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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주요국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 

1. 주요국의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지표 추이

국가별 성장 정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장에 기술하였고, 여기서는 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보

험산업의 성장성 둔화 추이를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명목 경제성장률과 금리수준은 

감소하였으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5%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캐나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록 표 Ⅰ-1>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보험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1984~1994 1995~2008 2009~2012

경제성장률(명목) 6.6 5.1 2.4

10년물 국채 금리 8.7 5.1 2.8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9.8 8.8 4.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17.1 8.4 3.4

 자료: OECD;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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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Ⅰ-2> 캐나다의 거시경제 지표와 보험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1983~1994 1995~2008 2009~2012

경제성장률(명목) 6.1 5.4 2.6

10년물 국채 금리 8.8 5.3 2.8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8.3 7.2 5.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3.7 15.5 10.6

 자료: OECD; 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명목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영국과 네덜

란드의 경우 보험산업 성장세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네덜란드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부록 표 Ⅰ-3> 영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보험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1983~1994 1995~2008 2009~2012

경제성장률(명목) 8.0 5.3 1.7

10년물 국채 금리 9.0 5.1 2.8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16.2 13.5 2.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11.9 5.1 7.1

 자료: OECD; IMF.

<부록 표 Ⅰ-4> 네덜란드의 거시경제 지표와 보험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1983~1994 1995~2008 2009~2012

경제성장률(명목) 4.3 5.3 0.2

10년물 국채 금리 7.7 4.6 2.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10.6 5.9 -10.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7.6 5.5 -6.6

 자료: OECD;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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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저성장·저금리로 보험산업 성장세는 둔화

되거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우체국 보험 민영화, 고령층 대상 제 3보험

과 재난보험의 성장으로 보험산업 성장세가 소폭 회복되었다.71) 

<부록 표 Ⅰ-5> 일본의 거시경제 지표와 보험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1983~1994 1995~2008 2009~2012

경제성장률(명목) 5.0 0.1 -1.3

10년물 국채 금리 5.2 0.7 0.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16.3 0.3 1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15.0 -2.5 7.9

 자료: OECD; IMF.

2. 주요국의 보험산업 성장 정체 경험

1980년 이후 주요국의 명목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입 및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험산업 성장 정체를 경험했던 시기는 

다소 상이하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60년대, 네덜란드가 80년대, 영국과 일본

이 90년대 보험산업 성장 정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 인플레이션과 연금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종신보험 등의 전통

적 보험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험산업 자금의 자본시장

으로의 유입, 그리고 지급여력준비금제도(RBC) 도입 등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며 보험산업의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1970년 생명보험산업 준비금 1,154억 

달러의 74%가 종신보험 등 전통적인 생명보험이었으나 이 비중은 1980년 54%, 

1990년 30%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머니마켓펀드의 규모는 1979년 30억 달러 수

71) 이에 관한 내용은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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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으나 1982년 2,200억 달러로 늘었고 1995년 6월에는 7,170억 달러로 늘어났

다. 1979년부터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

출을 받아 수익률이 높았던 머니마켓 등 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보험산업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었다.72) 한편 연금보험료 규모는 1970년 37억 달러에서 1980

년 222.5억 달러로, 1990년에는 1,29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2년 도입된 

지급여력준비금제도로 보험산업의 자본수익률(ROE)은 1984년 12.3%, 1991년 

10.6%에서 1993년 9.6%, 1994년 7.1%로 하락하였다. 보험산업의 자본수익률 하락

은 보험산업으로 투자되었던 자금 이탈 우려를 확대시켰다. 

네덜란드의 경우 명목 경제성장률 둔화로 보험수요가 둔화되었고 저금리는 생명

보험산업과 은행산업의 수익성 둔화를 가속화하였다.73) 네덜란드는 보험료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생명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으로 간주되었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이 투자형 저축상품을 출시하며 보험회사와 경쟁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신계약은 감소하였고 보험회사가 퇴출되기 

시작하였다(<부록 표 Ⅰ-6>참조).

<부록 표 Ⅰ-6> 네덜란드 보험회사 수 추이
(단위: 개)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내 외국계 국내 외국계

1970 57 16 315 148

1975 51 12 246 158

1980 55 12 227 146

 자료: D. Jan Eppink(1987), “Competitive Strategies in the Dutch Insurance Industry”, Long Range 
Planning, Vol. 20, No. 4 재인용.

72) 1979년 시장금리는 5~6% 수준이나 머니마켓펀드 수익률은 16% 수준이었다.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1995 Vol. 21 No. 4B에서 재인용하였다.

73) D. Jan Eppink(1989, 1987)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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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도 명목 경제성장률 둔화, 수입보험료 증가율 감소와 더불어 금융산업 

경쟁이 심화되었다.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그리고 은행들의 보험산업 진출이 활

발해졌다. 자산운용사(Fund Management Companies)들은 생명보험회사를 자회

사로 설립한 후 확정기여형 연금시장에 진출하였고 일반 유통기업들도 소매금융시

장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판매수수료가 저렴한 직접판매채널(Direct Selling)이 

활성화되며 보험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정책이 보

험산업으로 확대되며 영국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

에 2000년 영국 계리협회는 보험회사들이 해외진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도와 독일을 최적의 진출국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74)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와 저성장·저금리 지속과 더불어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며 

보험산업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고령화사회였던 FY1984부터 FY1993까지 일

본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11.5% 수준이었다. 고령화진전으

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FY1994부터 

FY2004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0.49% 감소하였다. 그리고 초고

령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FY2005부터 제 3보험 도입과 우체국 보험 민영화로 생명

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3.4%를 기록하였다. 일본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정체되었다. 일본 손해

보험 원수보험료는 FY1994에 9.9조 엔이었으나 FY2013에 8.6조 엔으로 감소하였

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FY1994 3.4조 엔에서 FY2013 3.8조 엔으로 소폭 증가

한 반면 상해보험이 2.6조 엔에서 1.0조 엔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제성장이 정체

되면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정체로 자동차보험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74) Grenham et. al.(2000), International Expansion: A United Kingdo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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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전략

가.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영효율화

보험산업 성장 정체에 대해 보험산업의 공통적인 대응으로 먼저 보험회사의 영업

프로세스 재조정과 비용절감, 효율성 개선, 그리고 고객접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수익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비용관리를 통해 이익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대면채널 

보다는 직판채널 등 비대면채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구·사회

적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도 보험산업 성장 정체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암보험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고령층 의료보험, 즉 제 3보험은 FY2011에 

5.2조 엔을 기록하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27.4조 엔의 약 19%를 차지하게 되

었다. 인구고령화로 전통적인 보험수요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보험

의 증가로 보험산업 성장둔화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5) 

 

나. 사업다각화

미국 보험회사들은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60년대 중

반부터 시작하였다. 뉴욕주 보험감독국은 1968년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 투자 및 

자본조달 규제는 완화한 반면 제조업 지주회사의 보험회사 인수 규제를 강화하였다. 

적절한 공시규정을 준수한다면 자회사 및 부속자회사(Ancillary Subsidiary) 설립을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또한 생명보험회

사의 주식투자한도를 잉여금의 100%와 인정자산의 10% 중 적은 규모로 확대하였는

데, 주식투자한도 확대는 보험회사들이 주식시장으로 진출해야 뮤추얼펀드, 연금펀

드, 그리고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보험감독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75) 자세한 내용은 김세중 외(2014), ｢일본 제 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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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장·단기 채권발행 허용, 우선주와 무의결권 보

통주식 발행 등을 허용하였다. 반면 제조업 지주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지배에 대한 

등록 및 감독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였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지주

회사의 보험회사 인수 및 처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및 거부권을 강화하였다. 그리

고 1969년 전미보험감독자연합회는 보험지주회사 감독을 위한 모델법을 채택하면

서 보험지주회사 설립과 감독체계가 확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 금융산업 경쟁심화

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상호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 소비자의 수요가 전통적인 보장성보험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

하는 투자상품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은퇴저축(Retirement 

Saving) 수요 증가추세와 더불어 가속화되었다.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상업은행 혹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사업다각화를 확대하였

고 비금융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다각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

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들 국가들에서 보험수요는 전통적인 보장성상품에서 연금 등 투자형상품으로 이

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 등이 보험회사를 설립하

거나 인수하며 보험산업에 진입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NatWest Life, TSB 

등 은행들이 보험회사를 인수하며 방카슈랑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최

대 보험회사 Prudential U.K.도 은행, 자산운용회사들을 인수하며 금융서비스회사

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다. 네덜란드의 National Netherlanden은 주택대출은행

(Mortgage Bank)인 WUH를 인수하였고 AEGON은 1986년 주택대출은행인 FGH 

인수에 참여했다. WUH와 FGH는 모두 경영위기를 겪고 있던 규모가 작은 주택대

출은행이었는데, 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기능과 

지급결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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