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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시장 현황

1. 보험 가입실태

○ 전국의 1,200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을 합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4.7%로 전년도와 비슷

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매년 평균 0.5% 상

승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동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 

증가율도 연평균 1.5%에 불과하여 보험시장이 이미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통계청 장래가계추계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가구 

수 증가율은 1.3%로 더욱 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니

즈를 발굴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확대를 꾀하는 적극적인 전

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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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보험 가입률 추이(%,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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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평균 보험 가입건수는 4.9건으로 전년에 비해 0.2건 정도 소

폭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연평균 3.7%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의 가입건수(가구당 0.9건)를 제외

하더라도 현재 가구당 4건 정도의 보험계약을 보유한 상태로 보유

계약수가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 3.4명을 이미 초과한 상태임.

- 가계의 보험구입여력 감소와 함께 보험시장의 경쟁격화로 새로운 

고객의 창출 못지않게 기존 고객관리 및 계약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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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가구당 보험 가입건수 추이(건, N=1200)

○ 가구당 평균 납입보험료는 연간 413만원(월평균 34.4만원)으로 나타났

으며, 전년 대비 0.8% 상승하였음.

- FY2004 우리나라의 보험밀도(수입보험료/추계인구수)는 160.1만원

으로, 이 중 기업성 보험을 제외하고 설문응답자의 가구원수(평균

3.4명)를 감안하면 조사된 가구당 평균납입보험료는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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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가구당 연간 납입보험료 추이(N=1200)

2. 보험산업별 가입실태

○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전년도(3.3건) 대비 0.2

건이 증가한 3.5건, 손해보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1.4건으로 나타나  

생명보험 가입건수가 손해보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합해 4가구 중 3가구 정도가 3건 이상

(74.7%)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건 이상 가입한 가구

도 전체 37.8%로 비교적 높음. 

구 분 미가입 1-2건 3-5건 6건이상
평균가입
건수 (건)

전    체 5.3 20.0 36.9 37.8 4.9

생명보험 11.7 29.3 38.7 20.3 3.5

손해보험 20.3 66.7 12.2 0.8 1.4

<표 Ⅱ-1> 가구당 보험산업별 평균 가입건수(%,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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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중 건강중점보장보험이 가구당 

1.34건, 사망중점보장보험이 0.65건, 상해/재해중점보장보험이 0.47

건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에 편중되어 있으며, 

-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의 가입건수가 가구당 0.89건, 운전자/상

해보험 가입건수가 0.39건이며 나머지 상해, 건강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의 가입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 생명보험 납입보험료는 전년도(331.1만원) 

대비 1.3% 증가한 335.3만원, 손해보험 납입보험료는 전년도(78.7만

원) 대비 1.3% 감소한 77.7만원으로 나타나 생명보험 납입보험료가  

손해보험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중에서는 종신보험 등의 사망중점보장보험과 정액형건

강보험 등의 건강중점보장보험 보험료 부담이 높았으며, 손해보

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명
보험

건강중점
보장보험

상해/재해
보장보험

사망중점
보장보험

저축성
보  험

연금보험
어린이/

교육보험
변액보험

1.34(89.3) 0.47(25.9) 0.65(106.8) 0.15(29.2) 0.26(38.2) 0.57(31.6) 0.05(14.3)

손해

보험

자동차

장기보험

상해운전자/
상해

일반건강/
어린이

민영

의료
종합

저축성

/연금
통합

0.89(47.2) 0.39(20.7) 0.09(4.8) 0.01(0.8) 0.01(0.6) 0.02(3.2) 0.00(0.3) 0.01

<표 Ⅱ-2> 가구당 보험종목별 가입실태(건, 만원, N=1200)

  주: (  )는 연평균 납입보험료로, 일시납보험료는 제외된 수치임.


	Ⅱ. 보험시장 현황
	1. 보험 가입실태
	2. 보험산업별 가입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