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국내보험시장  

1. 생명보험

가. 개인보험

▒ 2014년18)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1/4분기까지 크게 이어지면서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보장성보험은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FY2012 세제개편(안)19)의 영향

으로 2013년 1/4분기까지 즉시연금 일시납 보험료가 급증했던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가 이어짐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것임.

<그림 Ⅱ-1> 개인보험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2014(E)는 2014년 1~12월임.

19)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는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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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저축성보

험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2014년에 비해 4.4%p 상승한 4.8% 증가가 

전망됨.

▒ 개인보험 중 보장성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최근 지속적

인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FY2013에는 35.6%로 전년대비 6.0%p 회복하였으며 

2014년은 34.8%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1) 보장성보험(종신·CI·건강·변액종신) 현황과 전망

▒ 2014년 상반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보험의 신계약 증가로 성장세를 보

였으며, 2014년 전체로는 5.7%의 성장률이 예상됨.

<그림 Ⅱ-2> 보장성보험 보험료 성장률 추이

        주: FY’12 분기 성장률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2015년(F)은 2015년 1~12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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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3 3/3분기 4.7%까지 성장률이 확대된 이후 

2014년 1/4분기 3.4%, 2/4분기에는 4.6% 성장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2/4분

기 4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2/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FY2013 2/3분기

에는 5.4%까지 성장하였고 2014년 들어 1/4분기 5.5%, 2/4분기 5.0% 성장률

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Ⅱ-3>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주: FY’12 분기 성장률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과 국민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혁신 상품 부재와 소비자 권익 강화로 판

매가 제한되면서 4.5% 성장이 전망됨.

○ FY2013 하반기 이후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

한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 노력에 따라 노령층, 유병자대상 질병보험과 종신보

험 신계약이 증가되었음.

－ 2014년 상반기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5.2%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장기간

병보험은 19.4% 성장하고 암보험은 3.9% 성장하는 등 노령층 대상 보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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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증가하였음.

－또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 마련에도 불

구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됨.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보장성보험 상품의 판매중단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장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대형사 위주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가 중단되고 위험률관리 차원의 암

보험 보장이 축소되는 등 판매가 제한되는 현상들이 나타남.

<그림 Ⅱ-4>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2014(E)는 2014년 1~12월이고 2015(F)는 2015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 2015년 경제성장률 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보장성보험 가입률도 

이미 확대되어21) 혁신적인 상품이 없는 한 성장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21) 보험연구원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질병보험 개인별 가입률은 2013년 

67.9%에서 2014년 77.6%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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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성보험(생존·생사혼합·변액연금·변액유니버셜) 현황과 전망

▒ 2014년 저축성보험은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FY2012의 일반저축성보험 기저

효과가 2014년 1/4분기까지 크게 나타남에 따라 2/4분기부터의 회복에도 불구하

고 -2.2%의 성장이 예상됨.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개정세법이 시

행된 2013년 2월까지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기

저효과가 2014년 1/4분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음.

－생존보험 중 일반연금은 2014년 1/4분기 -46.4%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

이 이어졌으나 2/4분기는 18.1%의 성장률로 반전하였음.

<그림 Ⅱ-5>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주: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도 생존보험과 유사한 성장률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리경쟁력 유지와 상대적 비과세 혜택으로 성장률 증가가 예상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은 대출확대에 대한 우

려로 예금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기예금금리와 한국은행 기

준금리 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금리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 기조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이 부각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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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후대비를 위해 가계 자금잉여 대부분이 보험 및 연금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그림 Ⅱ-6> 기준금리와 정기예금금리  
            추이 

<그림 Ⅱ-7> 가계 잉여 및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가액

주: 정기예금금리는 가중평균 금리임.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14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이루면서 횡

보세를 지속함에 따라 신계약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할 것임.

<그림 Ⅱ-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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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를 전후로 횡보세를 지속함에 따라 금융상품 투

자자들도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변액보험은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변액저축성보험은 FY2013 2/3분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4년 2/4분기

에는 -2.5% 성장률을 보임.

－특히 변액연금은 FY2012 1/4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후 FY2013 2/3분

기 이후에는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변액보험시장 감소세

를 주도하고 있음.

－반면 변액유니버셜은 2014년 1/4분기 2.4%, 2/4분기 4.4%의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어 변액보험 내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 2015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 소멸, 금리 경쟁력 유지, 상대적 비과

세 혜택 부각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살아나면서 5.0%의 성장이 전망됨.

○ 2015년에는 2014년까지 이어진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소멸되

면서 예년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전망됨.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3년 2월 실적과 비교되는 2014년 1/4분기 일반저축

성보험 실적은 34.4% 감소한 반면 2/4분기는 11.5% 성장하면서 기저효과

가 소멸됨.

○최근 금리는 기준금리가 2.0%로 하락함에 따라 시중금리도 하락하면서 최저

보증이율이 3.5%대인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음.

－또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에서 저축성보험은 상대적인 세제혜택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1월 시행과 함께 

거액자산가들의 자금이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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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FY’12 이후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FY’13은 2013년 4~12월이고 ’14(E)는 2014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임.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은 저축성보험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성장률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축성보험 성장

에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임.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이 하반기에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신

계약 성장보다는 보유계약의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이 예상됨.

<표 Ⅱ-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2014(E) 2015(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319,188 7.4 248,094 4.3 348,094 5.7 363,758 4.5

저축성 759,741 50.6 448,383 -17.2 652,111 -2.2 684,739 5.0

개인계 1,078,929 34.6 696,477 -10.6 1,000,205 0.4 1,048,497 4.8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3) FY’12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4)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5) 2014(E)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2013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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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2014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효과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에 따른 적립금 납입 증가로 FY2013의 고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2/4분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2013년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

소적립22) 비율 상향23) 조정 효과가 지속되면서 65.1%의 고성장을 시현함.

○또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단계적 축소24)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 유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14년 6월 현재 생명보험이 23.7%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5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Ⅱ-10>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

라 기준책임준비금의 소정 비율 이상을 매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 

23) 최소적립비율은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60%, 2014년 1월 1

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70%,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은 80%, 2018년 1월 1일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의 비율임.

24)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 

초부터 완전히 폐지됨(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이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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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의 성장이 정체하겠으나 퇴직연금

시장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수혜로 확대되면서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보험료

도 10.8% 성장할 전망임.

○일반단체보험은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 정체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

으로 전망됨.

○반면 2015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 비율 상향(2015년 

말까지 70%),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추가 축소 등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가입 등

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퇴직연금 시장 성장

의 외형적 성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증가에 따라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금융업권 간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Ⅱ-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2014(E)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2015(F)는 2015년 1~12월까지의 실적임.
             2) FY’13은 2013년 1~12월 실적이며, 전년동기와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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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보험 종합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저성장하고 단체보험은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이

어지면서 0.4%의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단체보험은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23.8%의 고성장이 예상됨.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단체보

험이 퇴직연금 위주로 고성장하면서 2014년에 비해 3.0%p 상승한 5.4% 성장이 

전망됨.

○개인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성장세를 회복하고 보장성보험도 성장세를 유

지하면서 4.8%의 성장이 전망됨.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수요 창출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도적 혁신상품 

부재와 가입률 제고 등으로 4.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경쟁력 유지와 상대적 세제 혜택 

등으로 예년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당분간 계속보험

료 위주의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은 감소할 것이나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시장 활

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성장하면서 10.8% 성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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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2014(E) 2015(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 1,078,929 34.6 696,477 -10.6 1,000,205 0.4 1,048,497 4.8

단체 74,156 -3.1 75,891 25.7 111,027 23.8 122,977 10.8

합계 1,153,086 31.3 772,367 -8.0 1,111,232 2.4 1,171,474 5.4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3) FY’14(E)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2013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4) 2015(F)는 2015년 1~12월이고, 2014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그림 Ⅱ-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FY’12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4(E)는 2014년 1~12월이고 ’15(F)는 2015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임. 

▒ 2014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기저효과 여파로 인해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에는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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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 2015년 생명보험 전망에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함.

○첫째, 보장성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처럼 과거 수요를 이끌었던 혁

신적 신상품이 부재한다면 수요창출이 제한될 수 있음.

○둘째, 2015년에도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8회 경

험생명표도 적용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가격도 상승하

여 판매가 제한될 수 있음.

○셋째, 금융시장이 박스권 내에 횡보세를 탈출하지 못하고 변액보험에 대

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지 못한다면 변액보험 수요도 저조할 수 있음.

○넷째, 퇴직연금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시장 확대정책의 최종 실행 여

부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금융권의 경쟁에 따라 보험권 퇴직연금시장 활성

화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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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2014년25)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초

회보험료 소폭 회복으로 6.1% 증가가 예상됨.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후 크게 감

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으로 제도개선이 반영되기 이전의 실

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신규수요가 급증하였고, 제도시행 이후에

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신규수요가 급감한 바 있음.

○장기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14

년 들어 일부 회사들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타 금융권 저축상품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다 비과세 혜택의 장점도 존재하여 상품 

경쟁이 심화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의 수요 확대 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월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

었음.

25)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이며,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월부

터 12월까지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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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장기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그림 Ⅱ-15> 저축성/상해·질병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으로 5.8%의 제한적 증가가 전망됨.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의료수요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률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 금융권 저축상품 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저축 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임.

<그림 Ⅱ-1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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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FY2012 FY20132) 2014(E)1),2) 2015(F)1),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상해·질병 166,786 14.2 142,314 16.1 212,459 13.9 235,481 10.8 

 저축성 124,559 27.8 89,300 -4.3 119,081 -1.2 120,605 1.3 

 기타
3) 110,551 12.9 83,864 1.1 112,675 1.1 113,936 1.1 

 장기손보 401,896 17.7 315,478 5.6 444,216 6.1 470,022 5.8 

<표 Ⅱ-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나.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4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2.6%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퇴직연금 원수

보험료는 15.9%의 고성장이 예상됨.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26)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의 효과 약화와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체계변경에 따른 신규수요 실적 부진으로 2.6% 감소가 

예상됨.

－ 2011년 1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

정되어 개인연금의 신규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이와 같은 효과가 약화

되어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3년부터 대면채널의 연금저축보험 예정신계약비가 생명보험회사 300%, 

손해보험회사 500%에서 생·손보 모두 300%로 인하되어 대면채널의 연금

저축보험 판매 유인이 줄어들었음.27)

26)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27)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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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28) 조정과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5.9% 증가가 예상됨.

<그림 Ⅱ-17> 개인연금 월별 보험료 <그림 Ⅱ-1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지속적인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

로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상

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이 전망됨.

○그러나 2012년부터 계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계속보험료 성장 여력은 

약화되어 있어 2015년에도 0.2%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은퇴 이후 소득

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5.6% 증가가 전망됨.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

소적립비율이 2012. 7. 26 ~ 2013. 12. 31까지 60%, 2014. 1. 1 ~ 2015. 12. 31까지 70%, 

2016. 11 ~ 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됨.



60 정책보고서 2014-4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과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

향 조정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원수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대기업들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과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의 경쟁 심

화는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Ⅱ-19>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Ⅱ-2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종목
FY2012 FY20132) 2014(E)1),2) 2015(F)1),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41,489 21.1 31,829 3.1 41,344 -2.6 41,407 0.2 

퇴직연금 32,840 3.3 31,152 9.8 41,271 15.9 43,568 5.6 

합계3) 74,337 11.1 62,991 6.3 82,616 5.8 84,975 2.9 

<표 Ⅱ-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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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보험

▒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물담보29) 가입금액 증가세에 힘입어 4.1% 증가가 예상됨.

○경기둔화로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2013년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14년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악화 해소를 위하여 2014년 4월 이후 업무용·영

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수입차 중심의 고가 자동차 확대 추세 등으로 대물담보의 가입금액이 점점 고

액화되고 있음.

○단,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은 여전히 존재함.

<그림 Ⅱ-21>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 <그림 Ⅱ-22> 자동차보험 월별 경과손해율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보험개발원.

29)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보험자의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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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3.7%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 내수 시장 소폭 회복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

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상반기에는 2014년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반영30)될 

것이고, 자차담보31)의 완만한 회복세와 대물담보의 가입금액 증가세가 계속

되어 원수보험료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할인형 상품32) 확대로 인한 대당보험료 감소세와 온라인 채널 비중 확

대 추세 지속은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Ⅱ-23> 주요 담보별 원수보험료 추이 <그림 Ⅱ-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30) 2014년 4월 이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하였으며,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부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2014년 보험료 인상을 적용받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갱신 시기 도래 시 보험료가 인상될 것임.

31) 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함.

32) 주행거리 연동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

는 상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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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FY2012 FY20131) 2014(E)1) 2015(F)1)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28,416 -1.5 97,435 0.4 134,091 4.1 139,010 3.7 

<표 Ⅱ-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라. 일반손해보험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특

종보험 증가세 둔화로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33)에 따

른 의무가입 수요 확대 효과가 약화되고 건설경기 부진도 계속되어 2.4% 감소

가 예상됨.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항만물동량 회복세34)로 적하보험 감소세가 둔화

되고 선박보험도 회복세를 보여 1.7% 증가가 예상됨.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둔화35)와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에 따른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로 1.0% 감소할 것임.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둔화와 

기타 특종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FY2013 원수보험료 증가율보다 

2.3%p 하락한 3.3% 증가가 예상됨.

33)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34) 전국 항만물동량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2년 3/4분기 3.4% → 2013년 3/4분기 0.7% 

→ 2014년 3/4분기 2.7%

35) 건설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3년 상반기 6.4% → 2013년 하반기 7.0% → 2014년 

상반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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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5>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
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는 2014년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대

부분 종목의 실적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보여 2.8%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임.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주택착공 증가세36) 등에 힘입은 소폭의 신규수요 회

복세가 예상되나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종목

으로의 수요 분산37)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0.5% 감소가 전망됨.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적하보

험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2.6% 증가가 전망됨.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2년 동안 계속된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0% 증

가가 전망되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연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임.

36) 2014년 정부의 주택경기 정상화 대책 등으로 2014년 1~8월까지 주택착공 면적은 전년동

기대비 11.3% 증가한 2,758만 ㎡를 기록하였음.

37)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특종보험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 및 통합보험이 화재보험보

다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와 같은 종목으로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전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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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의 경우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상해, 종합, 그리고 기

타 특종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과 동일한 3.3%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Ⅱ-2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종목
FY2012 FY20132) 2014(E)1),2) 2015(F)1),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3,293 25.0 2,413 -2.9 3,142 -2.4 3,126 -0.5 

해상 8,230 -5.4 6,016 -10.7 7,638 1.7 7,833 2.6 

보증 15,816 4.2 11,238 -4.8 15,098 -1.0 15,403 2.0 

특종
3) 53,433 20.4 42,012 5.6 57,535 3.3 59,424 3.3 

합계  80,773 13.9 61,679 1.5 83,413 2.1 85,786 2.8 

<표 Ⅱ-6>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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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보험 종합

▒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5.3% 증가가 예상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과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

입 등으로 6.1%의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됨.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효과의 약화와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체계변경으로 초회보험료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2.6% 

감소할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조정과 일

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5.9%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업무용·영업용 자

동차보험료 인상,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 추세 등으로 4.1% 증가할 것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의 저성장이 예상됨.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성장 동력이 약화된 데다 대부분 

종목에서 뚜렷한 실적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아 4.8%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

율 유지 등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보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주목받을 수 있으나 지속된 초회보험

료 저성장으로 성장 여력이 약화되어 있어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과 확정급

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

력에 힘입어 5.6%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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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반영, 그리고 대물담보의 가입금액 증가세 

등으로 3.7% 증가할 것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다른 종

목들의 실적 개선 여력도 크지 않아 2.8%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4.8%)은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

손해보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명목경제성장률(4.5%)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임.

○ FY2004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에 힘입

어 명목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FY2013 이후 성장 동력 약화로 명목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Ⅱ-2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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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2) 2014(E)1),2) 2015(F)1),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401,896 17.7 315,478 5.6 444,216 6.1 470,022 5.8 

   상해·질병 166,786 14.2 142,314 16.1 212,459 13.9 235,481 10.8 

   저축성 124,559 27.8 89,300 -4.3 119,081 -1.2 120,605 1.3 

   기타3) 110,551 12.9 83,864 1.1 112,675 1.1 113,936 1.1 

연금부문 74,337 11.1 62,991 6.3 82,616 5.8 84,975 2.9 

   개인연금 41,489 21.1 31,829 3.1 41,344 -2.6 41,407 0.2 

   퇴직연금 32,840 3.3 31,152 9.8 41,271 15.9 43,568 5.6 

자동차 128,416 -1.5 97,435 0.4 134,091 4.1 139,010 3.7 

일반손보 80,773 13.9 61,679 1.5 83,413 2.1 85,786 2.8 

   화재 3,293 25.0 2,413 -2.9 3,142 -2.4 3,126 -0.5 

   해상 8,230 -5.4 6,016 -10.7 7,638 1.7 7,833 2.6 

   보증 15,816 4.2 11,238 -4.8 15,098 -1.0 15,403 2.0 

   특종4) 53,433 20.4 42,012 5.6 57,535 3.3 59,424 3.3 

전체 685,422 12.4 537,582 4.2 744,337 5.3 779,793 4.8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3. 보험산업 종합

▒ 2015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38) 증가율이 모두 명목경제성장

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38)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국내보험시장 69

구분
FY2012 FY20132) 2014(E)1),2) 2015(F)1),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115.3 31.3 77.2 -8.0 111.1 2.4 117.1 5.4

손해보험 68.5 12.4 53.8 4.2 74.4 5.3 78.0 4.8

전체  183.9 23.6 131.0 -3.4 185.6 3.5 195.1 5.2

명목경제성장률 2.8 4.0 4.3 4.5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표 Ⅱ-8>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 2015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39)(총보험료/명목GDP)의 경우 총보

험료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 보험침투도와 유사한 12.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4년보다 0.07%p 상승한 7.53%, 손해보험 침투도는 

0.01%p 상승한 5.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FY2011 FY2012 FY20134) 2014(E)3),5) 2015(F)3),5)

생명보험 6.52 8.32 7.07 7.46 7.53

손해보험 4.52 4.98 4.92 5.00 5.01

전체  11.04 13.35 11.99 12.46 12.53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4)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5)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표 Ⅱ-9> 보험침투도 전망1),2)

                                                                (단위: %)

39)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 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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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8>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2014(E)와 2015(F)는 각 연도

의 1~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 2015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40)(총보험료/총인구 수)는 386만 9,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2만 3,000원, 154만 6,000원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됨.

구분 FY2011 FY2012 FY20134) 2014(E)3),4) 2015(F)3),4)

생명보험 1,764.5 2,306.0 1,538.0 2,203.8  2,323.2 

손해보험 1,224.7 1,370.7 1,070.5 1,476.2  1,546.5 

전체  2,989.2 3,676.7 2,608.4 3,679.9  3,869.7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2013년 12월 자료를 사용함.
3)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4)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

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표 Ⅱ-10> 보험밀도 전망1),2)

                                                             (단위: 천 원)

40)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

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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