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Competition Assessment Committee for Financial Industr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romoted to assess the competition of each 

financial sector as part of ‘creating an environment for free entry into the financial 

sectors,’ one of the state agendas set from the inauguration. In May 201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e plan for reforming entry regulations 

to increase the dynamics of the financial industry, one of which was to establish the 

‘Competition Assessment Committee for Financial Industry’ composed of private 

experts, and conduct competition assessment on the financial sectors. In July 2018, 

the first meeting of the ‘Competition Assessment Committee for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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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held, an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n the 

insurance and real estate trust markets were announced. 

The 2nd Competition Assessment Committee was formed in November 2020, and 

the assessment of each financial sector is conducted every two years, starting with 

the insurance market followed by the credit rating(first half of 2021) and bank/credit 

card(second half of 2021) markets. The 1st Competition Assessment Committee, 

which began in 2018, mainly discussed entry policies to create a free entry 

environment, but the 2nd Committee expanded the scope of discussion to include 

market outlook and regulatory revision of business conducts. 

2. Assessment results

There are two main stages in competition assessment of the insurance markets. 

The initial assessment is based on the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the market 

concentration indicator, and the final assessment is made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other indicators such as profitability. If the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of the market is less than 1,200, between 1,200 and 2,500, and more than 

2,500, the market is classified into unconcentrated market,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 and highly concentrated market, respectively.

The life insurance market was not assessed separately for each business line. In 

other words, the entire life insurance market was defined as one market. As a result, 

the life insurance market was assessed as an unconcentrated market. The HHI index 

of the life insurance market is 1,037, and the return on equity, a profitability 

indicator, is 3.9% as of 2019, which is lower than those of major countries. 

The non-life insurance market was assessed by categorizing it into general insurance, 

auto insurance, and long-term insurance.1) General insurance was assessed as a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 and auto insurance and long-term insurance were 

1) Long term insurance of non-life includes savings type products with the maturity of 5-15 years combined with 

health insurance to cover medical expenses.



assessed as unconcentrated markets. The HHI of general insurance falls between 

1,200 and 2,500, and the combined ratio is less than 100%, making it a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 Auto insurance has an HHI of 1,885, but the combined ratio 

exceeds 100%, making it an unconcentrated market. Long-term insurance was also 

assessed as an unconcentrated market considering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life insurance. 

In the case of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there is no indication of serious 

drawbacks in terms of competition, bu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market structure. Although differentiated strategies are employed by insurance 

companies,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enhance diversity in siz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insurance companies.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y allowed operation of a small amount & short-term 

insurance business to increase diversity in size of insurance companies. They are 

also considering to soften the licensing policy(one license per company). In the first 

half of 2021, it is planned to establish a detailed guideline for flexible licensing 

policy through independent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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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의 경쟁도 평가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경쟁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Ÿ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계비용 이상의 가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의미

Ÿ 극단적으로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가정하게 되면, 한계비용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됨

¡ 대부분의 시장은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대한 시장지배력

(Significant Market Power, 이하, ‘SMP’로 표기함)이 존재하는 경우임

Ÿ SMP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가 통신산업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적 성격으로 인해 1위 사업

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임

Ÿ 하나의 사업자가 SMP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3~4개의 과점기업이 암묵적 담합 등에 의해 

SMP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합지배력(Joint Market Power)이 문제임 

¡ 경쟁도 평가는 크게 ① 시장획정과 ② 시장지배력 평가의 2개 파트로 구성됨

1. 시장획정

¡ 시장획정이란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 관련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

Ÿ 예를 들어, 소주를 생산하는 A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소주와 맥주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게 

되면 소주시장만 관련 시장으로 볼 경우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낮아짐

Ÿ 시장획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품 시장획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 시장획정임

¡ 시장획정 시의 고려사항에는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상품의 특성이나 기능의 유사성 등이 포함됨

Ÿ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B라는 상품으로 수요를 전환하게 되면 

A와 B는 동일시장으로 획정함

¡ 시장획정을 위해서는 여러 실증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실증자료들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엄밀한 시장획정이 어려움

Ⅰ. 평가방법

보험업 경쟁도 평가 요약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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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후규제의 경우에는 특정 공정경쟁 사건에 한해 시장획정을 하기 때문에 고려 대상 시장의 범위가 제

한적임 

Ÿ 반면, 사전규제의 경우에는 모든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획정 분석의 경우

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사전규제기관의 경쟁도 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은 법에 규정된 상품구분이나 통계분류에 의

한 상품구분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 시장평가

¡ 시장지배력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장구조(Structure)-시장행위(Conduct)-시장

성과(Performance)(이하, ‘S-C-P’로 표기함) 분석틀을 사용하는 것임

Ÿ 기본 아이디어는 현재의 시장이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의 측면에서 완전경쟁시장과 얼마나 차이

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것임

¡ 시장구조 지표에는 기업 수,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진입 및 퇴출 추이 등이 포함됨

Ÿ 만약 현재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면, 기업 수도 많고, 시장집중도는 낮으며, 진입과 퇴출이 활

발해야 함

¡ 시장행위 지표는 공급자 행위와 수요자 대응능력의 2가지로 크게 구성됨

Ÿ 공급자 행위는 다시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정성적인 분석이 이루어짐

- 비가격경쟁에는 광고나 판매채널을 통한 경쟁 등이 해당됨

Ÿ 수요자 대응능력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가격 비교 능력이나 상품선택 능력 등이 해당되며, 주로 설문조사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함

-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면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시장성과 지표에는 자본수익률, 자산수익률 등의 다양한 수익성 지표가 포함됨

Ÿ 회계상의 문제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익성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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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업 경쟁도 평가 지표체계

¡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 사용되는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지표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나. 보험업 경쟁도 평가방법

¡ 경쟁도 평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시장구조 지표, 특히 HHI 지표를 통해 

1차 평가함

Ÿ 지난 50년 동안 시장구조 지표를 주(主) 지표로 사용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마땅

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주요 지표로 사용함

Ÿ 2단계에서는 시장성과 지표, 시장행위 지표, 규제 현황 등을 통해 1차 평가의 결과를 수정할 만한 예외

적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함

<표 1> 경쟁도 평가 지표체계

분류 평가지표 구분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HHI 정량

CR3 또는 CR4 정량

순위변동 정량

진입장벽 진입퇴출 추이 정량

시장행위

사업자 행위 판매채널 경쟁 정성

소비자 행위
가격비교 경험 및 용이성 정성

전환 경험 및 용이성 정성

시장성과
수익성 ROE, 합산비율 정량

소비자 만족도 상품 및 채널 만족도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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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표인 HHI 지수의 경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1)

Ÿ 경쟁시장: HHI < 1,200

Ÿ 집중시장: 1,200 ≤ HHI < 2,500

Ÿ 고(高)집중시장: 2,500 ≤ HHI 

¡ 1,200과 2,500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함

Ÿ 시장점유율이 50%인 사업자가 1개 존재하면 HHI가 2,500을 초과하게 됨

- 고(高)집중시장은 독점적 시장으로 해석 가능함

Ÿ 시장점유율이 20%인 사업자가 3개 존재하면 HHI가 1,200을 초과하게 됨

- 집중시장은 과점적 시장으로 해석 가능함

1) 미국의 경우에는 경쟁도 구분 HHI 기준이 1,500과 2,500이고, 유럽은 1,000과 2,000임

<그림 1> 경쟁도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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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획정

¡ 생명보험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은 크게 개인보험의 생존, 사망, 생사혼합, 변액보험과 단체보험

으로 세부종목이 구분됨

Ÿ 생존보험 상품은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임

Ÿ 사망보험 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임 

Ÿ 생사혼합보험 상품은 저축보험 상품임

¡ 수요대체성 측면에서 건강·상해, 사망, 저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요대체성이 거의 없어 세부종목별로 시장획정이 가능함

¡ 공급대체성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는 추가 비용의 수반 없이 판매상품을 생존, 사망, 생사혼합, 

그리고 변액보험 상품 중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어 세부종목별 시장획정이 어려움

¡ 보험은 자발적 수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판매자에 의해서 수요가 만들어지므로 공급

대체성이 중요함에 따라 생명보험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함

Ÿ 수요대체성을 고려할 경우 위험담보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보험시장은 공급대체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Ÿ 단, 보험회사 주력상품 변화에 따른 경쟁도 변화는 세부종목별 경쟁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함

2. 시장평가

¡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집중도(HHI)는 2019년 1,037임

Ÿ 종목별로 보면,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1,015)과 생사혼합(878)은 경쟁시장이나, 생존(1,264), 변액(1,303)

은 집중시장에 해당됨

Ÿ 단체(3,361)는 고(高)집중시장에 해당됨

Ÿ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81.1%에서 2017년 45.4%로 감소한 이후 2019년은 46.6%로 소폭 상승함

Ⅱ.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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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시장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집중도(HHI)는 2019년 779임

Ÿ 종목별로 보면, 사망(1,086)을 제외한 생사혼합(1,633), 생존(2,239), 변액(1,643)은 집중시장에 해당됨

Ÿ 전체 시장의 허핀달지수(HHI)에 비해 종목별 허핀달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목별로 집중하는 회사

가 다르기 때문임 

¡ 판매채널 다양화로 전속설계사의 숫자가 시장지배력을 결정하지 못함

Ÿ 중소형사는 전속설계사 채널 대신 독립채널인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을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임

¡ 회사별 판매채널 전략의 차이로 판매채널별 경쟁은 전체 시장경쟁과 다른 양상임

Ÿ 각 채널별 1위사, 상위 3사, 상위 5사가 일치하지 않음

Ÿ 각 채널별 신계약보험 기준 시장집중도는 설계사 채널은 1,266으로 집중시장이나 대리점과 방카슈랑스

는 각각 1,195, 1,041로 경쟁시장으로 분류됨

¡ 생명보험회사 영업이익률은 2019년 2.70%로 2017년 3.60%를 제외하고 매년 3.0%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음

Ÿ 대형사는 2016년 4.87% 이후 감소하여 2019년 3.41%인 반면 중소형사는 동기간 1.17% 상승하여 

2019년 2.38%를 기록함

¡ 생명보험 신계약률은 2001년 30.0%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12.0%를 기록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신계약 비중이 감소함

Ÿ 대형사 신계약률은 2001년 28.0%에서 2019년 9.6%로 하락하고, 중소형사 신계약률은 2001년 

68.3%에서 2019년 16.8%로 하락함

Ÿ 중소형사의 빠른 보유계약 비중 증가는 대형사의 시장 독점이 완화됨을 보여줌 

¡ 생명보험 전체 평균 사업비율은 2000년 초반 이후 감소하여 1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18.4%를 기록하여 경쟁이 가열됨을 보여줌

Ÿ 대형사의 평균사업비율은 10% 이하를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10%대 초반으로 소폭 상승함

Ÿ 중소형사의 평균사업비율은 2016년 상승하여 2019년 19.1%를 기록함

¡ 사업비율 분포의 표준편차가 상승하면 평균사업비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경쟁으로 사업

비를 높게 책정하는 회사가 출현하면 다른 회사들도 추격하는 것으로 판단됨

Ÿ 사망보험은 사업비율의 표준편차가 하락하자 평균사업비율도 하락함

Ÿ 생존보험은 사업비율의 표준편차가 상승하자 평균사업비율도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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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시장은 최종적으로 경쟁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음

Ÿ 시장분석 및 평가, 채널경쟁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Ÿ 종목별, 채널별 시장경쟁은 일부 종목과 채널에서 고집중시장이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종목 및 채널 특화 

전략으로 전체시장의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음 

Ÿ 수요 측면에서 보험상품이 복잡하여 설명이 어려울 경우 경쟁압력이 낮을 수 있는데, 계약자가 특정 보

험회사에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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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획정

¡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계가 이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

칙의 손해보험 구분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Ÿ 원수보험료 집계 자료의 경우 가장 세분화된 분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중분류임

¡ 수요대체성 측면에서 보면, 중분류 단계에서도 대체성은 없다고 판단됨

Ÿ 따라서 수요대체성 측면에서 시장을 획정하면 중분류의 보험종류가 모두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음 

¡ 공급대체성의 경우에는 대체성의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으나 부서 구분을 하나의 대리지

표로 사용할 수 있음 

Ÿ 공급대체성 측면에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대분류가 시장획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수요대체성, 부서구분, 그리고 허가단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손해보험시장을 다음의 5개 

시장으로 획정하고자 함 

Ÿ ① 화재보험, ② 해상보험, ③ 특종보험, ④ 자동차보험,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과 퇴직보험 포함)

-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은 더 큰 범주의 분류에서는 일반손해보험에 해당됨

2. 시장평가

가. 일반손해보험

¡ 시장구조 지표를 토대로 한 1차 평가는 집중시장임 

Ÿ 화재보험의 경우 HHI 지수가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1,200에서 1,500 사이에 위치, 해상보험의 경

우에는 1,500에서 2,000 사이에 위치함

Ÿ 특종보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HHI가 1,200 밑으로 내려갔으나 2018년 이후 다시 1,200을 초과함

Ⅲ.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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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 종목 모두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인 CR4가 2001년 이후 최근까지 60~80%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시장성과 지표 등을 고려할 때 1차 평가를 번복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집중시장으

로 평가하였음 

Ÿ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은 화재보험이 98.2%였고, 

해상보험은 97.5%, 특종보험은 85.1%를 기록함

나. 자동차보험

¡ 시장구조 지표를 토대로 한 1차 평가는 집중시장임  

Ÿ 2001년부터 2019년까지 HHI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400에서 1,900 사이의 구간에 위치함

Ÿ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인 CR4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65% 이상을 유지했으며, 2019년에는 

82.1%을 기록하여, 상위 4사 체제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

¡ 시장구조 지표 측면에서는 집중시장에 해당되나, 시장성과 지표, 시장행위 지표 등을 함께 고려

할 때 최종적인 평가는 경쟁시장임 

Ÿ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이 약 104.9%였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100%를 상회함

Ÿ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비교 경험 및 용이성 등에 있어서 다른 보험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

의 경쟁압력이 높다고 판단됨

다. 장기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시장의 1차 평가는 경쟁시장으로 판단하였음

Ÿ 통계의 부재로 인해 장기손해보험을 생명보험과 분리하여 시장집중도를 계산했으나 일부 생명보험종목

(종신보험, 일반사망보험, 변액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경쟁관계에 있음

-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집중도를 계산하면 2019년 기준 HHI 지수는 1,394임

¡ 시장성과 지표 등을 고려한 2차 평가의 경우 1차 평가를 번복할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최

종적으로 경쟁시장으로 평가하였음

Ÿ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이 약 102.6%였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100%를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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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

¡ 첫째, 인구고령화 및 저금리·저성장으로 인해 보험산업은 건강관리와 더불어 자산운영 전문회사

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먼저 변액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Ÿ 고령화에 따른 노후 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해 변액연금 시장 활성화가 

필요함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 중 월 140만 원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43.8%로 나타남

Ÿ 변액연금의 경우 특성상 판매가 어려운 데 반해 저축성으로 분류되어 설계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설계사의 판매 의욕이 낮음

Ÿ 변액종신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이 의무화되어 금리리스크 부담이 생겨 보험회사들이 판매

에 소극적임  

¡ 둘째, 보험산업의 경쟁 강화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Ÿ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상품개발 

능력 및 언더라이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규제완화가 요구됨

¡ 셋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정책이 요구됨 

Ÿ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

Ÿ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손해보험

¡ 시장구조 지표와 시장성과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일반손해보험시장은 집중시장에 해당되어 신규 

진입이 필요함 

Ÿ 진입정책 관련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험회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총 수는 189개인데, 이 가운데 소액단기보험회사 수

Ⅳ.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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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의 약 50%에 해당되는 89개임

- 호주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CR4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77.23%지만 보험회사 

수는 104개임

¡ 현재의 손해보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보험회사가 진입 가능한 보험 종목 가운데 하나

는 생활밀착형 일반손해보험이나, 여러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Ÿ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추가적인 정

책 개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가운데 하나로 경쟁도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

장 창출이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음

Ÿ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위험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기존 보험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 신규위험의 적극적 인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Ÿ 국내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위험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신규위험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1사(社) 1라이센스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준 연구위원

limjoon@kir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