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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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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리스크 회피 정도,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데 국가별로 비교하면, 경제 발전정도와 개인의 리스크 회피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OECD 국가의 경우에

는 생명보험의 수요가 유산상속, 리스크 회피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

소득, 유년부양비율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생명보험업 진출과 경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보험수요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접근

할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의 수요에 대해 80여 편의 선행연구를 서베이한 Outreville(2013)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생명보험 수요는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사회 문화적 및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국민 소득, 저축, 보험 가격, 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 

사회 보장, 유산동기(가족 규모, 부양비 등), 기대수명, 교육수준, 법규제도, 종교 등이 있음

 한편 선진국인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생명보험 산업의 확장에 대한 기여정도가 명확하지 않음

 정부 통제, 엄격한 진입요건 및 외국기업 진입제한 규제로 인한 경쟁부족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저

해하고 보험소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생명보험 수요에 대한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아세안 국가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생명보험수요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

구가 발표되고 있음(Subir Sen and S Madheswaran 2013; Hui-Shan Lee et. al. 2018)

 Outreville(2013)은 경제가 발전된 국가를 대상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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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소비 또는 수요 요인을 분석하였음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문명화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리스크 회피 정도(Relative Risk 

Aversion)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명보험의 소비와 수요 요인을 분석한 다수 연구가 있었음

(Yaari 1965; Fisher 1973; Bernhein 1991)

- 즉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리스크 회피 정도가 큰 사람은 생명보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양의 관계보다는 음의 관계임을 규명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1)

 Outreville(2013)은 상대적 리스크 회피성향의 대리변수로 교육수준을 사용하여 생명보험의 수요

를 분석한 결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효용이론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함

   -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리스크 회피 정도가 커서 보험 필요성의 인지도가 더 높다는 결과이

며, 이로 인해 선진국가일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Subir Sen and S Madheswaran(2013)는 아시아 국가의 생명보험 소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2008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국가를 제외한 중국 등 12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

로 분석함

   - 종속변수(보험밀도, 보험침투도)를 설명하는 경제변수(GDP, 물가지수, 유동부채, 인플레이션, 금리), 

인구통계학적 변수(총 부양비율2), 유년부양비율, 노인부양비율, 성인문맹률, 기대수명, 도시화), 

더미변수(이슬람 여부, 규제변화 여부, 외국인 소유가능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음

 분석결과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금리, 유년부양비율은 생명보험수요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의 보험회사 소유가능 여부, 규제의 개선은 보험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 반면에 도시화, 문맹률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소득이 일정 수준 낮은 국가의 생명보험 수요분석에는 기대효용이론(리스크 회피정

도인 교육수준: 문맹률)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Lee Hui-Shan et. al.(2018)은 2015년 ASEAN 경제협력기구가 출범하면서 역내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생명보험 등 금융이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명보험의 수요를 분석하였음 

1) Outreville(2013), p.101
2) 15~64세 인구에 대한 0~14세 인구의 백분비를 유년부양비율(Youth Dependency Ratio),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를 

노인부양비율(Age Dependency Ratio)이며, 이들의 합이 총부양비율(Total Dependency Ratio)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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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가는 아세안 국가 중 비교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

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종속변수인 보험침투도와 경제변수(1인당 GDP, 인플레이션, 금리), 인구통계학적 변수(도시화, 

유년부양비율, 기대수명, 2차 교육수준(secondary literacy)3), 3차 교육수준(tertiary literac

y)4)) 등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

 이들 국가의 생명보험 수요(침투도)는 국민소득, 유년부양비율, 3차 교육 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금리, 도시화, 기대수명, 2차 교육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의 생명보험시장은 대부분 포화가 되어 있어 보험수요를 분석하는 의미

와 시사점이 적지만 아직 경제개발도상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생명보험 수요분석은 의미가 있음

 이들 국가 중 어떠한 국가에 진출하고 진출 국가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추진할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요를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생명보험 수요는 선진국 보험시장에서의 문제점인 금리나 인플레이션, 기대

수명 또는 고령화, 리스크 회피 정도(학력수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생명보험의 수요는 비교적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판매 전략으로 집중할 필요

가 있고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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