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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명보험 가입실태

1. 생명보험 가입률

○ 전국의 1,200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 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

과, 생명보험 가입률은 88.3%이며, 전년도(86.0%)에 비해 2.3%p 상

승한 것으로 조사됨.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생명보험 가입률이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함. 

- 생명보험 가입률은 2001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다

가 2005년 잠시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소폭 상승

하였음(2005년 대비 2.3% 증가).

○ 생명보험 가입률은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원 이상 계

층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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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생명보험 가입률(%,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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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은 건강중점보장보험 가입률이 69.0%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사망중점보장보험(45.1%), 상해/재해중점보장보험

(32.3%), 교육/어린이보험(30.3%), 연금보험(22.1%), 저축성보험(11.8%), 

변액보험(4.7%) 순임.

- 세대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건강중점보장보험 가입률은 40・50대

이상, 자영업자, 월 소득 300~400만원 미만에서, 사망중점보장보

험 가입률은 30․40대,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 대재 이상 고학력

층과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 교육/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30대(47.2%)가 40대(39.1%)에 비해 

8.1%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연평균소득이 300~400만원인 화이트

칼라와 자영업자 계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30대(6.9%),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6.0%)인 화이트칼라 계

층(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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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 N=120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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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해/재해중점보장보험이 

8.9%p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저축성보험은 3.1%p, 건

강중점보장보험은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어린이 

보험은 22.6%p 상승해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고, 변액보험과 사망

중점보장보험도 각각 3.7%p, 1.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구분
건강중점
보장보험

상해/재해중점
보장보험

사망중점
보장보험

저축성
보험

2001년 67.7 29.8 2.6 16.6

2002년 68.7 32.9 16.1 17.5

2003년 74.7 38.0 28.7 16.9

2004년 72.6 35.8 37.8 17.5

2005년 70.9 41.2 43.7 14.9

2006년 69.0 32.3 45.1 11.8

비  교 -1.9 -8.9 +1.4 -3.1

<표 Ⅲ-1>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 변화(%, N=1200 : 복수응답)

구분 연금보험
어린이/
교육보험

변액보험 기타

2001년 22.6 11.4 - -

2002년 24.9 11.4 - -

2003년 26.5 10.7 - 0.8

2004년 25.2 9.8 - 0.8

2005년 22.5 7.7 1.0 0.7

2006년 22.1 30.3 4.7 -

비  교 -0.4 +22.6 +3.7 -

   주 : 1) 비교는 2006년 - 2005년 결과임
       2) 2005년도 건강중점보장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CI보험을 합

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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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중점보장보험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높은 성장

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침(2005년 대비 1.4% 소폭 상승).

- 교육/어린이 보험의 경우 초기 자녀 학자금 마련이나 사고를 당

했을 때를 대비하고자 함은 물론이며, 최근 해외유학 또는 연수

비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

에 따라 전년 대비 2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2. 생명보험 납입보험료

○ 생명보험 가입 가구의 월 평균 납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26.4만원으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축성보험(20.6만원), 사망중점보장보험(19.8

만원), 연금보험(14.7만원), 건강중점보장보험(10.8만원), 어린이/교육보

험(8.7만원), 상해/재해중점보장보험(6.7만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에 비해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건강중점보장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증가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를 펀드 및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보장과 투

자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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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중점
보장보험

상해/재해중점
보장보험

사망중점
보장보험

저축성
보험

2001년 7.4 6.3 11.0 19.9

2002년 8.3 5.7 15.9 23.6

2003년 9.5 6.8 19.2 22.1

2004년 10.1 6.9 18.0 22.1

2005년 10.6 6.9 20.3 26.0

2006년 10.8 6.7 19.8 20.6

비  교 +0.2 -0.2 -0.5 -5.4

<표 Ⅲ-2> 생명보험 상품별 월평균 납입보험료 변화(만원)

구분 연금보험
어린이/
교육보험

변액보험 기타

2001년 11.7 8.0 - -

2002년 13.2 8.9 - -

2003년 13.3 8.2 - 7.2

2004년 14.8 9.3 - 8.3

2005년 17.2 9.7 24.1 7.1

2006년 14.7 8.7 26.4 -

비  교 -2.5 -1.0 +2.3 -

   주 : 1) 일시납보험은 제외됨.
       2) 비교는 2006년 - 2005년 결과임.
       3) 2005년도 건강중점보장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CI보험을 
          합산한 결과임.

○ 생명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한 가구당 월 평균 납입보험료는 사망중점

보장보험과 건강중점보장보험이 각각 8.9만원과 7.4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금보험이 3.2만원, 교육/어린이보험이 2.6만원, 저

축성보험 2.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당 생명보험 월평균 보험료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교육/어린이보험과 변액보험은 2005년

도 대비 각각 1.9만원과 1.0만원 증가한 반면, 저축성 보험은 1.4

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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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중점
보장보험

상해/재해중점
보장보험

사망중점
보장보험

저축성
보험

2002년 5.6 1.8 2.5 4.1

2003년 7.1 2.6 5.5 3.7

2004년 7.3 2.5 6.8 3.8

2005년 7.5 2.8 8.8 3.8

2006년 7.4 2.2 8.9 2.4

비  교 -0.1 -0.6 +0.1 -1.4

<표 Ⅲ-3> 가구당 생명보험 상품별 월평균 납입보험료 변화(만원)

구분 연금보험
어린이/
교육보험

변액보험 기타 전체

2002년 3.2 1.0 - - 18.2

2003년 3.5 0.9 - 0.1 23.2

2004년 3.7 0.9 - 0.1 24.9

2005년 3.8 0.7 0.2 0.1 34.5

2006년 3.2 2.6 1.2 - 27.9

비  교 -0.6 +1.9 +1.0 - -6.6

   주 : 1) 일시납보험은 제외됨.
       2) 비교는 2006년 - 2005년 결과임.
      3) 2005년도 건강중점보장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CI보험을 
          합산한 결과임.

3. 생명보험 가입건수

○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가구의 평균 가입건수는 건강중점보장보험과 

교육/어린이보험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재해중점보

장보험(1.4건), 사망중점보장보험(1.4건), 저축성보험(1.3건), 변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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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연금보험(1.2건) 순으로 나타남.

- 보험료가 많고 계약기간이 장기인 사망중점보장보험과 저축성보

험, 연금보험의 평균 가입건수는 1.3건 이하로 낮은 반면, 보험료

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장성 기능이 강한 건강중점보장보험 및 교

육/어린이보험의 평균 가입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구분
건강중점
보장보험

상해/재해중점
보장보험

사망중점
보장보험

저축성
보험

2003년 2.0 1.5 1.2 1.3

2004년 2.0 1.5 1.2 1.2

2005년 2.1 1.6 1.3 1.3

2006년 1.9 1.4 1.4 1.3

비  교 -0.2 -0.2 +0.1 -

<표 Ⅲ-4>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건수 변화(건)

구분 연금보험
어린이/
교육보험

변액보험 기타

2003년 1.1 1.4 - -

2004년 1.1 1.4 - 1.6

2005년 1.2 1.5 1.3 2.1

2006년 1.2 1.9 1.2 -

비  교 - +0.4 -0.1 -

   주 : 1) 일시납보험은 제외됨.
       2) 비교는 2006년 - 2005년 결과임.
       3) 2005년도 건강중점보장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CI보험을 
          합산한 결과임.

○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는 건강중점보장보험과 교육/어린이보험

을 제외하고, 1건인 경우가 60～8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연금보험은 84.9%로 1건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교육/어린이

보험은 38.2%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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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가입한 상품으로는 교육/어린이보험(45.3%)과 건강중점보장

보험(33.5%)이 30% 이상으로 높고, 사망중점보장보험도 26.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3건 이상 가입한 비율은 건강중점보장보험과 교육/어린이보험이 

각각 21.1%와 16.5%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건 2건 3건 4건
이상

평균
건수(건)

건강중점보장보험(N=828) 45.4 33.5 9.9 11.2 1.9
상해/재해중점보장보험(N=387) 71.8 17.6 6.7 3.9 1.4
사망중점보장보험(N=541) 66.5 26.4 3.9 3.2 1.4
저축성보험(N=142) 83.1 13.4 1.4 2.1 1.3
연금보험(N=270) 84.9 12.8 2.3 - 1.2
교육/어린이보험(N=92) 38.2 45.3 11.5 5.0 1.9
변액보험(N=56) 87.5 10.7 - 1.8 1.2

<표 Ⅲ-5>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건수(%)

4. 생명보험 가입경로

○ 생명보험 가입자의 약 80% 이상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 설계사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비중이 여전

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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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은행・증권(6.3%), 공제조합(4.2%), 우체국

(2.8%)을 통한 가입률이 타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이며,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한 가입률은 2005년 0.6%에서 2006

년 5.7% 증가한 6.3%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상해/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을 통한 가입률은 2005년 1.2%

에서 2006년 0.8%로 감소하였으나, 홈쇼핑을 통한 가입률에서는 

2005년 0.8%에서 2.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

보험사
인터넷

통신
판매

공제
조합

우체국
은행,
증권

홈쇼핑

건 강 중 점
보장보험(N=828) 92.9 0.1 0.2 0.8 1.0 1.8 1.9 - 1.2
상해/재해중점
보장보험(N=387) 88.9 0.8 0.3 1.6 1.0 2.3 2.6 0.3 2.3
사망중점보장
보험(N=541) 96.1 0.4 - 0.2 - 1.5 1.1 0.2 0.6
저축성보험(N=142) 85.2 - - - - 4.2 2.8 6.3 1.4
연금보험(N=270) 94.3 - - 0.4 0.4 1.5 0.8 2.6 -
교육/어린이보험(N=92) 92.6 0.3 - 0.8 1.1 1.6 2.5 0.5 0.5
변액보험(N=56) 98.2 - - - - - - 1.8 -

<표 Ⅲ-6> 생명보험 상품별 주된 가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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