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1.개요

가.조사 목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상품에 해 종목별로 가입 의향을 조사함으로

써 미래 보험가입 수요를 측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조사 상 24.3%

가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일반손해보험에 한 가입 의사는 8.3%로 낮은 수 이나, 년

비 소폭 증가함.

○ 경기 축으로 인한 내수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가입

률과 가입 의향은 년 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상품에

한 보험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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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 험 일 손해 험

<그림 Ⅲ-1>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N=1,200/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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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09년 19.8 6.2

2010년 24.3 8.3

차이(%p) +4.5 +2.1

<표 Ⅲ-1>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 :%)

○ 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재 손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20 에서 높아,

이들 계층의 잠재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경제활동기간이 짧고 소득이 상 으로 낮아 실제로 보험가

입 여력이 낮음으로 이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한 상품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재 손해보험 가입이 낮은 소득층의 경우,향후 가입 의향 역

시 낮아,보험수요에 한 잠재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가입률 가입 의향 가입률 가입 의향

연령

20 32.3 31.4 2.7 13.2

30 52.4 26.2 6.7 7.1

40 50.4 25.4 5.4 9.8

50 이상 49.9 18.8 3.7 5.7

소득

소득 35.4 19.6 3.3 4.6

소득 50.6 25.5 4.0 8.6

고소득 60.8 29.4 8.8 14.7

<표 Ⅲ-2>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 소득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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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분석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여성(22.4%)보다 남성(26.1%)에서,그리고

기혼(22.6%)보다 미혼(30.0%)에서 보험가입 욕구가 상 으로 높게 나

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성/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성별
남성 26.1 8.2

여성 22.4 8.4

결혼

여부

기혼 22.6 7.6

미혼 30.0 10.7

<표 Ⅲ-3>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결혼 여부별

(단 :%)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연령별로는 20 은 층에서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

이 높게 나타남.

○ 20 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향후 보험가입에 한 니즈가 커

잠재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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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 31.4 13.2

30 26.2 7.1

40 25.4 9.8

50 이상 18.8 5.7

<표 Ⅲ-4>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단 :%)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도시(27.2%)와 군지역(29.2%)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상 으

로 높은 편임.

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도시 27.2 6.6

소도시 20.0 9.5

군지역 29.2 11.5

<표 Ⅲ-5>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단 :%)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화이트칼라(27.7%)와 자 업(25.8%)에서

25% 이상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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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화이트칼라 27.7 10.5

블루칼라 20.4 5.1

자 업 25.8 8.6

농/림/수산업 13.3 13.3

주부 21.9 7.3

무직/기타 28.4 10.4

<표 Ⅲ-6>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단 :%)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소득별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상 으

로 높게 나타남.

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소득 19.6 4.6

소득 25.5 8.6

고소득 29.4 14.7

<표 Ⅲ-7>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소득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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