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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5년 전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4조 5,538억 달러를 기록함. 낮은 수준

의 경제성장률 회복세와 저금리 장기화 등 세계 보험시장은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보험료 

규모는 2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함. 지역별로 보면, 보험료 성장세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유럽 보험시장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보

험료 규모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한 전 세계 8위에 위치하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낮춘 종신

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1단계 상승한 세계 7위를,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세계 9위를 차지함.

 2015년 전 세계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3.8%1) 증가한 4조 5,538억 달러를 나타냈으

며, 이는 2014년 성장률 3.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임.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2조 5,338억 달러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6% 

증가한 2조 200억 달러를 기록함.

 지역별로 보면, 유럽 보험시장의 보험료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다른 지역의 보험료 성장세는 대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유럽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고, 특히 독일 생명보험시장의 부진

(-2.5%)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한편, 2015년 유럽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료 성장률은 1.1%로, 여전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북미 보험시장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낮은 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미국 

1) Swiss Re에서 집계한 미국 달러화 기준 실질 성장률이며, 이하 동일한 기준임.
2) Swiss Re(2016. 6), “World Insurance in 2015: steady growth amid and regional disparities”, http://www.swissre.com.



 17

보험시장3)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3.5% 증가함.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14년 6.1% 성장한 데 이어 2015년에도 8.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

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료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음.

   - 다만,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던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료 성장률이 2014년 10.8%

에서 2015년 8.0%로 소폭 둔화되었음.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2015년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4.8%4) 성장했으며, 전년과 동일

한 세계 8위에 위치함.

 생명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낮춘 종신보험 판매 확대 등 보장성 보험 증가에 힘입어 5.2% 성장

하였으며, 세계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2014년보다 1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함.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 5.7%, 2015년 13.2%로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와 일반손해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성장

에 힘입어 4.0% 증가했으며, 2014년과 동일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함.

 한편,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5)는 11.42%로 전 세계 6위 수준을 나타냈고, 보험밀도6)

는 3,034달러로 세계 18위를 차지함.

 2016년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성장세를 위협하는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유럽 보험시장의 경우 최근 브렉시트(Brexit) 현실화에 따른 유럽 경제성장률 회복 지연 및 금융시

장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보험료 성장세 회복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선진국 경제성장률 회복세에도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흥국 

보험시장 성장세가 낮아질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제로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등 저금리가 장기

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들의 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보

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판매가 위축되고 있음. 

3) 2015년 미국 보험시장 시장점유율은 28.9%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큼.
4) Swiss Re에서 집계한 미국 달러 기준 실질 성장률이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손해보험의 퇴직연금 등을 제외한 수치임.
5) 보험침투도는 총보험료를 명목 GDP로 나눈 것으로, 보험시장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6) 보험밀도는 총보험료를 총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 1인당 보험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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