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생명보험 가입 황

1.생명보험 가구당 가입 황

가.조사 목

○ 국내 총 가구당 생명보험 실태(가입 비율,가입 건수)조사를 통해 가

구의 보험가입 성향과 신 시장 개척,추가 매 가능 시장을 악하고

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2010년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은 88.0%로 2009년(89.9%) 비 1.9%p

하락하 으나,가입 건수는 4.1건으로 2009년도(4.0건)와 비슷함.

○ 2008년 90.8%까지 상승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이후 로벌 경제

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입률(%) 84.6 86.0 87.2 90.8 89.9 88.0

가입 건수(건) - 3.3 4.1 4.1 4.0 4.1

<표 Ⅰ-1>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가입 건수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 →개인기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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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9.990.8
87.288.3

86.086.184.6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1 3.3 3.5
4.1 4.1 4.0 4.1

<그림 I-1>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가입 건수 추이

(N=1,200/단 :가입률-%,가입 건수-건)

○ 소득,무주택자와 같이 상 으로 경제력이 낮은 계층의 보험 가입

률과 가입 건수의 감소폭은 큰 반면,고소득층의 가입 건수는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침체에 따른 소득층의 생명보험 상품 구매력이 크게 축되면

서 험 비 노후 비 등 향후 경제 부담 험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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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입률 가입 건수

2009년 2010년

2009년
비

가입률
(%p)

2009년 2010년

2009년
비

가입 건수
(건)

소득

소득 80.6 76.8 -3.8 3.0 2.7 -0.3

소득 94.0 93.0 -1.0 4.4 4.5 +0.1

고소득 96.2 94.6 -1.6 4.7 5.4 +0.7

주택

소유 여부

소유 91.7 90.8 -0.9 4.3 4.4 +0.1

무주택 83.3 77.9 -4.6 3.0 2.9 -0.1

<표 Ⅰ-2>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가입 건수 :소득 주택 소유 여부별

(단 :가입률-%,가입 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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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도시, 소도시,군지역 모두 년 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소

폭 감소한 가운데,군지역 가입률(85.0%)이 도시와 소도시 비 상

으로 낮은 편임.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시 83.7 86.1 87.3 91.9 89.8 87.9

소도시 85.7 86.6 87.9 89.8 90.8 88.7

군지역 84.8 83.8 83.9 90.1 86.4 85.0

<표 Ⅰ-3>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 :%)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종목별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치료 보장보험이 8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신보험(41.4%),연 보험(22.6%), 축성보험(14.3%)순임.

-그 밖에 치명 질병보험(CI:10.8.%),변액보험(9.6%),교육보험(6.8%)

은 가입률이 상 으로 낮음.

○ 종목별 가입 건수 역시,질병치료 보장보험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명 질병보험(1.7건),교육보험(1.5건),종신보험(1.4건),

축성보험,연 보험,변액보험이 각 1.3건으로 나타남.

○ 반 으로 보험료가 상 으로 렴한 보장성이 강한 상품의 가입이

높은 반면,보험료가 비싸고 축성이 강한 보험상품의 가입이 낮음.

○ 부분 종목의 가입률이 낮아진 가운데,질병치료 보장보험(+0.7%p)과

연 보험(+1.5%p)의 가입률은 소폭 상승하 으며,질병치료 보장보험

가입률은 2005년 이후 지속 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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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입률

(%)

질병치료 보장보험 74.7 70.4 77.6 79.9 81.4 82.1

종신보험 28.7 43.7 45.5 48.3 44.9 41.4

축성보험 16.9 14.9 16.4 18.9 15.9 14.3

연 보험 26.5 22.5 22.1 21.0 21.1 22.6

교육보험 10.7 7.7 17.7 8.8 6.6 6.8

치명 질병보험 - 3.6 10.9 11.3 11.6 10.8

변액보험 - 1.0 7.7 11.8 10.2 9.6

가입

건수

(건)

질병치료 보장보험 2.0 2.0 2.2 2.2 2.4 2.6

종신보험 1.2 1.3 1.5 1.4 1.5 1.4

축성보험 1.3 1.3 1.4 1.3 1.3 1.3

연 보험 1.2 1.2 1.3 1.2 1.2 1.3

교육보험 1.4 1.5 1.6 1.4 1.4 1.5

치명 질병보험 - 1.4 1.4 1.4 1.4 1.7

변액보험 - 1.3 1.2 1.2 1.2 1.3

<표 Ⅰ-4>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종목별

2.생명보험 개인별 가입 황

가.조사 목

○ 국내 개인별 보험가입 실태(가입 비율,가입 건수)조사를 통해 개인별

보험가입 성향과 추가 매 가능 시장을 악하고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2009년 비 0.4%p하락한 81.4%로 가구 가입

률(88.0%) 비 낮은 수 이었으나,가구와 개인 가입률 간의 차이가

2007년 14.9%p에서 6.6%p로 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가구와 개인 가입률 격차의 축소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향도 있

으나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음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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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9.990.8
87.2

81.481.883.7

72.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  가입률 개인 가입률

<그림 I-2>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개인 가입률

(N=1,200/단 :%) 

○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률은 기혼(86.2%)이 미혼(64.8%)에 비해 높고,가

입 건수 역시 기혼이 1.9건으로 미혼(1.0건)에 비해 높음.

-기혼자의 경우 가족 부양 노후 비 등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미혼 가입률은 60% 로 향후 가입 여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79.0%,여성 83.8%로 남녀 간 보험 가입률 격차가

2007년 16.0%p에서 4.8%p로 크게 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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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80.179.7

87.5

77.4

85.9

79.0
83.8

72.3

83.781.881.4

전체 남성 여성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림 I-3>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N=1,200/단 :%) 

○ 연령별로는 30 이상(30 84.6%,40 87.3%,50 이상 82.8%),직업별

로는 화이트칼라(85.5%),자 업(84.6%),주부(92.7%),학력별로는 고졸 이

상(고졸 83.3%, 재 이상 81.8%),소득별로는 소득 이상(소득 86.7%,

고소득 86.8%)에서 보험 가입률이 상 으로 높음.

○ 반면,20 (67.3%), 졸 이하(63.2%),무직/기타(43.3%), 소득층

(70.5%)과 은층과 경제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률은 상 으로 낮

은 가운데, 년 비 보험 가입률 하락폭이 상 으로 커 미래의 경

제 부담 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009년 2010년
2009년

비 가입률(%p)

소득

소득 74.3 70.5 -3.8

소득 84.9 86.7 +1.8

고소득 87.7 86.8 -0.9

주택

소유 여부

소유 83.5 84.0 +0.5

무주택 75.3 72.2 -3.1

<표 Ⅰ-5>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소득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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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이 72.4%로 가장 높고,그 밖에 사

망보장보험 26.8%, 축성보험 21.2%,변액보험은 6.1%로 낮은 가운데,

보험료가 상 으로 높은 사망보장보험과 변액보험 가입률은 년

비 소폭 하락함.

○ 질병보장보험은 여성,주부,40 이상의 장년층의 가입이 상 으

로 높고,사망보장보험은 남성,30 와 40 ,화이트칼라에서 상 으

로 높은 특징을 보임.

다.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결혼 여부별

○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미혼(64.8%) 비 기혼(86.2%)에서 높았으나,

기혼 남성이 84.2%,기혼 여성이 87.9%로 나타남.

-이는 가족 부양의 책임과 미래 험 비에 한 인식이 높음에 따

른 것으로 보임.

○ 한편,미혼 남성(65.7%)과 여성(63.4%)의 보험 가입률은 상 으로 낮

은데,향후 이들 계층의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됨.

구 분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가입률(%)
79.0 83.8

84.2 65.7 87.9 63.4

가입 건수(건)
1.6 1.8

1.9 1.1 1.9 1.0

<표 Ⅰ-6>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결혼 여부별

주 :가입 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 건수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 개인 가입률 가입 건수는 20 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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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률 80% 이상,가입 건수 1.8건 이상으로 높음.

○ 반면,20 는 가입률이 67.3%,가입 건수 1.0건으로 낮은데,이는 경제

활동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임.

구 분 20 30 40 50 이상

가입률(%) 67.3 84.6 87.3 82.8

가입 건수(건) 1.0 1.9 1.9 1.8

2009년 비 가입률(%p) -2.3 -1.9 +2.6 -0.6

<표 Ⅰ-7>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와 소도시가 각각 81.9%,군지역이 77.0%로

군지역의 가입률이 상 으로 낮은 편임.

○ 가입 건수는 도시가 1.8건으로 소도시와 군지역(각 1.6건)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남.

구 분 가입률(%) 가입 건수(건)

도시 81.9 1.8

소도시 81.9 1.6

군지역 77.0 1.6

<표 Ⅰ-8>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로는 졸 이하의 가입률이 63.2%,가입 건수는 1.2건으로,고졸

이상 학력자 비 가입률과 가입 건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학력층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상 으로 낮은 소득 수 으로

보험가입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60

구 분 가입률(%) 가입 건수(건)

졸 이하 63.2 1.2

고졸 83.3 1.7

재 이상 81.8 1.7

<표 Ⅰ-9>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주부의 가입률이 92.7%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화이트칼라

(85.5%),자 업자(84.6%)가 85% 내외 수 으로 높은 반면,블루칼라

(71.8%),농/림/수산업(66.7%),무직/기타(43.3%)는 70% 이하 수 으로

가입률이 상 으로 낮음.

○ 가입 건수 역시,자 업자(2.0건),화이트칼라(1.8건),주부(1.7건)가 상

으로 높은 반면,블루칼라(1.5건),농/림/수산업(1.3건),무직/기타(0.5

건)등 소득 수 이 낮은 계층에서 가입 건수가 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가입률(%) 가입 건수(건)

화이트칼라 85.5 1.8

블루칼라 71.8 1.5

자 업 84.6 2.0

농/림/수산업 66.7 1.3

주부 92.7 1.7

무응답/무직/기타 43.3 0.5

<표 Ⅰ-10>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소득별

○ 소득별 개인 가입률은 고소득(86.8%)과 소득(86.7%)은 비슷한 반면,

소득층은 70.5%로 낮음.

-가입 건수 역시,소득 수 이 높을수록 많아(고소득 2.1건 > 소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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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소득 1.3건),소득 수 에 따라 보험 가입률 건수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남.

○ 소득 이상 계층에 비해 소득층의 보험 가입률이 년도 비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기에 따라 이들 계층의 보험시장

근성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구 분 가입률(%) 가입 건수(건)

소득 70.5 1.3

소득 86.7 1.9

고소득 86.8 2.1

<표 Ⅰ-11>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소득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개인 가입률은 질병 보장보험 가입률이 7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망보장보험(26.8%), 축성보험(21.2%),변액보험(6.1%)순

으로 나타남.

-질병 보장보험(+2.6%p)과 축성보험(+2.9%p)가입률은 2009년

비 소폭 상승함.

○ 질병보장보험은 여성(77.1%),주부(85.8%),그리고 40 (79.0%)와 50

이상(76.7%)에서 높은데,노령화에 따른 건강 질병 험과 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사망보장보험과 축성보험 가입률은 30 와 40 등 주 경제활

동 계층과 화이트칼라,자 업자와 같이 소득 수 이 높은 직업군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변액보험의 경우 고소득층의 가입률이 히 높고,다른 보험상

품에 비해 소득 수 별 가입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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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목

특성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성별
남성 67.7 29.0 19.7 5.7 19.9

여성 77.1 24.6 22.6 6.4 14.5

연령

20 55.9 14.1 9.5 6.4 10.0

30 72.3 33.3 25.5 7.9 18.4

40 79.0 32.6 23.9 7.2 19.6

50 이상 76.7 25.4 22.7 4.1 18.5

직업

화이트칼라 71.9 32.4 23.4 9.0 19.9

블루칼라 63.0 25.0 15.3 6.5 14.4

자 업 76.8 29.7 26.3 6.8 23.4

농/림/수산업 56.7 23.3 20.0 6.7 3.3

주부 85.8 23.9 21.1 3.2 13.0

소득

소득 62.3 19.3 14.5 2.8 14.5

소득 77.1 29.5 22.9 6.0 18.4

고소득 77.9 32.8 28.9 12.7 18.6

2010년 가입률(%) 72.4 26.8 21.2 6.1 17.2

2009년 가입률(%) 69.8 29.4 18.3 6.8 17.4

차이(%p) +2.6 -2.6 +2.9 -0.7 -0.2

<표 Ⅰ-12>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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