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경영환경의 변화

1. 환경변화: 뉴 노멀

국내 보험회사는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 가능성, 저출산 및 고령화, 자본금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변화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ESTEL 분석7)을 이용하였다. PESTEL 분석은 환경변화를 정치

(P), 거시경제(E), 사회(S), 기술(T), 환경(E), 규제(L)로 분류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 <표 Ⅱ-1>과 같고, 이 중 거시경제, 사회, 기술, 규제 환경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8)

7) PESTEL 분석이란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적(Environmental), 법률적(Legal)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 붙인 방법론으로 전략적 경

영(strategic management)에서 외부의 거시적 환경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정성적 개념도구

(framework)임. 일반적으로 환경변화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들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외생적 요인들 중 보험업권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동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함.

8) 보험회사 경영에 있어 정치적 환경변화는 중요함. 정치적 환경은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법과 정도를 의미하는데, 조세정책, 교역제한, 관세제도, 정치적 안정도, 사업과 관

련된 규제 및 유인정책 등을 포함함. 하지만 정치적 환경변화는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보

험산업이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 요소인 거시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적 환

경변화와 연관이 깊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정치적 환경변화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다른 요소 분석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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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PESTEL 분석에 따른 환경변화의 영향

구분 Old Normal New Normal Effects

정치
(Politics) － －

• DC형 퇴직연금/개인연금 증가
• 개인건강보험 역할 증대

거시경제
(Economy)

• 고성장, 고금리 • 저성장, 저금리
• 생산 및 소비 위축
• 금리 역마진 지속

사회
(Society)

• 생산가능인구 증가 • 저출산, 고령화

•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사망보장 수요 증가세 둔화
• 생존급부 수요 증가

－연금 및 노후 의료비

기술
(Technology)

• 아날로그
• 디지털/
ICT 기술 발전

• 판매채널 경쟁 가속화
•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 확대

환경
(Environment) － • 이상기후 • 날씨 관련 보험 수요 증대

규제
(Law)

• 상품 및 가격규제
• 재무건전성
• 소비자 보호 강화

• 준비금 및 자본금 부담 증가
• 기업 간 경쟁 심화

가. 거시경제: 저성장, 저금리

최근 국내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등 3%대 이하로 유지하고 있

다. OECD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5년 3.66%에서 

2020년 3.15%, 2025년 2.64%, 2060년 1.29%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가파른 수준이다. 특히 개혁 

부진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감안할 때 현재 잠재성장률이 이미 3% 밑으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잠재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생

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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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잠재 실질 경제성장률 추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5-May 2014-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실질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저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저금리 또한 장기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에 따른 금리역마진이 지속될 것이

며, 보험상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

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최저보증 금리옵션의 가치가 증대하여 보험부

채가 가중될 것이다.

<그림 Ⅱ-2> 국채 10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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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총인구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증가세 둔화로 향후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령화도 급속한 진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이 추세가 유지

된다면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9)

인구규모의 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

인 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다. 한편, 조세수입 감소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복지 재

정건전성이 위협받아 정부가 공적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는 민영화를 통해 공적

복지를 축소하고 민영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보험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민영보험의 확대를 의미함으로 민간보험시장에서 개인연금, 노후의료비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3> 인구증가율

자료: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1950~2050).

9) 고령화사회의 일반적인 정의는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로 나타냄. 

1956년 UN은 고령자를 65세 기준으로 정의하였음. UN의 정의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

령자가 전 인구의 7% 이하의 사회를 성숙인구사회, 7% 이상의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의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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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전체 부양비율 <그림 Ⅱ-5> 노년 부양비율

주: 1) 부양비율(dependency ratio)＝(0~14세, 65세 이상 인구)/(15세~64세 인구)×100
2) 노년 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자료: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1950~2050).

다. 기술: 디지털·ICT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및 마케팅, 계약 관리, 보험금 지

급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정보뿐만 아니

라 새로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존 상품의 요율산출 기법

을 다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험의 요율산출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

어 데이터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보험판매 활성화가 예상되고 신규·잠재 고객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 시 금융소프트웨어, 금융데

이터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다. 특히, 모바일 채널의 급부상은 보험계약자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감소시

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예측모형기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잠재적 보험사업자

의 정보수집 효율화로 판매채널 경쟁을 가속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제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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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ICT 기술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자료: 황인창(2015) 수정 인용.

라. 규제: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간의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

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상품 및 가격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오고 있

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료 산정, 자산운용 등에 있어 자율

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 및 가격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회사들이 건전성보다는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할 우려가 있

어 상품 및 가격 자율화가 보험산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

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RBC 

비율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12월 말 신용리스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신뢰수준이 기존 95%에서 99%로 상향 조정되고, 2016년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2017년에는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한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에 대응, 동일인 유가증권 투

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하고, 표준이율 폐지 등

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 계약 간 결손·잉여 상계 등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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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요구하는 IFRS 4 Phase Ⅱ 도입과 지급여력평가제도(RBC) 강화로 자본금 확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인터넷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 등 대외에 개방하여 정보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저축성보

험에 대한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변경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개편으로 사업비 인하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예정이다.

2. 산업구조 변화

뉴 노멀 시대에는 다방면의 환경변화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한 보험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뉴 노멀 시대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가지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산

업(특히, 생명보험산업) 내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진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경쟁심화

국내 보험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 내의 경쟁 정도

를 나타내는 지수인 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10)는 생명보험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355에서 2014년 1,080으로 절반 가량 떨어졌

10) 허핀달 지수는 한 산업(또는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제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값의 해석은 다음과 같음.

1,000 미만 1,000~1,800 1,800 초과
경쟁적

(un-concentrated)
다소 집중된

(moderately concentrated)
집중

(concen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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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생명보험시장이 매우 집중된(concentrated) 시장에서 경쟁적(low concen-

trated)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장집중지수11)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허핀달 지수는 2000년 1,524에서 2014년 1,413으

로 매우 소폭 하락하였고, 시장집중지수 역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7> 국내보험시장의 경쟁도: 생명보험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Ⅱ-8> 국내보험시장의 경쟁도: 손해보험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 시장집중지수는 상위의 몇 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예, CR1은 상위 1개

사, CR3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의 합), 시장집중지수가 클수록 경쟁도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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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명보험의 높은 경쟁도는 새로운 시장참여자로서의 외국계 보험사 진

입과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사 간의 경쟁과 더불어 상품별로 비적격연금을 제

외한 연금시장에서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와의 경쟁이 있는 등 타 업권

과의 경쟁도 치열해 지면서 산업 안팎으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시장포화

국내 생명, 손해보험 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시장의 포화상태

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가 사용되는데 이들 지표 모두 포화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보험침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험침투도란 총보험료를 명목

GDP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는데, 한 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침투도는 전 세계 4위 수준12)에 해당되

는데, 생명보험 침투도는 7위, 손해보험 침투도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 침

투도는 2003년 6.8%에서 2014년 7.2%로 8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고, 손해보험 침투도

는 2003년 2.9%에서 2014년 4.1%로 24위에서 5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

히, 손해보험 침투도가 급상승한 것은 장기보험계약을 취급하는 비중이 높아진데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보험산업 침투도 전체 순위가 9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

<그림 Ⅱ-9>는 2003년부터 2014년간의 보험산업 침투도 평균을 금융위기 전과 후

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침투도는 2003~2007년 평균 8.1%에서 

2008~2014년 평균 11.6%로 상승하였고, 이는 손해보험의 급격한 침투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후의 보험해지율 상승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

시하게 된다.

12) 보험침투도 상위 10개국은 [부록 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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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보험산업 침투도

                 주: 매년 Swiss RE에서 발간하는 Sigma보고서 중 World Insurance의 통계치를 이용함.
                 자료: Swiss RE, Sigma.

보험밀도에서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다. 보험밀도란 

총보험료를 총인구 수로 나눈 비율로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뜻한다. 2013년 말 기준으

로 우리나라의 보험밀도는 세계 20위권에 속해 보험침투도의 순위에 비해 다소 뒤처

지지만 그리 낮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음을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의 추이

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보험시장 발전 결정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장을 이용

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나 성장은 국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다. 이러한 보험시장과 국가경제와의 실증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보험시장과 국가경제를 대용하는 지표로 각각 보험밀도와 

1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하였다. 자료 범위(data coverage) 측면에서 보면, 2013년13) 

69개국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록 Ⅲ]에 정리하였다.

13) 강건성 검사(robustness test)를 위해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정성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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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자료: 기술 통계

구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보험밀도

(USD)
1,657 506 1,927 1.11 0.24 11 7,701 69

1인당 

국민소득

(USD)
25,503 15,732 24,022 1.48 2.25 1,246 110,697 69

자료: Swiss RE(보험밀도), World Bank(1인당 국민소득).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술 통계를 요약하면 <표 Ⅱ-2>와 같다. 보험밀도

의 평균은 USD1,657이고, 중앙값은 USD506이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기 때문에 보

험밀도의 분포는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 즉 왜도가 양인 분포(positively skewed dis-

tribution)를 가진다. 보험밀도가 큰 국가로는 스위스(USD7,701), 네덜란드(USD6,012), 

덴마크(USD5,780), 핀란드(USD5,073) 등이 있고, 보험밀도가 작은 국가로는 나이지

리아(USD11), 베트남(USD23), 케냐(USD35), 스리랑카(USD36) 등이 있다. 대한민국

의 보험밀도는 USD2,895로 상위 30%(전체 69개국 중 20위)에 속한다. 대체로 선진국

일수록 보험밀도가 높고, 경제발전 이외에 복지정책,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종교

를 비롯한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보험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

소득의 경우, 보험밀도와 마찬가지로 왜도가 양인 분포를 가진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로는 룩셈부르크(USD110,697), 노르웨이(USD100,819), 스위스(USD84,815), 

호주(USD67,458) 등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로는 케냐(USD1,246), 인도

(USD1,499), 베트남(USD1,911), 필리핀(USD2,765)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USD25,977로 상위 35%(전체 69개국 중 24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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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자료: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보험밀도(로그값)의 관계

주: 대한민국은 원으로 표시함.

<그림 Ⅱ-10>은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보험밀도(로그값)14)를 이용하여 산포도

(scatter diagram)를 그린 것이다. 위 산포도는 1인당 국민소득과 보험밀도가 비선형

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한 수준 이하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비해 보험밀도 증가가 빠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비슷하게 보험밀도가 증

가하거나 오히려 천천히 증가한다.

<표 Ⅱ-3> 비선형 회귀모형 추정결과

추정식:       

  보험밀도   인당
추정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t 값

a 3.50*** 0.192 18.23

b 2.20×10-4*** 2.20×10-5 10.00

c -3.20×10-9*** 5.57×10-10 -5.74

d 1.48×10-14*** 3.59×10-15 4.13

주: ***, **, *은 각각 1%, 5%, 10%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4) 상기 기술 통계 분석에서 설명한대로, 자료들이 왜도가 양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 시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으로 인한 회귀계수 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실증분석 시 보험밀도 대신 보험밀도의 로그값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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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비선형 회귀모형 추정결과

주: 대한민국은 원으로 표시함.

이러한 1인당 국민소득과 보험밀도의 실증적 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우선 

3차 다항식 회귀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Ⅱ-3>은 비선형 회귀모

형의 추정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계수들이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를 잘 설명하는 회귀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

림 Ⅱ-11>은 추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본 분석에 사용한 자료 구간 내(1인

당 GDP가 USD0~USD110,697)에서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추정식의 순간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밀도 증가가 점차 둔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밀도 증가가 어느 정도 둔화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추정식에 비해 더 높은 보험밀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비선형 회귀모형의 경우 과적합(overfitting) 문제15)를 야기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과 보험밀도 관계의 구간별 변화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점이 내생화된 선형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with unknown 

break-points)16)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15) 본 비선형 회귀모형 추정식에 따르면, 1인당 GDP가 USD110,000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추정식의 순간기울기가 급속도로 커짐.

16) 본 회귀분석을 위해 R을 이용함. 자세한 방법론은 Muggeo(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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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선형 회귀모형(분기점 내생화) 추정결과

추정식:        
      ≤   
      ≤ 

  보험밀도   인당
추정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t 값

 20980*** 3698 5.67

 39010*** 7403 5.27

a1 3.70*** 0.20 19.03

b1 1.61×10-4*** 1.80×10-5 8.95

a2 5.81 NA

b2 6.03×10-5** 2.82×10-5 2.14

a3 7.89 NA

b3 6.93×10-6 7.45×10-6 0.93

주: ***, **, *은 각각 1%, 5%, 10%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그림 Ⅱ-12> 선형 회귀모형(분기점 내생화) 추정결과

주: 대한민국은 원으로 표시함.

<표 Ⅱ-4>는 선형 회귀모형(분기점 내생화)의 추정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분

석결과 1인당 국민소득과 보험밀도의 관계는 세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인당 국

민소득이 USD20,980 이하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USD1 증가할 때 보험밀도(로그

값)는 1.61×10－4(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만큼 증가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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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20,980 초과 USD39,010 이하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USD1 증가할 때 보험밀도

(로그값)는 6.03×10－5(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만큼 증가한다. 한편, 국민소

득이 USD39,010을 초과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보험밀도(로그값)는 

6.93×10－6만큼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이 USD20,980 초과 USD39,010 이하인 구간에 속해 있지만, 보험밀도는 USD39,010 

초과인 국가들의 추정식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실증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도달한다 하더라도, 1인당 지출보

험료의 증가속도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우리나라 보

험밀도는 국민소득 증가에 상관없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강건성 검사(robustness test)를 위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각각 나

누어서 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험산업 전체 자료를 사용한 경우와 정성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부록 Ⅲ]에 정리하였다.

다. 성장성 둔화17)

국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성장성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그림 Ⅱ-10>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두 기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

보험료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5년간 평균 11.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평균 8.0%로 감소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동 분석기간 중 8.9%에서 5.7%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상품 증가세에 힘입

어 12%대 성장으로 생보와 비교했을 때 성장성 지속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성장을 견인한 보장성 신계약의 경우 대형사 기준으로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약 10%, 2008년에서 2014년 동안은 6.8% 성장으로 상당히 급속하게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향후 손해보험산업에서도 성장성 둔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7) 수입보험료 성장률도 위에서 추정한 관계식에서 도출이 가능함.



경영환경의 변화 31

<그림 Ⅱ-13>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국내 보험시장의 잠재적 성장률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데, ‘Ⅱ. 2. 나. 시장

포화’장에서 서술한 보험침투도 포화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보험침투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T 는 보험침투도, P는 총보험료, G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의미한다. 

위 식의 양변에 로그값을 취한 후,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된다.


log 


log


log

다시 말해서,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침투도 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합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앞 장에서 보험침투도가 포화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보험침투도

의 증가율이 0 이하거나 매우 낮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

림 Ⅱ-1> 잠재 실질 경제성장률 추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 경제성장률은 1~2%대

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2%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수입보험

료 증가율은 3~4%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수입보험료 성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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