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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시장 현황

1. 보험가입률 및 가입 건수

○ 전국의 1,200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을 합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전년도 대비 0.6%p 상승

한 94.4%로 조사됨. 

-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은 2003년 이후 매년 0.5%p 안팎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등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Ⅱ-1> 보험 가입률 추이(%,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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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평균 보험 가입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4.7건으로 보험가입

률 및 보험가입건수 역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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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가구당 보험 가입건수 추이(건,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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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종목별 가입건수

○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전년도(3.1건) 대비 0.2

건이 증가한 3.3건, 손해보험은 0.2건이 감소한 1.4건(전년도 1.6

건)으로 조사됨.

- 10가구 중 7가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해 3건 이상

(71.2%)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건 이상 가입한 가구도 전

체 33.6%에 달함. 

○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1~2건이 

31.3%, 3~5건이 36.7%, 6건 이상 가입한 가구도 18.0%에 달한 

반면, 가구당 손해보험 가입건수는 1~2건(66.6%)인 경우가 대부분

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76.0%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시장 현황 13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상해, 건강 등 기타 손해보험의 가입은 낮

은 편으로 판단됨.

<표 Ⅱ-1> 가구당 보험 평균 가입건수(%, N=1200)

전 체
미가입 1-2건 3-5건 6건 이상 평균

가입건수(건)
5.6 23.2 37.6 33.6 4.7

생명보험 14.0 31.3 36.7 18.0 3.3
손해보험 21.5 66.7 10.2 1.7 1.4

3. 보험에 대한 만족도 

○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만족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60점 내외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Ⅱ-3> 생명보험 상품의 만족도 추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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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각 상품별 종합만족도를 평균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59.0점) 대비 3.7점 상승한 62.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손해보험의 각 상품별 종합만족도를 평균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60.5점으로 전년도(60.8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Ⅱ-4> 손해보험 상품의 만족도 추이(점)

60.560.859.7

0

20

40

60

80

2003 2004 2005


	II.보험시장 현황
	1.보험가입률 및 가입 건수
	2.보험종목별 가입건수
	3.보험에 대한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