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험시장 분석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가. 현재의 성장성  

국가 간 교역이나 투자의 대상국을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 규모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장정도 및 향후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

가 있다. 진출대상국의 시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시장의 과거 성장도 및 미래

의 성장가능성이 높을수록 진입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의 규모 및 성장성을 다루고 이어서 잠재성장성을 다루고자 한다.

1) 대륙별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성

2009년에 세계 보험산업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듯하

다. 세계의 2009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1.1% 줄어들었다. 생명보험은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 2.0%, 손해보험은 0.1% 

감소하였다(<표 Ⅱ-1> 참조). 

대륙별로 보면 보험산업의 침체현상은 아프리카(-11.1%), 오세아니아(-9.6%), 

북미(-7.1%)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많은 신흥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

서는 5.8%, 아시아에서는 2.8%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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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보험

대륙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전세계

’09 23,315 -2.0(-4.4) 17,345 -0.1(-2.6) 40,661 -1.1(-3.7)

’08 24,368 -5.8(-0.3) 17,814 -0.6(5.8) 42,181 -3.7(2.2)

’07 24,431 n.a. 16,831 n.a. 41,262 n.a.

유럽

’09 9,535 3.5(-4.3) 6,571 -1.2(-7.1) 16,106 1.8(-5.5)

’08 9,959 -15.8(-10.6) 7,070 0.2(8.9) 17,030 -9.9(-3.4)

’07 11,143 n.a. 6,490 n.a. 17,634 n.a.

북미

’09 5,360 -13.5(-14.2) 7,026 -1.5(-2.3) 12,386 -7.1(-7.9)

’08 6,250 -3.5(-0.1) 7,189 -3.0(0.7) 13,439 -3.2(0.4)

’07 6,246 n.a. 7,141 n.a. 13,386 n.a.

남미

’09 436 7.8(4.3) 673 4.3(4.4) 1,109 5.8(4.3)

’08 340 6.8(14.2) 660 8.8(20.6) 1,059 8.0(18.1)

’07 350 n.a. 547 n.a. 897 n.a.

오세
아니아

’09 336 -19.4(-23.5) 336 2.9(-2.9) 672 -9.6(-14.4)

’08 439 17.4(22.3) 346 -0.3(3.1) 785 -3.7(13.0)

’07 359 n.a. 336 n.a. 695 n.a.

아프리카

’09 326 -15.0(-10.3) 167 0.4(1.1) 493 -11.1(-6.7)

’08 363 0.9(-3.7) 167 4.4(7.1) 503 1.8(-0.6)

’07 377 n.a. 156 n.a. 533 n.a.

아시아

’09 7,322 1.8(5.2) 2,572 5.6(7.9) 9,895 2.8(5.9)

’08 6,956 7.8(16.8) 2,381 2.2(10.2) 9,337 6.3(15.0)

’07 5,956 n.a. 2,161 n.a. 8,117 n.a.

<표 Ⅱ-1> 대륙별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성장률1)

(단위: 억 USD, %)

주: 1) Calendar Year 2009년 실적임. 
2) 괄호 안은 명목성장률임.

자료: Swiss Re, Sigma No. 3/2010.

대륙별 생명보험산업은 오세아니아(-19.4%), 아프리카(-15.0%), 북미(-13.5%)

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표 Ⅱ-1> 참조). 반면에 남미(7.8%), 유럽(3.5%), 

아시아(1.8%)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생명보

험의 진입대상 대륙을 선정한다면 남미, 유럽, 아시아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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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통화가치의 상승에 기인한 면이 커서 유럽시장 자체가 성장했다고 보기

는 어려운 면이 있다.

나) 손해보험

대륙별 손해보험산업은 북미(-1.5%)와 유럽(-1.2%)에서 음(-)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아시아(5.6%), 남미(4.3%), 오세아니아(2.9%)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

다. 2009년의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진입대상 대륙을 선정한다면 

아시아와 남미, 유럽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남미(8.0%), 아시아(6.3%), 아프리카

(1.8%)의 보험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였고 여타의 대륙은 음(-)의 실질성장

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는 2009년에 음(-)의 성장을 기록하여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진입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들은 진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진입의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남미와 아시아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와 남미는 진출 대상으로 선정하

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륙 간 비교이므로 규모는 의미가 없어 여

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2)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성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 인디아(20.3%), 인도네시아(11.9%), 태국(6.3%)이 실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 태국(4.8%)이 실질성장을 기

록한 것 외에는 대상국 모두가 고전했지만 2009년에 태국(14.9%), 인도네시아

(10.6%), 인디아(10.1%)가 높은 성장률을 보여 위기극복능력을 보여 주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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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해당산업의 위기극복 능력 면에서 볼 때 진

출대상국으로 고려할 수 있다(<표 Ⅱ-2> 참조).

인디아의 생명보험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저축성보험의 확대에 기인한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 허용1)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업에 관한 전문가와 적절한 상품모델, 계리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

회사는 계리적 데이터를 비교적 얻기 쉽고, 상품개발이 용이한 저축성보험에 집

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와 감독정책의 변화도 저축성보험의 

활성화를 부축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액보험(ULIP: Unit-Linked Plans)이 주

식시장의 성장에 따라 잠재적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명보험시장에서 대

중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최근 변동성은 보험회사가 판

매한 변액보험상품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환경에 대

한 소비자의 염려는 순수투자형 상품으로부터 이탈하여 예금과 저축성 상품으

로 이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감독당국이 변액보험 수수료에 대한 

한도를 부과하려고 함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전통적 저축성 상품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생명보험이 성장한 주된 원인으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해

외합작회사(joint venture)의 시장점유 확대와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에서 상위 10개 회사의 시장점유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해외합작회사이다. 해외합작회사는 큰 자본규모, 강력한 

정보력, 높은 기술수준을 통해 생명보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규정2)에 따라 2003년부터 보험회사가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외

에도 보험회사들이 금융고객의 은행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을 통

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혁신은 생

명보험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1) IRDA(1999).

2) Decree No.426/KMK 0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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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정책과 일본·미국의 투자 증대에 힘입은 빠른 

경제성장(평균 9.0%)이 생명보험시장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보

험상품의 출시, 방카슈랑스 판매 증가, 보험료 수입과세의 경감액 증가 등 보험

산업 환경의 개선도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대 초반부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마스터플랜 및 보험마스터플

랜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보험제도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도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험종목별로는 단체보험종목과 의료보

험종목이 빠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나)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최근 5년간 베트남(12.7%), 인디아(5.7%), 태국(2.8%)이 높은 실

질성장률을 보였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 베트남(8.3%), 태국(1.3%)이 실

질 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는 조사대상국 모두가 고전했지만, 2009년에 베트남

(17.0%), 태국(14.9%)이 위기극복능력을 보여 주었다.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해당산업의 위기극복능력 면에서 볼 때 베트남과 태국이 진입매

력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표 Ⅱ-2> 참조).  

베트남의 손해보험 성장은 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과 건설 및 기술보험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개방과 아울러 베트남 경제 

전체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는 성장세가 뒤쳐져 있다. 2005~07년 사이

의 고성장에 비해 2008~09년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진입매력이 있지만 그 정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1999년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보험감독원법(IRDAA)｣이 

제정되기 전에는 4개의 자회사(New India, United India, Oriental, National)를 둔 

정부소유의 국영손해보험회사(G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가 유일한 손

해보험회사였다. ｢보험감독원법(IRDAA 1999)｣의 제정으로 국영손해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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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한국2)

’09 574.4 -5.8(-5.2) 345.3 14.2(14.9) 919.6 0.8(1.5)
’08 605.8 -6.4(-24.7) 300.5 6.6(-14.2) 906.2 -2.5(-21.5)
’07 804.4 10.2(15.4) 350.2 11.1(16.3) 1,154.6 10.5(15.7)
’06 702.7 5.7(15.8) 303.4 13.5(16.0) 1,006.1 8.0(18.2)
’05 606.8 11.3(25.1) 244.1 6.8(9.8) 850.9 10.1(23.8)
평균 - 3.0(5.3) - 10.4(8.6) - 5.4(7.6)

인디아2)

’09 571.1 10.1(18.4) 79.7 1.6(9.2) 650.8 9.0(17.2)
’08 482.3 1.0(-3.7) 73.0 -1.6(-6.2) 555.3 0.6(-4.1)
’07 501.9 24.4(48.4) 76.0 3.2(23.1) 577.8 21.2(44.6)
’06 358.7 44.4(49.7) 57.3 14.6(21.2) 416.0 39.4(44.5)
’05 225.5 21.7(28.8) 48.3 10.9(15.6) 274.2 19.9(26.9)
평균 - 20.3(28.3) - 5.7(12.6) - 18.0(25.8)

말레이시아

’09 56.8 -1.4(-3.2) 31.6 1.3(-0.5) 88.4 -0.4(-2.3)
’08 58.7 0.0(3.8) 31.8 2.6(6.5) 90.4 0.9(4.7)
’07 56.5 0.1(7.9) 29.8 1.6(9.5) 86.3 0.6(8.5)
’06 49.3 1.6(9.6) 26.8 -0.4(3.2) 76.2 0.9(9.1)
’05 44.9 2.6(6.6) 24.9 6.7(10.0) 69.8 4.1(8.1)
평균 - 0.6(4.9) - 2.4(5.7) - 1.2(5.6)

인도네시아

’09 50.6 10.6(7.7) 22.2 3.6(0.9) 72.8 8.4(5.5)
’08 47.1 -4.4(-0.5) 22.0 -4.4(-0.5) 69.0 -4.4(-0.5)
’07 47.3 35.5(44.8) 22.1 -0.7(6.0) 69.4 21.4(29.7)
’06 28.2 10.5(32.4) 20.3 -11.1(0.5) 48.5 0.3(20.2)
’05 21.3 7.2(9.0) 19.0 4.4(15.3) 40.4 5.8(7.7)
평균 - 11.9(18.7) - -1.6(4.4) - 6.3(12.5)

태국

’09 62.1 14.9(9.4) 42.3 3.2(-1.7) 104.6 9.8(4.6)
’08 56.8 4.8(14.5) 43.2 1.3(10.7) 100.0 3.2(12.8)
’07 49.1 3.7(16.3) 38.6 3.5(16.2) 87.7 3.6(16.2)
’06 38.9 -0.6(10.5) 32.4 1.9(6.6) 71.3 0.5(11.7)
’05 35.2 8.6(13.6) 28.6 3.9(8.6) 63.8 6.4(11.3)
평균 - 6.3(12.9) - 2.8(8.1) - 4.7(11.3)

베트남

’09 6.7 8.6(6.2) 7.7 17.0(14.5) 14.4 12.9(10.5)
’08 6.3 -11.3(7.9) 6.7 8.3(31.7) 13.0 -2.2(19.0)
’07 5.9 2.3(10.2) 5.1 18.1(27.3) 11.0 9.2(17.7)
’06 5.2 -4.1(2.1) 4.2 11.7(20.0) 9.4 2.4(9.0)
’05 5.1 -2.8(4.5) 3.5 8.3(17.3) 8.6 1.5(9.1)
평균 - -1.5(6.2) - 12.7(22.2) - 4.8(13.1)

<표 Ⅱ-2>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성장률1)

(단위: 억 USD, %)

주: 1) Calendar Year 2009년 실적임. 
2) Financial Year 2009~10년 실적임.
3) 괄호 안은 명목성장률임.

자료: Swiss Re(각 연도),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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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는 2003년 보유한 모든 지분을 4개의 자회사들에게 이양을 완료하였다. 4

개의 자회사들은 정부소유이지만 국영손해보험회사(GIC)로부터 독립적으로 운

영되게 되었고, 국영손해보험회사(GIC)는 재보험에 집중하게 되었다.3)

국영손해보험회사(GIC)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민

영보험회사들은 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와 데이터의 부족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태국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신상품의 출

시, 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외에도 자동차산업의 빠

른 성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보험

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산업경제청

(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은 향후에도 자동차산업이 가장 빨리 성장할 산

업 중의 하나로 예측하고 있어, 이러한 손해보험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

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음(-)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09년 3.6%의 실질성장을 

달성하였다. 위기극복 면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의 손해보험산

업은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성장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방카슈랑

스 판매채널의 증가이다. 2003년 방카슈랑스를 허용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손해보험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잠재성장성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성장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구와 면

3) 정부 소유인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GIC Re)은 2000년 이후 GIC로부터 독립하여 

professional reinsurer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공적인 재보험회사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모든 공사보험회사는 원수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재보험료를 GIC Re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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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클수록 성장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제

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당 수입보험

료인 보험밀도와 소득에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침투도가 낮은 수준

에 있으나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면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인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잠

재시장성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표 Ⅱ-3> 참조). 그러나 인디아와 인도네시

아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 경제단위로 보

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디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7.2%, 도로포장률은 47.0%, 인도네시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11.1%, 도로포장

률은 55.0%에 불과해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표 Ⅱ-4> 참조). 이러한 내용이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4)에 반영되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의 기업환경이 우리나라의 15위에 훨씬 

못 미치는 135위(인디아)와 115위(인도네시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나라들은 특정 전략지역 혹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시장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국은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각각 1.5배, 1.8배가량 큼에도 불구하

고 GDP도 우리나라의 35% 수준이어서 잠재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진출

의 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0.0%, 도로포장률은 

99.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

4) ①창업(starting a business), ②건축 관련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③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④자금조달의 용이성(Getting Credit), ⑤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⑥세금납부(Paying Taxes), ⑦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⑧채권회수절차(Enforcing Contracts), ⑨퇴출절차(Closing a Business). 이상 
9가지의 세부항목에 대한 백분위 순위를 기반으로 산술평균을 산출한 후 높은 순서
대로 1부터 183까지 순위를 부여한 지수이다.



28 조사보고서 2011-5

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환경지수는 16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진입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국가 인구(백만 명) 면적(km2) GDP(USD, bn) 기업환경지수

한국 48.7 221,336 882 15

인디아 1,198.0 3,287,590 1,255 135

말레이시아 27.5 329,750 199 23

인도네시아 230.0 1,919,440 541 115

태국 67.8 514,000 264 16

베트남 88.1 329,560 92 88

<표 Ⅱ-3> 2009년 아세안 주요국의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자료: 1) Swiss Re, Sigma No. 3/2010.
      2)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2010｣.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나 국토 면적이 커서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DP가 우리나라의 10.4% 수준에 불과하고 기업환경지수가 

88위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성장성과 기업환경개선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1.0% 정도로 이 지표로 볼 때 상호교

류가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와 GDP 기준으로 볼 때 잠재성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55.7%, 도로포장률은 78.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환경지수는 23위를 

기록하여 기업환경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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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종교
힌두/
이슬람

이슬람/
불교/힌두교

이슬람 불교 불교 

정치형태 연방공화 입헌군주 공화 입헌군주 독재

기대수명(세) 64.9 74.6 68.5 70.5 72.4

가구당 인구수(명) 5.3 4.4 3.5 3.6 2.5

인구 증가율(연평균, %) 1.3 1.7 1.2 0.7 1.2

여성 1인당 출산자녀 수(명) 2.7 2.6 2.2 1.8 2.1

5세 미만 사망자 수(1,000명당, 명) 72.0 11.0 31.0 7.0 15.0

1차 교육이수율(%) 84.0 98.0 105.0 101.0 96.0

1, 2차 교육 받는 학생 중 
남성 대비 여성비율(%)

91.0 104.0 98.0 104.0 93.0

농경지율 (국토대비, %) 60.6 24.0 26.4 36.4 30.9

도시인구율(%) 29.2 62.1 50.3 32.9 27.5

상수로 보급률(%) 82.0 98.0 77.0 97.0 77.0

도시하수도 보급률(%) 49.0 95.0 69.0 94.0 78.0

연간 GDP 성장률(%) 9.1 6.3 6.3 4.9 8.5

연간 인플레이션률(%) 4.9 5.2 11.3 3.4 8.2

GDP 대비 농업부가가치율(%) 18.0 10.0 14.0 12.0 20.0

GDP 대비 공업부가가치율(%) 30.0 48.0 47.0 46.0 42.0

GDP 대비 서비스업부가가치율(%) 52.0 42.0 39.0 43.0 38.0

총수출 대비 GDP 비율(%) 21.0 110.0 29.0 76.0 77.0

총수입 대비 GDP 비율(%) 25.0 90.0 25.0 68.0 90.0

이동통신 가입률(%) 21.0 88.0 41.0 118.0 28.0

인터넷이용자 비율(%) 7.2 55.7 11.1 20.0 21.0

도로포장률(%) 47.0 78.0 55.0 99.0 n.a.

첨단제품수출 비중 5.0 52.0 11.0 n.a. n.a.

GDP(십억 달러) 1176.9 186.7 431.9 236.6 68.6

인구(백만 명) 1124.8 26.0 225.6 67.0 85.2

2009년 연소득 10만 달러
인구 수(천 명)

357 97 224 89 41

<표 Ⅱ-4> 아세안 주요국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주: 대부분 2007년 기준임.
자료: 복득규 et al.(2010)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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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밀도 및 침투도

보험밀도 및 침투도는 보험산업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중의 하나이고, 

보험밀도 및 침투도의 증가율은 보험산업의 잠재성장성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가) 보험산업 발전수준

아세안 주요국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발전수준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2009년 생명보험밀도는 말레이시아가 206.9 USD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

준이지만 우리나라의 1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침투도는 인디아가 4.6%로 

나타나 우리나라(6.5%) 다음으로 높지만 우리나라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표 Ⅱ-5> 참조). 

2009년 손해보험밀도는 말레이시아가 115 USD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

준이지만 우리나라의 1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침투도는 태국과 말레이시

아가 1.6%로 나타나 우리나라(3.9%) 다음으로 높지만 우리나라의 41.0%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보험밀도 및 침투도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성장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잠재성장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수준의 평가와 병행해서 두 지표의 증가율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장률이 높다면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보험산업 잠재성장성 

① 생명보험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의 보험밀도는 인디아(30.2%), 인도네시아

(25.4%), 태국(13.8%), 베트남(10.0%)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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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Ⅱ-1> 참조).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침투도는 인디아(18.7%), 인도네시아(6.3%), 

태국(5.2%)이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경제규모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진입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Ⅱ-2>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생명보험산업은 인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현재의 

산업발전 수준은 낮지만 보험의 진입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

최근 5년간 연평균 손해보험밀도 증가율은 태국(18.3%), 베트남(16.6%), 인

도네시아(13.0%), 인디아(11.4%)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 손해보험의 저

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태국은 보험밀도가 우리나라의 9%, 다른 두 국가는 1%를 밑도는 수

준에 있는 반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Ⅱ-3> 참조). 

손해보험침투도 증가율은 베트남(4.6%)이 우리나라(6.3%)와 함께 양(+)의 성

장을 달성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음(-)의 성장을 기록하여 해당나라에서 손해보

험산업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GDP)의 정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최근 2년간 양(+)의 성장을 보

이고 있어 잠재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Ⅱ-4>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대상국의 손해보험산업은 보험밀도의 증가율은 높은 반면 

보험침투도 증가율은 베트남을 제외하고 음(-)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므로 저변

확대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변확대 속도가 빠르게 나타

나고 경제성장의 정도보다도 보험료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진

입매력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국가는 태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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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한국

’09 1,180.6(-5.4) 6.50(-9.8) 709.7(14.7) 3.90(8.9) 1,890.3(1.3) 10.40(-3.6)

’08 1,247.6(-24.5) 7.21(-11.5) 618.8(-14.0) 3.58(0.8) 1,866.5(-21.3) 10.79(-7.8)

’07 1,652.3(15.3) 8.15(5.8) 719.3(15.8) 3.55(6.9) 2,371.6(15.1) 11.70(6.2)

’06 1,433.5(14.8) 7.70(2.3) 621.1(22.6) 3.32(8.5) 2,059.7(17.4) 11.02(4.1)

’05 1,248.2(-) 7.53(-) 506.8(-) 3.06(-) 1,755.0(-) 10.59(-)

평균 0.1 -3.3 9.8 6.3 3.1 -0.3

인디아

’09 47.7(15.8) 4.60(15.0) 6.7(8.1) 0.60(0.0) 54.3(14.6) 5.20(13.0)

’08 41.2(2.0) 4.00(0.0) 6.2(0.0) 0.60(0.0) 47.4(1.7) 4.60(-2.1)

’07 40.4(21.7) 4.00(-2.4) 6.2(19.2) 0.60(0.0) 46.6(21.4) 4.70(-2.1)

’06 33.2(81.4) 4.10(62.1) 5.2(18.2) 0.60(-1.6) 38.4(69.2) 4.80(52.9)

’05 18.3(-) 2.53(-) 4.4(-) 0.61(-) 22.7(-) 3.14(-)

평균 30.2 18.7 11.4 -0.4 26.7 15.4

말레이
시아

’09 206.9(-4.7) 2.9(3.6) 115.0(-2.1) 1.60(5.3) 321.8(-3.8) 4.4(1.9)

’08 217.2(3.6) 2.80(-3.8) 117.5(6.2) 1.52(-0.7) 334.6(4.5) 4.32(-2.7)

’07 209.7(11.0) 2.91(-9.1) 110.6(7.6) 1.53(-12.1) 320.3(9.7) 4.44(-10.1)

’06 189.0(6.8) 3.20(-3.9) 102.8(4.6) 1.74(-5.9) 291.9(6.0) 4.94(-4.4)

’05 177.0(-) 3.33(-) 98.3(-) 1.85(-) 275.3(-) 5.17(-)

평균 4.1 -3.3 4.1 -3.4 4.1 -3.9

인도네
시아

’09 22.0(6.3) 0.90(-2.2) 9.6(-45.8) 0.40(-7.0) 31.7(4.3) 1.30(-3.0)

’08 20.7(1.5) 0.92(-15.6) 17.7(86.3) 0.43(-15.7) 30.4(1.3) 1.34(-16.3)

’07 20.4(65.9) 1.09(41.6) 9.5(6.7) 0.51(-8.9) 30.0(41.5) 1.60(20.3)

’06 12.3(28.1) 0.77(1.3) 8.9(4.7) 0.56(-17.6) 21.2(17.1) 1.33(-7.0)

’05 9.6(-) 0.76(-) 8.5(-) 0.68(-) 18.1(-) 1.43(-)

평균 25.4 6.3 13.0 -12.3 16.1 -1.5

태국

’09 91.7(10.0) 2.40(16.5) 62.7(-42.6) 1.6(2.6) 154.4(5.2) 4.0(10.5)

’08 83.4(17.8) 2.06(12.0) 109.3(85.6) 1.56(2.0) 146.8(13.2) 3.62(7.4)

’07 70.8(15.5) 1.84(-2.1) 58.9(15.3) 1.53(-2.5) 129.7(15.5) 3.37(-2.3)

’06 61.3(12.1) 1.88(-5.5) 51.1(14.8) 1.57(-3.1) 112.3(13.1) 3.45(-4.4)

’05 54.7(-) 1.99(-) 44.5(-) 1.62(-) 99.3(-) 3.61(-)

평균 13.8 5.2 18.3 -0.3 11.7 2.8

베트남

’09 8.7(19.2) 0.70(0.0) 7.6(-1.3) 0.80(8.1) 16.4(9.3) 1.60(11.1)

’08 7.3(12.3) 0.70(-12.5) 7.7(30.5) 0.74(1.4) 15.0(21.0) 1.44(-5.9)

’07 6.5(8.3) 0.80(-5.9) 5.9(20.4) 0.73(5.8) 12.4(13.8) 1.53(-0.6)

’06 6.0(0.0) 0.85(-11.5) 4.9(16.7) 0.69(3.0) 10.9(6.9) 1.54(-5.5)

’05 6.0(-) 0.96(-) 4.2(-) 0.67(-) 10.2(-) 1.63(-)

평균 10.0 -7.5 16.6 4.6 12.7 -0.2

<표 Ⅱ-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

주: 1) 밀도=수입보험료/총인구, 침투도=수입보험료/GDP
     2) 괄호 안은 증가율이고, 평균은 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Swiss Re(각 연도),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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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1> 생명보험밀도 추이         <그림 Ⅱ-2> 생명보험침투도 추이

       <그림 Ⅱ-3> 손해보험밀도 추이         <그림 Ⅱ-4> 손해보험침투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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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성 프로파일

가. 인디아

인디아 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 20.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는 성장세가 뒤

쳐져 있고 최근 2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인디아의 생명보험밀도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30.2%의 증

가율을 보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저변이 빠

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 침투도는 인디아가 18.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규모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진입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은 

음(-)의 성장을 기록하여 손해보험의 성장이 경제성장(GDP)의 정도를 따라가지

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디아 생명보험시장의 진입 매력도는 높은 반면, 손해보험

의 매력도는 생명보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보험은 종목별 분

석을 통하여 성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존재하고 기업환경지수가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 본다. 

1) 생명보험 성장성

가) 공·사 생명보험 성장성

인디아의 생명보험시장이 진입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구체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디아에는 정부소유 생명보험회사(LIC: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와 민영생명보험회사가 있다. 1999년 민영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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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영업이 허용된 이후에 정부소유 생명보험회사(LIC)5)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민영생명보험회사들이 잠식해가고 있다. 2009년 민영생명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전체의 29.1%이지만 신계약(new business production)은 

38.9%를 점유하여 급속도로 생명보험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Ⅱ-6> 참조). 민영생명보험시장의 진출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수입보험료 초회보험료

INR USD % INR USD %

LIC 1,572.9 32.49 70.9 531.79 10.98 61.1

민영보험회사 645.0 13.32 29.1 338.27 6.99 38.9

합계 2,217.9 45.82 100.0 870.06 17.97 100.0

<표 Ⅱ-6> 2009년 공·사 생명보험시장점유율
(단위: USD, INR, bn)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재구성함.

나)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

인디아에서 자산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국영생명보험회사(LIC)이다. 다음으

로 민영생명보험회사인 ICICI Prudential Life가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

다. 자산규모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모든 보험회사가 자산을 급속도로 증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 전년 대비 자산증가율이 국영생명보험회사

(LIC)의 경우는 8.3%에 그쳤지만 ICICI Prudential Life는 16.8%에 이른다. 나머

지 회사는 자산 증가율이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Ⅱ-7> 참조). 민영생명보험시장의 진출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한편, 2010년 8월 국영생명보험회사(LIC)에 따르면 2009~10년 초회보험료 실적은 
14.77bn USD(INR 708.91bn)로 전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총보험료는 전년도의 
32.49bn USD(INR 1,572.88bn)로부터 38.75bn USD(INR 1,860bn)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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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06 2007 2008 2009
2009
증가율

합계
INR 5,602,618 6,789,993 8,776,787 9,761,379 11.2

USD 123,928 150,193 194,140 215,919 -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LIC) 5,313,903 6,259,569 7,769,049 8,412,729 8.3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95,685 172,926 313,338 366,050 16.8

Bajaj Allianz Life Insurance Company 35,430  67,632 136,287  175,788 29.0

SBI Life Insurance Company 20,987 46,330 100,099 140,247 40.1

HDFC Standard Life Insurance Company 29,991 54,419  97,522 117,130 20.1

Reliance Life Insurance Company 6,346 17,207 50,358 86,196 71.1

Birla Sun Life Insurance Company  28,384 44,335 77,850 107,254 37.8

Max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13,130 23,179 43,199 67,935 57.3

Tata AIG Life Insurance Company 14,888 25,327 44,645 61,871 38.6

Kotak Mahindra Old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13,025 20,660 33,777 43,041 27.4

Aviva Life Insurance Company India 11,452 21,367 35,612 50,222 41.0

Bharti AXA Life Insurance Company 98 1,942 5,394 10,745 99.2

Future Generali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 - 1,858 6,195 233.4

IDBI Fortis Life Insurance - - 2,105 7,515 257.0

ING Vysya Life Insurance Company 10,899 17,943 28,779 36,969 28.5

MetLife India Insurance Company 5,214 12,227 27,181  44,451 63.5

Shriram Life Insurance Company 1,274 2,592 5,423 7,421 36.8

Canara HSBC Oriental bank of 
Commerce Life Insurance Company

- - - 7,701 -

AEGON Religare Life Insurance
Company

- - - 3,206 -

DLF Pramerica Life Insurance - - - 1,397 -

Star Union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

- - - 1,893 -

Sahara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1,912 2,338 4,311 5,423 25.8

IndiaFirst Life Insurance Company - - - - -

<표 Ⅱ-7> 인디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 
 (단위: USD, INR mn, %)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http://www.irda.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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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 성장성

가) 보험종목별 성장성

인디아의 손해보험시장 진출매력도는 침투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음(-)의 침투

도 성장을 보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종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민영의료보험시장은 진출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보험종목은 2008~09년 43.94%의 시장점유율

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다(<표Ⅱ-8> 참조). 자동차보험은 2009~10년 

12.83%(2008~09년: 5.13%)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2008~09년 20.0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다. 의

료보험은 2009~10년 20.09%가 성장하여 손해보험에서 시장점유율이 21.12%로 

상승하였다.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어 진입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Ⅱ-8> 인디아 손해보험의 종목별 시장점유율

종목 2008~09 2009~10

화재 11.14 11.18

해상 6.44 6.26

자동차 43.94 43.46

의료 20.06 21.12

기타 18.41 17.98

계 100.00 100.00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재구성함.6)

6)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http://www.irda.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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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회사의 자산현황

인디아의 손해보험산업은 실질적으로 음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수입보

험료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자산의 경우도 2007년에 4.3%의 성장에 

그쳐 실질적으로 음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표 Ⅱ-9> 참조). 인디아에서 손해보

험 산업은 성장이 주춤하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분 2005~06 2006~07 증가율(%)

투자 570 587 3.0

대출  23 21 - 8.7

고정자산 5 6 20.0

Deferred tax assets 8 6 -25.0

현금 및 은행잔고 65 76 17.0

Advances and other assets 65 72 10.8

총자산(INR, bn) 736 767 4.3

총자산(USD, bn) 16.24 16.95       -

<표 Ⅱ-9> 손해보험회사의 자산현황

자료: IRDA Annual Report(2008).

3) 집중도

국영생명보험회사(LIC)를 포함한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9년의 경우 

상위 5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산업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영보험회사의 진입과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표 Ⅱ-10> 참조). 민영생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국영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한 손해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7년의 경우 상위 5

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77.2%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산업의 구조를 보이고 있

다. 민영화의 영향 등으로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표 Ⅱ-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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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상위 5개사(%) 92 95 94 91 88

상위 10개사(%) 98 99 98 98 97

<표 Ⅱ-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를 재구성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상위 5개사(%) 89.4 84.4 79.9 81.4 77.2

상위 10개사(%) 98.5 96.3 95.2 95.3 98.0

<표 Ⅱ-11>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를 재구성함.

나. 말레이시아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의 연평균 생명보험 침투도는 앞의 <표Ⅱ-5>에서 꾸준

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9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경제규모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다가 2009년에 반전이 일

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보아도 공통적으로 관

측되는 현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비중이 어떻

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생명보험 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5

년간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

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2008년까지는 연 평균 7%대의 성

장을 하였다. 따라서 1인당 보험료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약간 낮은 1인당 보험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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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5년간 보험시장의 규모나 성장률로만 평가한 말레이

시아 보험시장 진입 매력도는 다른 아세안 비교대상국에 비해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수입보험료 규모로 본 산업의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존재하고 다른 문화에 수용도가 높아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특히 이슬람 금융

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면에서 진입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1) 생명보험 성장성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은 2008년까지 꾸준히 신계약건수가 증가하여 158

만 건을 넘어섰으나 2009년 들어 계약건수가 감소하여 140만 건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계약 연납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2009년

에 급증하여 9억 달러(32억 린깃)를 넘었으나, 신계약 일시납보험료는 2007년까

지 증가하여 14억 달러(52억 린깃)를 넘어선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13억 

린깃(43억 린깃)에 그치고 있다. 연납과 일시납을 더하여 계산된 총보험료는 

2008년에 일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연납보험료의 급증에 힘입어 증가하

여 22억 달러(75억 린깃)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계약의 경우 계약건수 및 보험료가 모두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185만 건에 51억 달러(173억 린깃)를 넘어섰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말레이

시아 생명보험시장에서 일시납 신계약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연납 신계약과 유지계약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영향

을 크게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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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약건수 보험금액
보험료 

연납보험료 일시납보험료 총보험료

2005
1,365,037

(-)
47,672.8 

(-)
550.4 

(-)
1,213.2 

(-)
1,763.5 

(-)

2006
1,303,727

(-4.5)
49,319.2 

(3.5)
570.1 
(3.6)

1,319.6 
(8.8)

1,889.6 
(7.2)

2007
1,337,514

(2.6)
50,426.7 

(2.2)
645.9 
(13.3)

1,421.4 
(7.7)

2,067.3 
(9.4)

2008
1,585,846

(18.6)
63,682.2 

(26.3)
738.3 
(14.3)

1,364.9 
(-4.0)

2,103.1 
(1.7)

2009
1,403,562

(-11.5)
69,874.3 

(9.7)
954.7 
(29.3)

1,278.0 
(-6.4)

2,232.8 
(6.2)

<표 Ⅱ-12> 생명보험 신계약 내역
   (단위: %, 건, 백만 달러)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연도 계약건수 보험금액 연납보험료

2005
10,144,771

(-)
169,551

(-)
3,239

(-)

2006
10,534,525

(3.8)
248,787

(46.7)
3,516
(8.6)

2007
10,909,842

(3.6)
196,915
(-20.8)

3,962
(12.7)

2008
11,522,202

(5.6)
224,208

(13.9)
4,490

(13.3)

2009
11,850,981

(2.9)
242,784

(8.3)
5,154

(14.8)

<표 Ⅱ-13> 생명보험 유지계약 내역
(단위: %, 건, 백만 달러)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2) 손해보험 성장성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원수손해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9년 수입보험

료가 27억 달러(93억 린깃)를 상회하고 있지만, 각 보험종목별로 보면 원수보험

료 기준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증가하

고 있는 반면,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기술 및 종합보험, 산재보험 등은 2008년

까지 성장하다가 2009년에 와서 다소 감소하여 종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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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재보험의 경우 해상 및 운송, 기술 및 종합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2009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은 재보험료가 

2009년에 소폭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재보험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09년도 재보험료 수입은 3억 4500만 달러(11억 6420 린깃)에 이르렀다. 사업

비를 제외한 순보험료 규모도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며 순보험료는 2009년에 2

억 8700만 달러(9억 6800만 린깃)를 상회하였다. 

전체적인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

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말

레이시아 보험시장이 외부 경제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Ⅱ-14> 손해보험 종목별 순보험료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01.8 1,987.5 2,049.0 2,230.7 2,611.4 2,775.3 

(-) (26.3) (3.1) (8.9) (17.1) (6.3)

해상항공운송
24.3 90.1  95.3  109.8  128.0  115.2  

(-) (18.1) (5.8) (15.2) (16.6) (-10.0)

화재
78.5 319.4 331.1 359.5 410.1 419.9 

(-) (20.4) (3.7) (8.6) (14.1) (2.4)

자동차 전체
205.8 1,137.3  1,135.1  1,196.8  1,405.5  1,541.8  

(-) (30.2) (-0.2) (5.4) (17.4) (9.7)

자동차 책임
46.1 130.4 127.6 143.5 169.1 171.8 

(-) (12.2) (-2.2) (12.5) (17.8) (1.6)

자동차기타 
159.7 1,006.8 1,007.5 1,053.3 1,236.4 1,370.0 

(-) (35.4) (0.1) (4.5) (17.4) (10.8)

기술 및 종합
 n.a. 53.7  50.8  58.7  66.3  67.4  

(-) (-) (-5.3) (15.6) (12.9) (1.6)

건강 및 상해
 n.a. 228.5 267.7 302.6 374.8 407.4 

(-) (-) (17.1) (13.0) (23.9) (8.7)

배상책임
n.a. 37.8 40.2 47.8 53.0 56.5 

(-) (-) (6.5) (18.9) (10.8) (6.6)

산재
 n.a. 30.7 33.4 37.7 41.5 42.0 

(-) (-) (8.7) (13.0) (9.8) (1.4)

기타
93.2 90.1 95.4 117.8 132.3 125.1 

(-) (-) (5.9) (23.5) (12.3) (-5.5)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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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손해보험 재보험산업 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해상/항공/운송 
26.4 31.3 38.2 44.4 50.5 

(-) (18.5)    (22.0) (16.2) (13.7)

기술/종합
27.2 25.8 28.9 37.8 39.4 

(-) (-5.0) (11.8) (30.9) (4.2)

화재
91.7 92.2 110.5 128.7 124.7 

(-) (0.6) (19.8) (16.4) (-3.1)

건강/상해
14.5 16.3 16.3 21.9 24.2 

(-) (12.3) (0.1) (34.2) (10.9)

운송

사고
5.7 3.4 5.6 6.7 7.2 
(-) (-40.3) (66.2) (20.2) (6.9)

기타
41.6 58.3 54.1 62.2 66.2 

(-) (40.0) (-7.2) (14.9) (6.5)

합계
47.3 61.6 59.7 68.9 73.4 

(-) (30.4) (-3.1) (15.4) (6.5)

배상
6.0 5.3 5.9 11.7 10.3 
(-) (-12.5) (11.6) (99.5) (-11.9)

산재
1.4 1.7 2.0 2.3 2.6 
(-) (23.0) (17.6) (12.5) (12.5)

기타 
13.0 15.2 16.3 19.9 20.4 

(-) (16.5) (7.6) (21.8) (2.5)

합계
227.5 249.5 280.8 335.5 345.5 

(-) (9.7) (12.6) (19.5) (3.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 11.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인디아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손해보험은 최근 

5년간 성장률의 평균이 -1.64%를 기록하며 조사대상국 중 가장 침체되어 왔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밀도의 최근 5년간 평균은 25.4달러로 인디아, 말레이시

아, 태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5.4%의 증가율을 

보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인디아 다음으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 침투도는 인도네시아가 6.3%의 증가율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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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국 중 인디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의 증가율

은 -12.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로서 진입매력도

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생

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진입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생명보험 성장성 

가) 생명보험 성장성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의 잠재성 및 진입매력도의 상대적 우수성은 인도

네시아에서 보험업을 취급하는 해외합작회사의 높은 활동성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45개

사이고, 이 중 18개사가 해외합작회사인데, 그 중 해외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0.1%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약 2.1%p 증가한 

것으로서 해외합작회사의 진출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순위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2008)

IDR USD

해외합작회사 25,226.0(50.1)2) 25.4

국내회사          25144.0(49.9) 25.2

합계          50,370(100.0) 50.6

<표 Ⅱ-16> 인도네시아 2008년 국내·해외합작회사 생명보험시장점유율
(단위: 십 억 IDR, USD, %)

주: 1) 순위는 2008년 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설정임.
      2) 괄호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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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현황

인도네시아의 국내회사 및 해외합작회사의 자산보유현황은 <표 Ⅱ-17>과 같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외합작회사의 총자산은 54조 2,573억 루피아(56억 달러)

이며, 총자산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과 비교하면 해외합작회사의 자

산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회사보다 더 큰 자산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

국내회사
2.8

(58.9)
11.1

4.2

(50.5)
29.8

5.2

(47.2)
34.5

5.0

(47.0)
-0.2

해외합작회사
2.4

(46.1)
18.2

4.1

(49.5)
48.9

5.8

(52.7)
53.2

5.6

(52.9)
 0.7

총자산
5.2

(100.0)
14.2

8.3

(100.0)
38.6

11.0

(100.0)
43.8

10.6

(100.0)
 0.3

<표 Ⅱ-17>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자산현황(생명보험)  
(단위: 십억 달러, %)

주: 괄호 안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

또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해외합작회사의 자산보유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합작회사의 성장률이 국내회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17> 참조). 해외합작회사의 진출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투자 현황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외합작회사의 투자비중은 54.7%로서 국내 회사보다 

약 9.5%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Ⅱ-18> 참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합작회사가 국내회사보다 투자비중이 높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국내회사 및 해외합작회사의 

투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증가율은 해외합작회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합작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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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투자 증가율 투자 증가율 투자 증가율 투자 증가율

국내회사
2.1

(45.8)
16.0

3.4
(46.8)

40.1
4.4

(44.8)
41.2

4.2
(45.3)

-0.1

외자합작회사
2.5

(54.2)
33.4

3.9
(53.2)

34.6
5.5

(55.2)
53.0

5.1
(54.7)

-2.0

총투자
4.6

(100.0)
24.8

7.3
(100.0)

37.1
9.9

(100.0)
47.5

9.3
(100.0)

-1.1

<표 Ⅱ-18>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투자현황(생명보험) 
(단위: 십억 달러, %)

주: 괄호 안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

2) 손해보험 성장성

가) 보험종목별 성장성

인도네시아의 낮은 보험침투도로 미루어보면 손해보험시장의 진출매력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손해보험에서 보험료규모가 가장 큰 보험종목은 2008년 33.6%

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재물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이 30.1%로서 그 뒤를 

잇고 있다(<표 Ⅱ-19> 참조). 

종목별 시장점유율의 분포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신용보

험의 연평균 성장률이 34.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신용보험의 진출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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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2005 2006 2007 2008

IDR USD IDR USD IDR USD IDR USD

재물
5,410.4
(36.1)

0.5
5,377.5
(34.7)

0.6
6,787.3
(38.5)

0.7
7,388.6
(33.6)

0.8

기술
617.7
(4.1)

0.1
587.6
(3.8)

0.7
608.7
(3.5)

0.1
864.6
(3.9)

0.1

자동차
4,625.0
(30.8)

0.5
5,062.0
(32.6)

0.6
5,397.2
(30.6)

0.6
6,630.0
(30.1)

0.7

책임
306.4
(2.0)

0.1
317.6
(2.0)

0.1
297.8
(1.7)

0.1
326.9
(1.5)

0.1

신용
324.0
(2.2)

0.1
418.4
(2.7)

0.1
518.9
(2.9)

0.1
781.1
(3.5)

0.1

해상 및 
운송

3,402.7
(22.7)

0.3
3,616.9
(23.3)

0.4
3,554.0
(20.1)

0.4
4,331.8
(19.7)

0.4

기타 
318.8
(2.1)

0.1
125.5
(0.8)

0.1
478.2
(2.7)

0.1
1,684.8

(7.7)
0.2

전체
15,005.0
(100.0)

1.5
15,505.5
(100.0)

1.8
17,642.1
(100.0)

1.9
22,007.8
(100.0)

2.3

<표 Ⅱ-19> 인도네시아 보험종목별 손해보험료 현황
  (단위: 십 억 USD, IDR, %)

주: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Axco(2010), p. 170.

나) 자산현황

인도네시아의 2009년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33.6% 증가한 136조 7,860억 루피아(13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손해보험의 총

자산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38조 1,288억 루피아(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자산비중의 추이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의 자산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손해보험의 자산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진출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최근 5년간 총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4.1%이며, 이 중 생명보험이 

26.2%, 손해보험이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높아서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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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생명보험 5.4(72.0) 8.3(74.8) 11.0(78.0) 10.6(75.7) 13.0(78.3) 26.2

손해보험 2.1(28.0) 2.8(25.2) 3.1(22.0) 3.4(24.3) 3.6(21.7) 15.7

계 7.5(100.0) 11.1(100.0) 14.1(100.0) 14.0(100.0) 16.6(100.0) 24.1

<표 Ⅱ-20> 인도네시아 생명·손해보험 자산현황
(단위: 십억 달러, %)

주: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Laporan Tahunan 2009 Annual Report.

3) 집중도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8년의 경우 상위 10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7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집중도 추이도 

큰 변화가 없는데, 해외합작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생명보험시장에서 해외합작

회사의 높은 활동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생명보험시

장의 진입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7년의 경우 상위 10개사가 총수입보험료

의 56.4%를 차지하는 등 집중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시장

의 집중성은 생명보험시장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대한 자

본력과 정보기술력을 가진 해외합작회사보다는 국내회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손해보험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위 5개사(%) 53.4 48.4 52.5 47.4 48.6

상위 10개사(%) 73.9 70.5 71.5 72.6 71.7

<표 Ⅱ-21>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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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상위 5개사(%) 40.3 39.3 40.1 40.9 40.0

상위 10개사(%) 59.3 55.5 56.8 57.1 56.4

<표 Ⅱ-2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라. 태국

태국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보험시

장도 규모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는 물론이고, 2009년 4월과 2010년 4월의 소요사태 및 그로 인한 경기회복의 지

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보험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회복,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

시, 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 보험료 수입과세의 경감액 증가 등에 기인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생명·손해보험시장 모두 태국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보

험부문의 개혁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10% 이

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

최근 5개년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6.3%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의 측면에서도 최근 5개년 평균이 각각 11.7%와 2.8% 증가하여 생

명보험산업이 태국 내에서 그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시장진입의 매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개년 태국 손해보험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2.8%로 생명보험보다는 낮

은 성장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어느 한 해도 음(-)을 기록하지 않는 꾸준한 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침투도의 평

균 증가율이 -0.3%로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2개년 동안 각각 2.0%

와 2.6%의 증가율을 시현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7) Asia Insurance Review(2010)(http://www.asiainsuranc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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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 성장성

구분
2009 2008

Baht USD 비중 Baht USD 비중

개인 생명보험 214,234,019 6,391,840 82.9% 184,330,495 5,254,216 83.2%

주계약 180,213,730 5,376,818 69.7% 152,852,975 4,356,970 69.0%

상해특약 7,002,663 208,930 2.7% 6,858,793 195,505 3.1%

의료보험특약 21,407,671 638,715 8.3% 19,486,482 555,449 8.8%

기타특약 5,609,955 167,377 2.2% 5,132,245 146,291 2.3%

노동자 생명보험 9,067,343 270,531 3.5% 9,104,360 259,514 4.1%

주계약 9,053,439 270,116 3.5% 9,094,223 259,225 4.1%

특약 13,904 415 0.0% 10,137 289 0.0%

단체 생명보험 30,982,565 924,389 12.0% 24,036,752 685,151 10.8%

주계약 24,900,304 742,920 9.6% 18,260,106 520,492 8.2%

상해특약 1,208,726 36,063 0.5% 1,587,740 45,257 0.7%

의료보험특약 4,848,620 144,662 1.9% 4,161,101 118,609 1.9%

기타특약 24,915 743 0.0% 27,805 793 0.0%

개인 상해보험 4,248,599 126,760 1.6% 4,126,567 117,625 1.9%

계 258,532,526 7,713,521 100.0% 221,598,174 6,316,506 100.0%

<표 Ⅱ-23> 태국 생명보험 종목별 실적
(단위: 1,000 Baht/USD)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최

근 5개년 동안 규모면에서 76.4%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32번째로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생명보험 종목별로 살펴볼 경우, 2009년도에 개인생명보험(ordinary life)의 

실적은 2,142억 바트(64억 달러)로 전체 생명보험의 약 83%를 차지하였고, 단체

보험은 310억 바트(9.24억 달러)로 약 1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개인상해보험

과 노동자생명보험(industrial life)이 각각 42억 바트(1.27억 달러)와 91억 바트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상해 및 의료보험 담보(주계약 및 특약 합산)

는 총 387억 바트(11.55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15.0%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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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보험시장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

하여 최근 5년 동안 두 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태국 생명보험시장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개인보험은 단체보험의 절반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개인

상해보험은 정체상태를 답보하고 있다. 상해와 후유장해특약을 첨부한 단체정

기보험은 피고용자에게 가장 보편적인 보험급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용주들

에 의한 개인의료보험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보험마스터플랜(National Insurance Masterplan)에 의해 정하여

진 목표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률 추정치가 태국생명보험협회에 의해 예

측․제시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실적치는 목표치보다 각각 2.1%와 8.3% 

가 초과 달성되었다. 향후 전망치도 마스터플랜상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도 태국 바트(THB bn) 미국 달러(USD bn)

2011 288.9 8.9

2010 262.6 8.1

2009 238.7 7.4

2008 217.0 6.7

<표 Ⅱ-24> 보험마스터플랜상의 태국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자료: TLAA(태국생명보험협회).

2) 손해보험 성장성

태국의 손해보험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

였으며, 보험회사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1998년과 1999년의 2년 

동안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전의 폐쇄된 산업의 개혁이 앞당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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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도 이후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

를 이어갔다.

2009년 손해보험실적을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59.5%로 손해

보험 수입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상해·의료보험

(12.6%), 화재보험(7.1%), 재산종합보험(6.3%), 해상보험(3.3%)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2009 2008

Baht USD 비중 Baht USD 비중

화재보험 7,786,560 232,318 7.1% 7,501,472 213,824 7.1%

해상보험 3,633,838 108,418 3.3% 4,196,042 119,605 3.9%

자동차보험 65,429,545 1,952,142 59.5% 64,215,198 1,830,411 60.4%

재산종합보험 6,981,571 208,301 6.3% 5,759,788 164,179 5.4%

배상책임보험 832,369 24,834 0.8% 722,163 20,585 0.7%

기술보험 2,665,272 79,520 2.4% 2,120,473 60,443 2.0%

개인상해보험 10,363,389 309,200 9.4% 8,534,382 243,267 8.0%

의료보험 3,518,889 104,989 3.2% 2,878,430 82,048 2.7%

기타 8,829,614 263,438 8.0% 10,392,723 296,238 9.8%

계 110,041,047 3,283,161 100.0% 106,320,671 3,030,599 100.0%

<표 Ⅱ-25> 태국 손해보험 종목별 실적
(단위: 1,000 Baht/USD)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보험종목별 성장세는 화재·해상·자동차보험 등 전통적 보험종목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재·해상보험 분야는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향후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종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종합·기술·개인상해·의료보험 종목의 경우에는 10~2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향후에도 이러

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과 개인상해 등 신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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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도

태국 생명보험시장에는 25개의 생명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

의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상위 10개사의 경우에는 그 추세

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IA(American 

International Insurance)는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9% 감소하였다.8)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명
보험

상위 5개사(%) 81.09 78.57 76.42 73.38 70.52

상위 10개사(%) 95.21 99.46 93.87 93.49 93.16

손해
보험

상위 5개사(%)    35.9    37.2    36.9    37.2    39.4

상위 10개사(%)    51.4    51.6    51.2    52.9    54.8

<표 Ⅱ-26> 태국 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손해보험시장은 62개의 현지 법인, 5개의 외국 지점 및 5개의 민영의료보험

회사(현재 4개사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상위 5개사와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의 경우 큰 변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재보험사를 제외한 71개의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상위 20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79.4%에 이른다. 

태국 손해보험시장의 특징은 상당수가 중․소형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이 1%를 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난립과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8) 태국 생명보험시장에서 AIA가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3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는 타이생명(Thai Life Insurance)이 13.8%, 망타이생명(Maung Thai Life)이 9.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1위인 AIA와 타이생명과의 시장점유율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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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시장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진입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손해보험시장은 72개사가 난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구조도 매우 집중적이어서 진입매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손해보험 중 시장점유율의 가장 높은 자동차보험이나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종손해보험시장에의 진입매력도는 상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베트남

베트남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

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과의 쌍무무역협정을 비준하고 2008년 WTO 회원국

이 되면서 시장 자율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해외로부터 새로운 보험회

사들이 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들이 도입되어 베트남 보험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비합작 해외자본 보험회사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외국 보험

사에 대한 3년간의 세제혜택 등이 베트남 보험시장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보험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기준과 감

사관례(auditing practices) 등의 도입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림 Ⅱ-5> 베트남 보험회사 수 추이

 

      자료: OEC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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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의 성장성 

2008년 기준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약 39조 7천 억 VND이며, 생명보험 부

문의 총자산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다.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2005년 대비 

2008년 자산증가율은 62%로 나타났다.  

<표 Ⅱ-27> 베트남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 추이 
    (단위: 십 억 VND)

구분 2005 2006 2007 2008

생명보험 24,455 30,584 39,417 39,678

자료: AXCO(20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5년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실

질성장률도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대비 2009년 수입보험료 

실질성장률은 8.6%로 보고되었다. 생명보험 보험밀도는 5년간 1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

명보험 침투도는 5년간 -7.5%를 기록하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종목 중에서 2009년 기준으로 개인생명보험의 

약 83%를 차지하는 양로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투자연계변액보험

(Unit-linked Insurance)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투자연계

변액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베트남시장 내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를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회사(Fund Management 

Company)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투자연계변액보험은 외국자본 보험회사

인 Prudential과 Manulife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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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베트남 개인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USD, VND)

상품

2008 2009

수입보험료
(VND)

수입보험료
(USD)

수입보험료
(VND)

수입보험료
(USD)

정기보험(Term) 237,278.0 14.55 80,310.2 4.51

투자연계변액보험(Unit-Linked) 429,174.2 26.33 1,066,220.7 59.90

순수 양로보험(Pure Endowment) n.a. n.a. 10,147.0 0.57

종신보험(Whole Life) 160,494.1 9.84 159,521.0 8.96

양로보험(Endowment) 7,645,580.6 468.98 8,590,969.5 482.65

연금보험(Annuity) 46,300.2 2.84 44,702.2 2.51

Riders 338,436.4 20.76 423,451.7 23.79

계 8,857,263.3 543.3 10,375,322.3 582.9

주: AXCO(2010)에서 재인용함.
자료: AVI.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생명보험 부문에는 총 11개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9개 회사가 100% 해외지분 보험회사이다.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주요 5개사는 Prudential, Bao Viet Life, Manulife, AIA, Dai-ichi Life

인데, Bao Viet은 재무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합자회사(Joint Stock)이며 나

머지 4개사는 모두 100% 해외자본 회사이다. 2005년부터 5년간 이들의 수입보

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집중도가 점차 약화되

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명보험 상위 5개사 99.9 99.2 97.7 n.a. 94.2

자료: Association of Vietnamese Insurers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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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의 성장성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약 22조 8천 억 VND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해보

험 총자산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2005년 대비 2008년 자산증가율은 248%

로 손해보험 부문에서의 자산규모 확대가 두드러진다. 

베트남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비교적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5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12.7%, 2008년 대비 2009년 실질성장률은 17.0%로 나타났

다. 보험 밀도는 연평균 16.6%, 침투도는 4.6% 성장률을 보였다. 규모의 성장세

나 잠재력 면에서 진입의 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손해보험 상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품은 자동차보험으로 약 3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해상, 항공, 교통보험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32% 정도

를 차지한다. 또한 각각 10%와 15%에 해당하는 재산보험과 건설 및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도 경제개방 이후 경제교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품
2008 2009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재산보험(property) 1,057,020 64.8 20.7 1,191,546 66.9 45.8

건설 및 기술보험
(construction& engineering)

1,428,458 87.6 13.8 1,727,174 97.0 17.9

자동차보험(motor) 3,182,808 195.2 57.5 4,375,229 245.8 47.7

종업원 상해보험 및 고용주
배상책임
(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n.a. n.a. n.a. n.a. n.a. n.a.

책임보험(liability) 185,683 11.4 5.6 314,291 17.7 3.8

신용보증보험
(surety, bonds & credit)

28,532 1.8 0.2 7,590 0.4 0.8

기타(miscellaneous) 97,239 6.0 159.2 378,837 21.3 44.5

해상, 항공, 교통보험
(marine, aviation & transit)

3,309,750 203.0 41.6 3,688,958 207.2 33.4

계 9,289,490 569.8 n.a. 11,683,625 656.4 n.a.

<표 Ⅱ-30> 베트남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USD, VND, %) 

주: 1) AXCO(2010)에서 재인용함. 
     2)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과 의료보험 제외함.

자료: 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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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1,597,688 98 45.3 1,960,336 110.1 46.8

<표 Ⅱ-31> 베트남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USD, VND, %) 

주: 1) AXCO(2010)에서 재인용함. 
     2) 생명보험부문에서 ‘특약으로 판매되는 부분’은 제외함.

자료: AVI.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손해보험 부문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27개 회사

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5개 회사는 점유율 순서대로 

Bao Viet, PVI insurance, Bao Minh, PJICO, PTI이다. <표 Ⅱ-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 산업의 집중

도도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사실과 성장성으로 볼 때 손해보험에 시장진입 및 투자확대의 매력

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32> 베트남 손해보험산업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손해보험
상위 5개사 90.8 89.9 84.3 80.2 73.5

상위 10개사 98.6 97.8 94.1 90.6 85.7

자료: Association of Vietnamese Insurers(AVI)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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