

79.7 76.2 78.4 80.0 76.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가구 가입률 개인 가입률

<그림 Ⅲ-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연도별 가입가구 또는 가입자 대비 / 단위: %)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40대(85.8%, 2.1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74.0%, 1.3건)보다는 기혼(76.9%, 1.7건)에서 그리고 고소득

(85.5%, 2.0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〇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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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건)

연령

20대 77.1 66.5 -10.6 1.3 1.1 -0.2 

30대 87.6 82.6 -5.0 1.9 1.7 -0.1 

40대 88.8 85.8 -3.1 2.0 2.1 0.1 

50대 83.8 83.8 0.0 1.9 1.9 0.0 

60대 이상 66.6 64.5 -2.1 1.3 1.3 0.0 

결혼
여부

기혼 79.9 76.9 -3.1 1.7 1.7 0.0 

미혼 80.4 74.0 -6.5 1.5 1.3 -0.2 

가구
소득

저소득 66.2 59.3 -6.9 1.2 1.1 -0.1 

중소득 82.7 77.5 -5.3 1.7 1.6 -0.1 

고소득 84.7 85.5 0.8 1.9 2.0 0.1 

<표 Ⅲ-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4.1%, 여성이 68.4%로 여전히 남

성 가입률이 더 높았음 

〇 남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4.5%p 감소한 반면, 여성의 손해보

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3.2%p 감소함

80.0 
88.6 

71.6 76.2 
84.1 

68.4 

전체 남성 여성

2018년 2019년

<그림 Ⅲ-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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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〇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4.1%)이 여성(68.4%)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

혼 남성의 개인 가입률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혼 남성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에 비해 전체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76.9 74.0
84.1 68.4

86.6 77.0 68.0 70.1

개인 가입건수 1.7 1.3 
1.9 1.3

2.1 1.4 1.3 1.2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건)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〇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연령

대(30대 이하)에서 두드러짐

〇 개인 가입건수는 20대 1.1건, 30대 1.7건, 40대 2.1건, 50대 1.9건, 60대 이상 

1.3건으로 나타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6.5 82.6 85.8 83.8 64.5

가입건수 1.1 1.7 2.1 1.9 1.3

2018년 대비 가입률(%p) -10.6 -5.0 -3.1 0.0 -2.1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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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〇 지역별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77.4%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74.8%, 76.5%로 나타남

〇 지역별 개인 가입건수는 중·소도시 1.7건, 대도시 및 군지역 각각 1.6건 순으로 

나타남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대도시 77.4 1.6

중·소도시 74.8 1.7

군지역 76.5 1.6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 건)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〇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〇 대재 이상 고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83.1%, 개인 가입건수는 1.9건인 반

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45.7%, 가입건수는 0.8건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중졸 이하 45.7 0.8 

고졸 73.0 1.5 

대재 이상 83.1 1.9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단위: %, 건)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〇 직업별로는 자영업(84.5%), 화이트칼라(83.6%), 농/임/어업(80.0%)의 개인 가입

률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주부(66.2%), 학생(56.9%), 무직/기타(55.3%) 등 비

경제활동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〇 개인 가입건수는 자영업(2.0건), 은퇴자(2.0건), 화이트칼라(1.9건), 농/임/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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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화이트칼라(1.9건), 블루칼라(1.5건)가 1.5건 이상이었으나, 주부(1.2건), 

무직/기타(1.1건), 학생(0.8건)은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음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화이트칼라 83.6 1.9 

블루칼라 72.6 1.5 

농/임/어업 80.0 1.8 

자영업 84.5 2.0 

주부 66.2 1.2 

은퇴자 76.2 2.0 

학생 56.9 0.8 

무직/기타 55.3 1.1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단위: %, 건)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〇 고소득(85.5%)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득

(77.5%), 저소득 가구(59.3%) 순으로 나타남

〇 개인 가입건수도 고소득(2.0건)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득(1.6건), 저소득

(1.1건) 가구 순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저소득 59.3 1.1

중소득 77.5 1.6

고소득 85.5 2.0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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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〇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67.5%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의 경우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〇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0.0%), 40대와 50대(각각 76.6%, 75.2%), 고소득(76.8%) 

가구에 속한 개인,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성별 사례 수
자동차
보험2)

장기손해 
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2,464) 45.7 67.5 1.0 0.1 23.8 

성별
남성 (1,224) 70.1 70.0 1.0 0.0 15.9 

여성 (1,240) 21.5 65.0 1.0 0.2 31.6 

연령

20대 (388) 22.7 59.5 1.5 0.0 33.5 

30대 (432) 55.1 71.5 1.2 0.0 17.4 

40대 (492) 62.0 76.6 1.2 0.0 14.2 

50대 (505) 54.7 75.2 0.4 0.4 16.2 

60대 이상 (647) 33.7 56.6 0.8 0.2 35.5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8.0 65.6 0.9 0.3 22.6 

중·소도시 (1,010) 43.2 69.7 0.9 0.0 25.2 

군지역 (336) 45.2 67.3 1.5 0.0 23.5 

직업

화이트칼라 (678) 60.0 71.8 1.2 0.0 16.4 

블루칼라 (605) 42.3 64.5 1.0 0.2 27.4 

농/임/어업 (80) 58.8 68.8 1.3 0.0 20.0 

자영업 (478) 65.7 71.8 0.8 0.2 15.5 

주부 (482) 14.5 64.3 0.6 0.2 33.8 

은퇴자 (21) 66.7 71.4 4.8 0.0 23.8 

학생 (72) 6.9 54.2 1.4 0.0 43.1 

무직/기타 (47) 25.5 48.9 0.0 0.0 44.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2.6 41.1 0.7 0.0 54.3 

고졸 (1,131) 39.5 65.3 0.7 0.3 27.0 

대재 이상 (1,181) 55.7 72.9 1.3 0.0 16.9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6.6 53.1 0.4 0.0 40.7 

중소득 (1,180) 48.1 67.7 0.9 0.1 22.5 

고소득 (768) 54.7 76.8 1.4 0.3 14.5 

주: 1) 가입상품 여부 기준임
2) 자동차보험이 법정 의무보험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100.0%임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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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입자 대부분이 보

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91.4%)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15.2%로 

나타났으며, 은행을 통한 가입률은 2.5% 수준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면 92.7 93.2 94.2 94.0 95.2 90.8 88.6 91.4 

직판 6.2 8.0 9.1 7.8 8.0 13.3 14.2 15.2 

은행 1.1 1.9 1.3 0.3 0.9 1.0 1.1 2.5 

기타 0.0 0.0 0.0 0.0 2.6 4.3 4.1 4.4

주: 1)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손해보험 가운데 개인보험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채널별 보험료 비중
과는 다를 수 있음(이하 동일)

    2)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3)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표 Ⅲ-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〇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직판

채널(18.5%)을 통한 보험가입률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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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대면 90.5 92.6

직판 18.5 11.3

은행 2.6 2.4

기타 4.4 4.4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〇 모든 연령대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30대 이하)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90% 이상임

〇 20대와 30대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2.2 81.5 93.1 97.4 97.8

직판 24.8 30.5 14.5 9.0 3.4

은행 2.7 3.6 2.1 1.9 2.4

기타 2.7 4.5 6.2 5.2 2.6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〇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

이 85% 이상임

〇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대도시 19.5%, 중·소도시 13.2%, 군지역 6.6%로 나

타남 

〇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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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88.9 92.6 96.5

직판 19.5 13.2 6.6

은행 2.4 3.2 0.8

기타 4.7 4.2 3.5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〇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칼라의 대면채널 가입

률이 타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〇 반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2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농/임/
어업

자영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
기타

모름/
무응답

대면 86.2 90.0 96.9 95.8 95.3 100.0 95.1 88.5 88.5

직판 24.2 16.2 9.4 11.1 6.3 0.0 9.8 11.5 11.5

은행 3.4 2.5 1.6 2.7 1.3 0.0 0.0 3.8 3.8

기타 4.6 6.8 3.1 3.7 2.5 6.3 0.0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〇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가장 높았음

〇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2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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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대면 92.8 97.1 86.5 100.0

직판 5.8 6.9 22.9 0.0

은행 4.3 1.9 2.9 0.0

기타 4.3 4.1 4.6 0.0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〇 대면채널 가입률은 고소득(93.6%)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판채

널 가입률은 중소득(17.5%)층에서 높게 나타남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2.8 89.4 93.6

직판 11.1 17.5 14.0

은행 2.6 2.6 2.3

기타 3.3 5.5 3.3

<표 Ⅲ-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나.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 종목별 가입 채널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

든 채널 중에서 가장 높음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92.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80.1%), 상해보험(70.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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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상해보험이 20.8%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자동차보험 80.1 18.4 0.6 0.9 

장기손해보험 92.8 7.6 2.4 4.4 

상해보험 70.8 20.8 4.2 4.2 

주: 1) 기타 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자동차보험은 은행채널이 없으므로 은행채널 통계는 제외함(이하 동일)

<표 Ⅲ-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2)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〇 자동차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0.1%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

입은 18.4%로 나타남

〇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판채널 이용률은 연령

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〇 지역규모가 클수록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낮아짐

〇 직판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20대(48.9%)와 화이트칼라(26.3%)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〇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직판채

널을 통한 가입률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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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125) 80.1 18.4 0.6 0.9 

성별
남성 (858) 79.8 18.5 0.6 1.0 

여성 (267) 80.9 18.0 0.7 0.4 

연령

20대 (88) 50.0 48.9 0.0 1.1 

30대 (238) 62.6 34.0 2.1 1.3 

40대 (305) 82.3 16.7 0.3 0.7 

50대 (276) 90.2 9.1 0.0 0.7 

60대 이상 (218) 95.4 3.2 0.5 0.9 

지역규모

대도시 (537) 74.7 24.0 0.7 0.6 

중·소도시 (436) 82.6 15.4 0.7 1.4 

군지역 (152) 92.1 7.2 0.0 0.7 

직업

화이트칼라 (407) 71.3 26.3 1.0 1.5 

블루칼라 (256) 78.9 19.5 0.8 0.8 

농/임/어업 (47) 93.6 6.4 0.0 0.0 

자영업 (314) 88.2 10.8 0.3 0.6 

주부 (70) 87.1 12.9 0.0 0.0 

은퇴자 (14) 100.0 0.0 0.0 0.0 

학생 (5) 40.0 60.0 0.0 0.0 

무직/기타 (12) 91.7 8.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94.7 0.0 0.0 5.3 

고졸 (447) 91.1 7.8 0.2 0.9 

대재 이상 (658) 72.2 26.1 0.9 0.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7) 83.9 14.6 0.7 0.7 

중소득 (568) 77.3 21.5 0.4 0.9 

고소득 (420) 82.6 15.5 1.0 1.0 

<표 Ⅲ-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 장기손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〇 장기손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8%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7.6%, 

은행채널은 2.4%에 불과함

〇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여성이 93.3%로 남성(92.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〇 20대(13.0%), 30대(16.5%)에서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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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음 

〇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663) 92.8 7.6 2.4 4.4 

성별
남성 (857) 92.3 8.4 2.7 4.4 

여성 (806) 93.3 6.7 2.1 4.5 

연령

20대 (231) 86.6 13.0 3.0 2.6 

30대 (309) 85.8 16.5 2.9 4.5 

40대 (377) 94.2 5.3 2.1 6.6 

50대 (380) 96.8 4.5 2.1 5.5 

60대 이상 (366) 97.0 2.2 2.2 2.2 

지역규모

대도시 (733) 91.1 9.8 2.2 5.3 

중·소도시 (704) 93.0 6.3 3.1 3.8 

군지역 (226) 97.3 4.4 0.9 3.5 

직업

화이트칼라 (487) 89.1 11.3 3.5 4.3 

블루칼라 (390) 91.8 7.9 2.3 7.2 

농/임/어업 (55) 94.5 7.3 1.8 3.6 

자영업 (343) 96.2 5.5 2.6 4.1 

주부 (310) 95.2 4.5 1.0 2.6 

은퇴자 (15) 93.3 0.0 0.0 6.7 

학생 (39) 97.4 2.6 0.0 0.0 

무직/기타 (23) 91.3 8.7 4.3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2) 93.5 6.5 4.8 3.2 

고졸 (739) 96.1 3.8 1.9 4.2 

대재 이상 (861) 89.9 10.9 2.7 4.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4) 93.1 7.3 2.6 3.3 

중소득 (799) 91.0 8.0 2.8 5.9 

고소득 (590) 95.1 7.1 1.9 3.1 

<표 Ⅲ-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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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〇 상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70.8%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은 20.8%로 나타남

〇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반대로 직판채널을 통한 가

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〇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직업군에서, 그리고 소득 및 학력과 관계없이 모

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24) 70.8 20.8 4.2 4.2

성별
남성 (12) 58.3 25.0 8.3 8.3

여성 (12) 83.3 16.7 0.0 0.0

연령

20대 (6) 50.0 50.0 0.0 0.0

30대 (5) 60.0 40.0 0.0 0.0

40대 (6) 83.3 0.0 16.7 0.0

50대 (2) 100.0 0.0 0.0 0.0

60대 이상 (5) 80.0 0.0 0.0 20.0

지역규모

대도시 (10) 60.0 40.0 0.0 0.0

중·소도시 (9) 66.7 11.1 11.1 11.1

군지역 (5)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8) 62.5 25.0 0.0 12.5

농/임/어업 (6) 50.0 50.0 0.0 0.0

자영업 (4) 75.0 0.0 25.0 0.0

주부 (3) 100.0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고졸 (8) 87.5 12.5 0.0 0.0

대재 이상 (15) 60.0 26.7 6.7 6.7

가구 소득

저소득 (2) 50.0 50.0 0.0 0.0

중소득 (11) 72.7 27.3 0.0 0.0

고소득 (11) 72.7 9.1 9.1 9.1

<표 Ⅲ-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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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183)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4.5%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채널 

선호비율이 26.0%로 나타남

〇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현재 가입률(91.4%)보다는 

16.9%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15.2%)보다 

10.8%p 높게 나타났음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1.4 74.5

직판 15.2 26.0

은행 2.5 3.5

기타 4.4 4.3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표 Ⅲ-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〇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72.6%)과 여성(77.0%) 모두 가장 높음

〇 남성은 직판(29.2%)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미혼자의 경우 기

혼자 대비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29.2%p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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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성별
남성 72.6 29.2 2.7 3.0 

여성 77.0 21.3 4.5 6.1 

결혼
여부

기혼 80.5 19.2 3.6 4.2 

미혼 54.5 48.4 2.9 4.7 

<표 Ⅲ-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〇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87.6%로 가장 높음

〇 20대에서는 직판채널(54.2%)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남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50.3 54.2 2.2 4.5 

30대 61.7 41.7 4.3 3.0 

40대 78.0 24.5 2.6 6.2 

50대 87.0 12.6 3.0 2.2 

60대 이상 87.6 4.9 5.3 5.8 

<표 Ⅲ-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〇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음

〇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은 군지역(15.1%) 대비 대도시(30.9%)와 중·소도시

(2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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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71.2 30.9 1.9 3.4 

중·소도시 76.8 23.0 5.0 5.4 

군지역 80.6 15.1 5.0 4.3 

<표 Ⅲ-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〇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학생을 제외하면 직업군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〇 직판채널 선호도는 학생(64.0%)과 화이트칼라(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남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화이트칼라 63.6 40.6 2.9 4.3 

블루칼라 75.7 23.0 4.3 6.6 

농/임/어업 91.1 8.9 2.2 0.0 

자영업 83.4 16.2 2.4 0.8 

주부 83.4 12.7 5.1 6.4 

은퇴자 100.0 0.0 0.0 0.0 

학생 40.0 64.0 4.0 8.0 

무직/기타 61.5 30.8 7.7 7.7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〇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고졸(85.7%)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80.5%), 대재 이상

(65.6%) 순으로 나타남

〇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4.9% < 고졸 12.6% < 대

재 이상 37.3%) 상대적으로 높음

〇 은행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중졸 이하(14.6%)에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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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중졸 이하 80.5 4.9 14.6 7.3

고졸 85.7 12.6 3.7 4.7

대재 이상 65.6 37.3 2.6 3.8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〇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가장 높으며, 소득이 많

을수록 직판채널(저소득 21.3% < 중소득 25.8% < 고소득 28.9%)에 대한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저소득 73.1 21.3 6.1 5.6

중소득 74.8 25.8 3.0 4.2

고소득 74.6 28.9 2.9 3.8

<표 Ⅲ-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단위: %)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〇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종목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〇 상해보험은 직판채널(39.3%)에 대한 선호가 다른 보험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높았음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자동차보험 71.6 27.1 0.4 0.9

장기손해보험 72.4 19.0 7.3 7.6

상해보험 45.9 39.3 - 14.8

<표 Ⅲ-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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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의향자(n=1,183)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

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편리성이 78.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획

득의 용이(44.0%), 재무설계 전문성(33.5%),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21.0%) 등의 순임 

74.5 

34.1 
24.8 21.6 

12.8 

38.0 

15.8 

0.0 

68.8 

38.2 

23.0 

7.5 
14.0 

39.8 

14.0 

0.0 

78.0 

44.0 
33.5 

21.0 16.5 16.2 11.7 
0.4 

가입

편리

정보획득

용이

재무설계

전문성

친절한

서비스

시간

절약

저렴한

가격

권유자와

친분

기타

2017년(N=1,301) 2018년(N=1,310) 2019년(N=1,183)

<그림 Ⅲ-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〇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78.8%), 정보획득 용이

(32.4%), 저렴한 가격(31.1%) 권유자와 친분(15.9%) 등이 꼽힘

〇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도 가입 선호 이유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의 편

리성(62.0%), 정보획득 용이(52.7%), 저렴한 가격(29.4%) 등이 꼽힘

〇 상해보험의 경우는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68.9%), 저렴한 가격

(42.6%), 그리고 정보획득 용이(37.7%) 등이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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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입
편리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가격

권유자
와

친분

시간 
절약

친절한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

전문성

좋은
보험

서비스
기타

자동차보험 78.8 32.4 31.1 15.9 15.6 10.8 8.8 6.5 0.1

장기손해보험 62.0 52.7 29.4 12.4 21.0 10.2 23.3 12.9 0.8

상해보험 68.9 37.7 42.6 9.8 26.2 11.5 3.3 - -

<표 Ⅲ-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36.2%, 장기

손해보험은 3.4%, 상해보험은 2.5%로 나타남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5.7 63.8 36.2

장기손해보험 67.5 96.6 3.4

상해보험 1.0 97.5 2.5

<표 Ⅲ-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나. 세부 분석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〇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2.8% < 고졸 3.0% < 대재 이상 

3.7%)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〇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블루칼라(2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의 경우 학생(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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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자동차보험의 경우, 남성(47.4%)이 여성(25.2%)에 비해 높게 나타남

〇 연령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상

해보험 가입 의향은 청년층(20대 및 30대)에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〇 가구 소득으로 구분하면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중소득층의 가입 의향이, 

상해보험은 고소득층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전체 36.2 3.4 2.5 

성별
남성 47.4 3.3 2.5 

여성 25.2 3.4 2.5 

연령

20대 30.2 4.5 5.2 

30대 41.9 4.0 4.2 

40대 45.3 3.9 2.8 

50대 42.0 2.8 1.2 

60대 이상 24.7 2.3 0.5 

지역규모

대도시 38.4 3.6 3.6 

중소도시 36.7 3.0 1.1 

군지역 27.7 3.6 3.0 

직업

화이트칼라 43.2 23.9 3.5

블루칼라 35.9 27.1 2.8

농/임/어업 51.3 2.3 1.3 

자영업 46.4 2.0 1.3 

주부 17.4 3.0 1.7 

은퇴자 52.4 2.0 4.8 

학생 20.8 3.4 5.6 

무직/기타 21.3 2.4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9 2.8 0.7 

고졸 32.4 3.0 1.1 

대재 이상 43.0 3.7 4.0 

가구 소득

저소득 26.4 2.8 1.9 

중소득 40.3 3.9 2.3 

고소득 36.7 2.8 3.1 

<표 Ⅲ-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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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보험 상품 니즈

가. 손해보험 보상 경험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n=1,877) 가운데 21.4%가 손해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〇 손해보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5.2건, 평균 보상액수는 553,943

원이었음 

〇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평균 보상건수가 5.5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균 보상액수는 453,156원이었음 

〇 중증 질병의 경우는 평균 보상건수는 1.0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

건수가 적었고, 평균 보상액수는 10,666,667원으로 가장 컸음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401) 5.2 553,943.1 

실손의료보험 (357) 5.5 453,156.0 

중증 질병 (3) 1.0 10,666,666.7 

일반 질병 (17) 1.9 354,823.5 

성인병 (3) 1.7 125,000.0 

재해(상해) (13) 1.1 580,000.0 

교통사고 (14) 1.0 771,428.6 

재산손실 (1) 1.0 500,000.0 

자녀에 대한 보상 (16) 1.7 194,218.8 

<표 Ⅲ-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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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8.4%)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〇 상대적으로 저축, 노후 대비, 투자수단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한다는 응답 비율

은 낮게 나타남

95.1 

3.6 3.2 1.7 1.1 0.3 

98.4 

3.6 2.1 1.2 0.8 0.5 

위험대비

보장

목돈마련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증식

투자수단

유리한

세제혜택

자녀

유산상속

2018년(N=1,953) 2019년(N=1,877)

<그림 Ⅲ-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종목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이유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동차보험 98.3 0.3 - 0.5 - 0.5 

장기손해보험 96.8 3.8 2.8 0.6 0.5 1.0 

상해보험 95.8 4.2 - - - -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표 Ⅲ-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140 연구보고서 2019-3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그리

고 직판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6)

〇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n=1,130) 가운데 64.9%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 대형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7)

77.3 

22.9 

4.6 0.9 

64.9 

33.5 

8.1 
2.8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 공제/기타

2018년(N=1,275) 2019년(N=1,130)

<그림 Ⅲ-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〇 대형사의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6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50대(6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 회사이며, 중·소형사는 8개 회
사, 직판사는 3개 회사임

7) 3년 이내에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한 1,130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
율을 의미하며,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0%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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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중·소형사 가입률은 20대(38.7%), 블루칼라(39.4%), 군지역(41.5%)에서 상대적

으로 높으며, 직판 가입률은 30대(11.5%), 대도시(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〇 가구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38.9%)이 중소득(33.1%)과 고소득(31.8%) 가구에 

비해 중·소형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 공제/기타

전체 (1,130) 64.9 33.5 8.1 2.8 

성별
남성 (741) 63.8 33.1 9.2 2.3 

여성 (389) 66.8 34.4 6.2 3.9 

연령

20대 (137) 60.6 38.7 8.8 5.1 

30대 (252) 65.5 32.1 11.5 1.6 

40대 (285) 64.2 34.4 10.2 2.5 

50대 (249) 67.5 31.7 4.4 3.2 

60대 이상 (207) 64.7 32.9 5.3 2.9 

지역규모

대도시 (537) 64.8 34.1 9.1 2.2 

중·소도시 (446) 65.9 30.3 7.4 3.8 

군지역 (147) 61.9 41.5 6.8 2.0 

직업

화이트칼라 (375) 64.5 32.3 10.9 2.9 

블루칼라 (274) 60.6 39.4 9.5 1.8 

농/임/어업 (50) 66.0 28.0 6.0 4.0 

자영업 (276) 69.2 31.5 3.6 2.9 

주부 (125) 67.2 31.2 8.0 3.2 

은퇴자 (11) 72.7 27.3 0.0 0.0 

학생 (12) 50.0 33.3 16.7 8.3 

무직/기타 (7) 42.9 42.9 0.0 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 60.0 40.0 0.0 0.0 

고졸 (459) 65.6 34.0 5.7 3.3 

대재 이상 (641) 64.6 32.9 10.3 2.7 

가구 소득

저소득 (167) 59.3 38.9 1.2 3.6 

중소득 (604) 64.2 33.1 9.8 2.5 

고소득 (359) 68.5 31.8 8.6 3.1 

<표 Ⅲ-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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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에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이 4.01

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장기손해보험이 3.97점, 상해보험이 3.83점 순

서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만족도(5점 만점)

자동차보험
2)

37.1 4.01 

장기손해보험 19.0 3.97 

상해보험 0.7 3.83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표 Ⅲ-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단위: %, 점)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

〇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가 대도시

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〇 한편, 가구 소득별로는 저소득에서 비교적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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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
보험실손 상해 질병 간병 종합 저축성

어린이
보장

전체 4.01 3.99 3.96 3.96 3.80 3.89 4.18 3.94 3.83

성별
남성 4.01 3.97 3.92 3.89 4.00 3.88 4.33 4.00 3.80

여성 4.02 4.01 4.03 4.02 3.50 3.90 4.13 3.94 3.88

연령

20대 4.04 3.95 4.00 3.88 - 3.50 4.50 4.00 3.67

30대 3.99 4.00 4.00 4.00 - 4.00 4.00 4.00 4.00

40대 4.00 3.97 3.93 4.04 4.00 3.85 4.00 3.80 3.83

50대 4.00 4.06 3.80 3.86 3.50 4.00 4.00 - -

60대 이상 4.04 3.98 4.10 4.07 4.00 4.00 5.00 - 4.00

지역
규모

대도시 4.04 3.98 4.04 3.93 3.67 3.90 4.20 4.00 3.89

중·소도시 3.98 3.97 3.88 3.92 4.00 4.00 4.50 3.75 3.67

군지역 3.98 4.05 3.95 4.10 - 3.67 4.00 4.00 4.00

직업

화이트칼라 4.03 4.00 3.90 3.87 - 3.50 4.14 4.00 3.89

블루칼라 4.05 4.04 3.98 4.10 4.00 4.00 4.00 4.00 4.00

농/임/어업 3.98 3.80 4.00 3.00 - - - - 4.00

자영업 3.98 3.94 3.94 3.95 4.00 3.94 4.50 3.00 3.50

주부 3.92 4.00 4.07 4.06 3.00 4.00 - 4.00 4.00

은퇴자 4.18 4.00 4.00 - - - - - -

학생 4.00 3.75 4.00 - - 4.00 - - 3.00

무직/기타 3.80 4.00 4.33 - - -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94 4.00 4.40 4.00 - - - - -

고졸 4.03 3.97 3.97 4.09 3.75 4.00 4.33 4.00 3.80

대재 이상 4.00 4.00 3.93 3.84 4.00 3.78 4.13 3.94 3.85

가구 소득

저소득 4.03 4.09 4.12 4.11 4.00 4.00 - 4.00 4.00

중소득 4.00 3.99 3.91 4.03 3.67 3.94 4.29 4.00 4.00

고소득 4.01 3.94 3.96 3.88 4.00 3.83 4.00 3.90 3.67

<표 Ⅲ-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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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n=1,877)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의 서비스 만족

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3.92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3.94점, 계약 유지

서비스가 3.90점으로 나타남

〇 전년도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소폭 하락함

4.05 3.99
4.09

3.94 3.90 3.92

계약체결시

제공서비스

계약유지중

제공서비스

보상서비스

2018년(N=1,953) 2019년(N=1,877)

<그림 Ⅲ-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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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〇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에서 성별, 지역규모, 직업, 교육 수준, 가구 연간 소득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서비스

사례 수 보상서비스

전체 (1,877) 3.94 3.90 (379) 3.92 

성별
남성 (1,029) 3.93 3.90 (174) 3.90 

여성 (848) 3.96 3.91 (205) 3.94 

연령

20대 (258) 3.88 3.89 (39) 3.90 

30대 (357) 4.00 3.94 (57) 3.96 

40대 (422) 3.98 3.92 (97) 4.01 

50대 (423) 3.93 3.87 (85) 3.87 

60대 이상 (417) 3.92 3.90 (101) 3.86 

지역규모

대도시 (865) 3.93 3.92 (178) 3.96 

중·소도시 (755) 3.96 3.87 (154) 3.89 

군지역 (257) 3.93 3.92 (47) 3.89 

직업

화이트칼라 (567) 3.96 3.92 (90) 3.94 

블루칼라 (439) 3.92 3.88 (96) 3.85 

농/임/어업 (64) 4.02 3.91 (3) 3.67 

자영업 (404) 3.97 3.93 (88) 4.01 

주부 (319) 3.93 3.90 (84) 3.94 

은퇴자 (16) 4.06 3.81 (3) 3.67 

학생 (41) 3.73 3.80 (8) 3.88 

무직/기타 (26) 3.77 3.77 (7) 3.43 

모름/무응답 (1) 5.00 5.00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9) 3.93 3.87 (9) 3.89 

고졸 (826) 3.95 3.92 (190) 3.92 

대재 이상 (981) 3.94 3.89 (180) 3.93 

모름/무응답 (1) 1.00 1.00 - -

가구 소득

저소득 (306) 3.96 3.92 (58) 3.93 

중소득 (914) 3.96 3.89 (177) 3.91 

고소득 (657) 3.92 3.91 (144) 3.93 

<표 Ⅲ-41>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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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37.1%)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20.3%), 서비스 지원(16.3%), 가격 경쟁력(14.8%) 

등의 순임 

36.1 

19.4 

13.4 
17.4 

4.7 
2.0 0.9 2.7 

0.6 
2.6 

37.1 

20.3 
16.3 14.8 

3.1 2.4 2.2 1.7 1.3 0.9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

지원

가격

경쟁력

개인적

관계

계약

편의성

설계사

전문성

회사

규모

경영철학 거래

경험

2018년 2019년

<그림 Ⅲ-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기준)

(n=2,464 /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〇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함

〇 연령대에 관계없이 상품 경쟁력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브랜드 신뢰성의 경우

에는 40대(2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〇 또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40.5%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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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가구 소득별로는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저소득층

(40.3%)에서 가장 높음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 
지원

가격 
경쟁력

개인적 
관계

전체 (2,464) 37.1 20.3 16.3 14.8 3.1

성별
남성 (1,224) 36.5 21.2 15.7 15.4 2.9

여성 (1,240) 37.7 19.4 16.9 14.1 3.2

연령

20대 (388) 36.6 19.3 16.5 17.8 2.3

30대 (432) 39.6 19.7 16.7 15.7 1.6

40대 (492) 35.6 23.0 14.2 14.6 3.3

50대 (505) 38.0 18.4 17.4 13.3 3.6

60대 이상 (647) 36.3 20.6 16.7 13.6 4.0

지역규모

대도시 (1,118) 38.5 20.8 15.7 16.5 2.8

중·소도시 (1,010) 40.5 19.9 14.5 13.2 3.7

군지역 (336) 22.6 19.6 24.1 13.7 2.4

직업

화이트칼라 (678) 36.4 19.8 15.9 16.4 2.5

블루칼라 (605) 37.7 20.8 16.7 12.9 3.1

농/임/어업 (80) 36.3 13.8 17.5 21.3 5.0

자영업 (478) 38.5 21.1 15.7 14.0 2.3

주부 (482) 34.6 20.3 17.8 14.1 4.4

은퇴자 (21) 52.4 28.6 4.8 0.0 4.8

학생 (72) 38.9 22.2 13.9 20.8 1.4

무직/기타 (47) 44.7 12.8 14.9 17.0 4.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31.8 13.9 17.2 17.9 6.6

고졸 (1,131) 38.5 21.1 17.5 12.2 3.0

대재 이상 (1,181) 36.4 20.2 15.1 16.9 2.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0.3 20.5 13.0 12.4 4.8

중소득 (1,180) 37.3 21.2 16.5 14.8 2.5

고소득 (768) 34.8 18.6 18.2 16.3 2.7

<표 Ⅲ-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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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의 
편의성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회사 규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과거 
거래경험

전체 (2,464) 2.4 2.2 1.7 1.3 0.9 

성별
남성 (1,224) 2.5 1.9 1.4 1.6 1.0 

여성 (1,240) 2.3 2.4 1.9 1.0 0.9 

연령

20대 (388) 2.3 3.1 1.0 0.8 0.3 

30대 (432) 2.1 0.7 1.6 0.9 1.4 

40대 (492) 1.8 2.6 1.6 1.8 1.4 

50대 (505) 2.2 2.2 3.2 1.2 0.6 

60대 이상 (647) 3.2 2.2 0.9 1.5 0.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1.6 1.7 1.3 0.7 0.4 

중·소도시 (1,010) 2.2 2.2 1.3 1.3 1.4 

군지역 (336) 5.7 3.6 3.9 3.3 1.2 

직업

화이트칼라 (678) 2.4 2.2 1.8 1.6 1.0 

블루칼라 (605) 2.3 1.7 2.0 1.5 1.3 

농/임/어업 (80) 3.8 2.5 0.0 0.0 0.0 

자영업 (478) 2.1 2.1 2.7 0.6 0.8 

주부 (482) 2.7 3.3 0.6 1.5 0.6 

은퇴자 (21) 4.8 0.0 0.0 4.8 0.0 

학생 (72) 1.4 0.0 1.4 0.0 0.0 

무직/기타 (47) 2.1 0.0 0.0 2.1 2.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6 4.0 0.7 2.6 0.7 

고졸 (1,131) 2.4 1.6 1.8 0.9 1.0 

대재 이상 (1,181) 2.1 2.5 1.7 1.5 0.9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3 2.7 1.6 1.6 0.8 

중소득 (1,180) 2.5 1.6 1.4 1.2 0.8 

고소득 (768) 2.2 2.6 2.1 1.3 1.2 

<표 Ⅲ-42> 계속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