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2章 環 境變 化 와 生命 保 險産 業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급격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轉

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95년의 W T O체제 출범과 1996년의

OECD가입에 따른 資本市場開放 및 自由化의 추진으로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金融改革 등으로 인하

여 金融産業의 構造改編作業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을 포함한 전 금융산업은 업종간의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業務領域 擴大 및 金利自由化 등으로 인하여 동일 금융기관간의 경쟁뿐만 아니

라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시장의 국제화·개방화로 인하여 經濟的 需要審査

(Econ om ic Needs T est : ENT )1)制度가 폐지되고 국경간 거래(Cross - b order )2)가

허용되는 동시에, 생명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및 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장내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價格自由化가 推進됨에 따라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시장외적 환경은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人口老齡化의 진전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核家族化의 진전으로 인하여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女性의 社會進出의 擴大, 가치관의 변화에 따

른 消費構造의 변화,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餘裕資金이 增加

하는 한편, 금리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소비자들의 金利選好意識이 고조되는 등

1) 경제적 수요심사 (ENT )란 통상 보험회사의 設立許可時에 국내보험회사의 상

황, 보험산업 발전에의 寄與可能性, 국내보험업계와의 紐帶關係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2) Cross - Border란 보험회사가 外國에 支店이나 子會社 등의 영업거점을 설치하

지 않고 외국의 國民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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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처

하여 있다.

이상과 같은 保險環境의 變化는 생명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의 모집제

도 및 모집조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

험회사의 마케팅활동은 기존 모집조직의 개선과 비용절약형의 새로운 판매방식

의 도입을 통하여 모집조직의 競爭力强化와 生産性 增大를 도모하는 동시에, 판

매자중심의 영업방식을 顧客中心의 營業方式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있다.

第 1節 市場外的 環境變化

1 . 人口統計的 環境 變化

가 . 人 口 構 造의 變 化

1) 人口增加率의 減少

우리나라의 總人口는 1996년 12월 31일 현재 약 4,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人口推移를 살펴보면, <표

2-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에 4.21%에 달하였던 出生率은 1970년

2.99% , 1980년 2.34% , 1995년 1.52%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死亡率

은 1960년의 1.21%에서 1970년 0.95% , 1980년 0.67% , 1995년 0.59%로 출생률보

다 소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1960년대에 3%대를 유지하고 있던 自然人口增加率

이 1970년대에는 2%대, 1980년대에는 1%대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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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自然人口增加率의 鈍化現象은 2000년대 이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1>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생률은 2000년대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사망률은 소폭이나

마 계속 증가함으로써, 자연인구증가율이 2000년에는 0.81% , 2010년에는 0.41% ,

2021년에는 0.03%에 그치게 되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先進國型의 人口構

造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1> 우리나라의 人口推移

(단위 : 천명, % )

구분
연앙추계인구

출생률 사망률
자연인구
증 가 율남자 여자 계

1960 12,551 12,462 25,012 4.21 1.21 3.00
1970 16,309 15,932 32,241 2.99 0.95 2.04
1980 19,236 18,888 38,124 2.34 0.67 1.67
1885 20,576 20,230 40,806 1.64 0.62 1.02
1990 21,568 21,301 42,869 1.56 0.58 0.98
1995 22,576 22,275 44,851 1.52 0.59 0.93
2000 23,559 23,230 46,789 1.42 0.61 0.81
2010 25,051 24,632 49,693 1.13 0.72 0.41
2021 25,505 25,081 50,586 1.00 0.97 0.03

주1 : 연앙추계인구 : 각년도 연중 (7월 1일)의 추계인구임.

2 : 자연인구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자료 : 장래추계인구 (1990∼2021년), 통계청, 1991. 4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연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家族計劃 등에 의하여 출생률이 감소

하였기 때문이며, 그 이후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國民들의 意

識構造가 변화함으로써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시장규모 확대 및

양적 성장에 대한 制限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또한 保險販賣人力의 確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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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렵게 하는 등 생명보험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인하여 생명보험 시장규모의 확대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이 鈍化現象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 보험시장의 개방화·국제화로 인하여 保險會社의 設立規制 및 외

국 보험사업자의 國內市場 進入障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설립 및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보험회사간의 경쟁심화로 짧은 기간 내에 飽和狀態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勞動人力의 減少를 초래할 것이므로, 人力

中心産業인 생명보험산업은 모집인력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人口老齡化의 進展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둔화는 우리나라의 年齡階層別 人口構造

를 크게 變化시키고 있다. <표2- 2>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에 전체인

구의 42.3%를 차지하고 있던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는, 1970년에 42.5%로 약

간 증가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출생율이 감소함에 따라 1980년에는 34.0% ,

1995년에는 23.2%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2021년에는 15.8%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1960년대에는 전체인구의 54.8%를 차지

하고 있었으나 1970년에는 54.4% , 1980년대에는 62.2% , 1995년에는 71.1%로 계

속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70%대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도 1960년에는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는데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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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1995년 현재에는 5.7%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부터는 더욱 급

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6.8% , 2010년에는 9.4% , 2021년에는 13.1%로 증가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65세 이상의 老齡人口가

인구 8명당 1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老齡化 社會를 맞이하게 될 것이

다.

<표2- 2> 年齡階層別 人口構造

(단위 : 천명, % )

구분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총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1960 10,588 42.3 13,698 54.8 726 2.9 26,012 100.0
1970 13,709 42.5 17,541 54.4 991 3.1 32,241 100.0
1980 12,951 34.0 23,717 62.2 1,456 3.8 38,124 100.0
1985 12,305 30.2 26,759 65.6 1,742 4.3 40,806 100.0
1990 11,077 25.8 29,648 69.2 2,144 5.0 42,869 100.0
1995 10,400 23.2 31,907 71.1 2,544 5.7 44,851 100.0
2000 9,917 21.2 33,705 72.0 3,167 6.8 46,789 100.0
2005 9,841 20.3 34,628 71.5 3,956 8.2 48,434 100.0
2010 9,510 19.1 35,505 71.5 4,668 9.4 49,683 100.0
2015 8,791 17.4 36,346 71.9 5,409 10.7 50,546 100.0
2021 7,989 15.8 35,972 71.1 6,625 13.1 50,586 100.0

자료 : 장래추계인구 (1990∼2021), 통계청, 1991. 4

이와 같은 인구출생률의 감소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현상은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율의 감소에 따른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인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표2- 3>의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의 추이를 보면, 1960년에 55.3세였

던 평균수명이 1970년에는 63.2세, 1980년에는 65.8세, 1990년에는 71.3대로 늘어

났으며, 2000년과 2021에는 각각 74.3세, 77.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는 人生 80年 時代 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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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 우리나라 人口의 平均壽命 推移

(단위 : 세)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21

남자 53.0 59.8 62.7 67.4 71.3 74.9
여자 57.8 66.7 69.1 75.4 77.4 79.1

전체 55.3 63.2 65.8 71.3 74.3 77.0

자료 : 장래추계인구 (1990∼2021), 통계청, 1991. 4

이와 같은 老齡化社會의 到來는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의 13.1%가 노령자

가 되고 인생 8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80년간이라는 긴 인생을 풍족하

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保險制度를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준비, 의료보

장제도 및 개호보장제도의 충실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지출부담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國家財政이 赤字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社會保障制度의 民營化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補完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生命保險産業의 역할이 크게 기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분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나 . 家 口 構 造의 變 化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人口移動이 극심하였으며, 또한 출산율의 감소,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

로 인하여 核家族化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2- 4>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에 5.2명이었던 家口當 平均人員數가 1980년에는 4.5명, 1990년에는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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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가족화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2- 4> 우리나라 總家口數 및 平均家口員數

(단위 : 천가구, 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총가구수 5,576 6,648 7,969 9,571 11,354

평균가구원수 5.2 5.1 4.5 4.1 3.7

자료 : 한국통계연감 1995, 제42호, 통계청, 1995. 12

이러한 핵가족화의 진전은 혈연집단과의 관계를 약화시켜 가족간 보장의 약화

를 초래함으로써, 個人의 危險保障이나 老後生活保障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위험이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生命保險에 대한 需要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생명보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 社會文化的 環境 變化

가 . 女 性 의 社 會 進 出 擴 大

사회환경의 변화와 직업의식의 변화 및 1988년 男女雇用平等法의 도입, 出産

休暇制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최근 점점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5> 의 우리나라 성별 취업인구의 추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女性就業人口의 增加率은 1992년에는 전년대비 1.4% , 1993년에는 1.3% 증

가하여 남성취업인구 증가율 2.2% , 1.7% 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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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는 3.5% 증가함으로써 남성취업인구 증가율 2.8% 보다 훨씬 높은 증가

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2- 5> 우리나라의 性別 就業人口 推移

(단위 : 천명, %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남자 11,076 - 11,322 2.2 11,515 1.7 11,832 2.8 12,153 2.7
여자 7,535 - 7,639 1.4 7,738 1.3 8,005 3.5 8,224 2.7
전체 18,612 - 18,961 1.9 19,253 1.5 19,837 3.0 20,377 2.7

자료 : 1995 노동활동인구년보, 통계청, 1996. 5

이러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현상은 향후 사회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女性人力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勞動市場 및 産業構造의 變

化를 가져오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표2- 6> 生命保險募集人 統計

(단위 : 명, %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남자 16,310 6.1 16,601 5.7 17,442 5.9 17,126 5.1 17,609 5.0
여자 252,820 93.9 275,127 94.3 279,047 94.1 321,673 94.9 331,597 95.0
합계 269,130 100.0 291,728 100.0 296,489 100.0 338,799 100.0 349,206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년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 통계를 살펴보면, < 표2- 6>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영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집인의 수가 1995년에 349,206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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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이 중 男性募集人은 17,609명으로 전체모집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女性募集人은 331,597명으로 전체의 95.0%를 차지함으로써, 생명

보험회사의 영업에 있어서 여성모집인이 매우 중요한 販賣人力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女性人力의 社會進出 擴大는 여성인력을 모집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매우 肯定的인 面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는 향후 사회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의 여성인력 확보가 곤란해 질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금후 여성인력에 대한 處遇 및 勤務環境을

개선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販賣技法을

개발하고 판매채널을 多角化하여 여성인력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모집조직체

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력 측면뿐만 아니라 生

命保險市場의 側面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에게 經濟的 能力과 自立意識을 갖게 함으로써 생명

보험시장의 底邊擴大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여성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니드가 남성의 그것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성의 니드에 맞는 생명보험시

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남성고객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상품개발전략 및

보험영업전략을 개선하여 女性顧客의 니드에 적합한 營業戰略 및 販賣채널을 새

로이 構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개척상태에 있는 여성보험시장을 개척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니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여

성의 니드에 합치될 수 있는 商品開發 및 가장 적절한 販賣政策 등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품의 販賣戰略을 여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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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별, 계층별로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가 細分化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개발이나 판매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女性人力을 活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 價 値 觀 의 變 化 에 따른 世 代 別 消 費 構 造 의 變 化

최근의 우리나라는 연령적 요인, 시대적 요인 및 세대적 요인에 의하여 소비

자들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人口의 老齡化 등과 같은 年齡的 要因으로 인한 인구구

조의 변화와 자녀출산율의 저하와 核家族化의 진전으로 인한 가구구조의 변화

및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주거지역의 유동화 등으로 인한 혈연적·지연적 집단

과 개인간의 관계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이 변화하

고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 및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생활기반의 향

상과 여성의 사회진출확대 등과 같은 時代的 要因에 의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년세대, 해방전후에 출생한 중년세대, 고도성장기의 풍족한 시대에 출

생한 신세대 등과 같이 成長環境 및 시대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世代的 要因에

의하여도 세대간의 價値觀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령적, 시대적, 세대적 요인에 의한 價値觀의 變化와 多樣化는 생활방

식의 변화 등과 같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생명보험산업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에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제7차 生命保險 性向調査에 의하면, <표

2-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장래에 가입하고 싶은 生

命保險商品에 대한 選好度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生命保險商品 중에서 「노후생활자금 준비에 중점을 둔 보험」과 「질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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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치료나 입원에 대비한 보험」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選好度가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반면, 「만일의 경우 및 재해사고에 대비한 보험」, 「저축과 보장

을 겸한 보험」 및 「자녀의 교육 및 결혼에 대비한 보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7> 家口主 年齡別 生命保險商品 選好度(複數回答)

(단위 :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노후생활자금에 중점을 둔 보험 38.9 46.9 54.1 73.3 67.9
만일의 경우 및 재해사고에 대비한 보험 52.8 46.9 31.9 26.7 25.0
보장과 저축을 겸한 보험 38.9 33.3 30.4 24.4 25.0
자녀의 교육 및 결혼에 대비한 보험 22.2 17.4 14.8 15.6 10.7
질병, 부상의 치료나 입원에 대비한 보험 19.4 19.3 32.6 31.1 39.3

자료 : 1995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1995. 4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를 생명보험시장과 관련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버市場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노령자의 비

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老齡人口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1960년의 2.9%에서 1990년에는 5.0%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6.8% , 2010

년에는 9.4%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2021년에는 13.1%로 급증하여 인구 약 8명

당 1명이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老年人口層은 시장규모면에 있어서 금후 생명보험회사

의 매우 중요한 고객집단으로 부상할 것이다. 즉, 老齡化의 進展으로 인하여 노

년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醫療關聯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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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불명 노인이나 치매성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介護關聯서비스 분야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실버시장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역할

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후 실버시장에 있어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裕福한 老齡者의

大量出現이다. 노령자는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福祉의

對象이 되는 존재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老後

生活에 대한 준비 및 年金制度의 충실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노령자가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있는 노령자의 출현으로 인하여 노령집단은 購買力이 增加하게

되어 적극적인 消費生活을 하게 될 것이므로 실버시장은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향후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실버

시장에 專門的인 情報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特化된 募集組織을 육성하여

실버시장의 니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中年世代

中年世代란 해방전후에 출생한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계층으로서,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여 金錢的으로 餘裕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이 계층은

기업이나 사회에 대하여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세대이다.

이 계층은 금전적 여유를 바탕으로 消費에 積極性을 띠게 되므로 소비의 牽引

車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 중년세대시장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계층은 금후 실버세대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老後生活準備

를 위한 니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年金

保險市場이 擴大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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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생명보험회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

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 新世代

신세대란 1970년대 전후에 출생한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계층으로

서, 고도경제성장기에 출생하여 豊足한 時代에 성장한 세대를 말한다. 이 계층은

사회인이 되려고 하거나 사회초년생인 젊은 세대로서 消費市場에 본격적으로 참

여하기 시작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은 보험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인

식의 증가와 危險保障欲求의 증가로 인하여 생명보험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제7차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의하면, <그림2- 1>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

반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生命保險加入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4년의 생명보험가입율을 年齡別로 살펴보면, 30대가 65.3%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20대가 58.8%로서 두 번째로 높은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생

명보험가입율의 1991년 대비 成長率을 살펴보면 30대가 42.0%의 증가율을 나타

내고 있는데 비하여 20대는 126.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新世代들의

생명보험가입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세대는 금후 경제적 여유를 늘리면서 結婚에 대비한 보험의 수요자

가 될 것이며, 또한 결혼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貯蓄과 保障에 대한 보험이나

子女의 敎育에 대비한 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세대들은 생명보험시장을 규모면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새

로운 希望市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신세대들은 기존의 세대들과는 달리 보험에 대한 理解와 肯定的 認識이

높을 뿐만 아니라 危險保障에 대한 欲求가 강하기 때문에, 모집인의 방문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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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의해서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保險商品

을 比較 檢討하여 스스로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험료가 경제적이고 저렴하

거나 가입절차가 단순한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림2- 1> 家口主 年齡別 生命保險加入率

70
%

1991년

1994년65.3
60

58.8

50 53.1

46.0
40

37.7

30 31.829.7
26.0

20
18.116.7

10

0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자료 : 1995년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1995. 4

이와 같은 소비자의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화는 생명보험회사의 商品開發 및

販賣方法에 커다란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가 이들 계층

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個個人을 對象으로 하

는 個別化되고 差別化된 상품 및 판매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 情 報 化 社 會 의 發 展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일반적으로 情報化 社會라고 한다. 정보화사회는 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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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지, 라디오, T V , 전화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보급 및 컴퓨터 보급의 증가

로 인하여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通信技術의 發達로 인하여 다

양한 뉴미디어가 개발됨으로써 향후 정보화 사회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및

P C通信 市場이 擴大·發展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진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용 컴퓨터 普及率을 살펴보면, 1993년까지는 일반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가 170만대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1년 동안에

120만대가 판매됨으로써 1995년 현재 대도시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이 60%에 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이나 P C통신을 이용한 通信

販賣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케

이블T V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케이블T V를 통한 통신판매도 새로운 판매채널로

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의 발전은 생명보험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생명보험회사는 業務의 電算化를 통하여 人件費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通信販賣의 발전으

로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간 알기 어려운 상품 (不知財) 또는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시각에서 대

량의 人的 販賣組織을 앞세워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마치 정석으로 인

식되었던 생명보험시장이 소비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생명보험에 대

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우편, 전화, 인터

넷이나 P C통신 및 케이블T V 등과 같은 通信媒體를 이용한 販賣를 가능하게 함

으로써, 기존의 生命保險 販賣方式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 케이블T V 등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

- 19 -



는 생명보험모집에 소요되는 經費를 節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保

險料가 低廉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고객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

사들에 의하여 우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안내 및 판매가 시도

되고 있다.

라 . 金 利 選 好意 識 의 高 調

<표2- 8> 의 금융기관별 예금비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는 金利自由化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金利競爭 深化와 국민들의 金利選好意識의

고조로 인하여 금융기관간의 預金占有比率이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간의 預金比率을 比較해 보면, 예금이 통화금

융기관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38.5%대

61.5%였던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간의 예금비율이, 통화금융기관의 예

금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1995년에는 27.8%대 72.2%로 비통화금융기

관의 예금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金融機關別 預金比率을 살펴보면, 통화금융기관인 銀行의 경우는 매년

예금비율이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투자금융·종합금융·투자신탁·증권금

융 등의 投資機關과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체신예금·새마을금고 등의

貯蓄機關과 같은 비통화금융기관의 경우는 매년 예금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비통화금융기관인 生命保險의 경우는 반대로 전체예금에서 차지하는

예금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1년에 13.8%였던 생명보험

의 예금비율이 1995년에는 11.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金利選好意識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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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8> 金融機關別 預金比率

(단위 : 십억원, %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통화
금융
기관

일반은행 59,494.9 23.2 63,060.4 20.3 66,395.4 17.7 80,149.0 17.3 110,335.4 19.9
특수은행 39,013.0 15.3 44,186.1 14.2 49,336.4 13.1 55,041.1 11.9 43,800.7 7.9
소 계 98,507.9 38.5 107,246.5 34.5 115,731.8 30.8 135,190.1 29.2 154,136.1 27.8

비통
화

금융
기관

개발기관 1,417.5 0.5 1,601.0 0.5 1,586.2 0.4 1,712.2 0.4 1,815.5 0.3
투자기관 39,178.7 15.3 49,232.5 15.8 64,624.3 17.2 79,261.9 17.1 87,484.4 15.8
저축기관 80,184.8 31.3 109,255.0 35.2 144,816.2 38.5 189,843.6 41.0 243,106.8 43.8
보
험

생보 35,316.0 13.8 41,687.5 13.4 47,032.1 12.5 53,936.9 11.6 65,098.9 11.7
체신 1,526.2 0.6 1,785.6 0.6 2,080.5 0.6 2,665.2 0.6 3,512.4 0.6
소계 36,844.2 14.4 43,474.9 14.0 49,114.3 13.1 56,603.8 12.2 68,612.6 12.3

소 계 157,624.7 61.5 203,563.5 65.5 260,141.1 69.2 327,421.5 70.8 401,019.3 72.2
합 계 256,132.6 100.0 310,810.0 100.0 375,872.9 100.0 462,611.6 100.0 555,155.4 100.0

주1 :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2 : 특수은행은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농업협

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3 : 개발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4 : 투자기관은 투자금융, 종합금융, 투자신탁, 한국증권금융회사

5 : 저축기관은 상호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은행신탁, 체신예금,

새마을금고

6 : 보험기관은 생명보험회사, 농협의 국민생명공제, 체신보험

7 :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준비금+준비금충당금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각년도

이와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선호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대량 이동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자유화가 진

전될수록 價格競爭力面에서 더욱 不利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

보험회사들은 높은 금리선호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니드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타금융기관보다 金利面이나 서비스面에서 競爭優位를 確保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1 -



3 . 經濟的 環境變化

가 . 所 得 水 準의 向 上

우리나라의 勤勞者家口當 月平均 所得水準을 살펴보면, <표2- 9> 에 나타나 있

는 바와 같이 1991년에 1,158만 6천원이었던 家計所得이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

하여 1995년에는 1,911만 1천원으로, 4년동안에 무려 64.5%나 증가하였다. 또한

家計支出도 가계소득의 상승에 비례하여 1991년의 859만원에서 1995년에는

1,409만 1천원으로 64.0%나 증가하였다.

<표2- 9> 勤勞者家口當 月平均 家計收支

(단위 : 천원, % )

구분 가계소득 가계지출 소득- 지출

년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1 1,158.6 22.8 859.0 18.8 299.6 36.0
1992 1,356.1 17.0 1,007.7 17.3 348.4 16.3
1993 1,477.8 9.0 1,105.5 9.7 372.3 6.9
1994 1,701.3 15.1 1,264.0 14.3 437.3 17.5
1995 1,911.1 12.3 1,409.1 11.5 502.0 14.8

자료 : 한국주요경제지표, 통계청, 1996. 9

이와 같이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지출수준도 증가하고 있으나, 所得과 支出

의 增加率을 비교해 보면 가계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이 16.2%인데 비하여 가계지

출은 16.0%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소득의 증가율이 지출의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양자의 차액을

살펴보면, 1991년에 299만 6천원이었던 차액이 1995년의 502만원으로, 연평균

16.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구당 餘裕資金이 매년 꾸

준히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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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假處分所得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유자금의 투자와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餘裕資金의 投資와 老後生活保障을 위한 準備로 인하여 생명

보험시장이 확대될 것이지만,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생명보험회사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에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 金 利 自 由化 의 進 展

우리나라의 금융업계는 金利自由化로 인하여 동일 금융기관간뿐만 아니라, 은

행을 중심으로 한 통화금융기관과 증권, 투신, 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통화

금융기관간의 金利競爭이 激化되고 있다.

<표2- 10>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金利自由化計劃에 따라, 1991

년 하반기부터 제1단계 금리자유화, 1993년 하반기부터 제2단계 금리자유화,

1994년부터 제3단계 금리자유화 및 1996년 이후부터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段階

的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되면 국내 금융기관의 여

신 및 수신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與·受信 金利를 둘러싼 금융기관간의 경

쟁은 점차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금리자유화의 진행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收益率 競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금융기관이나 금

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므로 家計의 實情에 맞추어

보다 收益性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의 본래기능인 保障機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事業費部分을 최대한으

로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金利를 保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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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0> 金利自由化 推進計劃 및 自由化內容

구분 자유화계획 자유화내용 실시시기

제1단계 수신 CD, 거액RP 등
단기시장성 수
신상품

-은행권 : CD, 거액RP, 거액상업어음 및 거액
무역어음 일반매출, 3년 만기 정기예금 등

-제2금융권 : CP, 3년이상 예금 등(신용금고는
2년)

'91.11.21
시행

여신 당좌대출, 상업
어음할인 등 단
기여신

-은행권 :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연체대출이
자

-제2금융권 : 상업어음할인(신탁, 신용금고, 보
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 등(투금)

채권 2년이상 회사채 - 2년이상 회사채

제2단계 수신 2년이상 정기예
금 및 3년이상
정기적금 등

-은행권 : 2년이상 정기예금, 3년이상 적금 등
-제2금융권 : 2년이상예금, 3년이상적금 등(신
용금고는 1년이상예금 및 2년이상적금 등)

93.11. 1
시행

여신 재정 및 한은지
원대상 대출을
제외한 제1·2
금융권 여신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
(재정 및 한은지원대상 대출은 제외)

채권 2년미만회사채,
2년이상 금융채

- 2년미만 회사채
-금융채 및 국공채

제3단계 수신 단기시장성상품
자유화폭확대(9
4- 94),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2년미만
수신(96)

- CD, CP, RP의 최단만기 단축
-은행 표지어음발행 허용

'94. 7.18
시행

- 1년이상 2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94.12. 1
시행

- 6개월이상 1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단기시장성상품 자유화폭 추가확대

(최단만기추가단축, 최저발행금액인하)

'95. 7.24
시행

- 6개월미만 정기예금
- 1년미만 적금
-단기시장성상품의 최저발행한도 추가인하

'95.11.20
시행

여신 한은자금지원대
상 정책자금대
출(94- 95)

-한은 총액한도대출관련 자금금리를 우대금리
범위내에서 자유화

'94.12. 1
시행

-한은 총액한도대출 관련자금금리폭 변경(우
대금리이내→우대금리 가산금리)

'95. 7.24
시행

-한은 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의 범위확대
-제조업으로 국한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비제
조업까지 확대적용

'95.11.20
시행

제4단계 수신 전단계 미완료
단기수신 및 요
구불예금

미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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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市場內的 環境變化

1 . 生命保險價格 의 自由化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 표2- 11>와 같은 生命保險의 價格自由化 日程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제1단계로 豫定維持費의 자유화가 시행되었으며, 1995년 4

월부터 제2단계로 死差配當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또한 1997년 4월부터는 제3

단계로 利差配當과 豫定危險率이 자유화될 예정이며, 1998년 이후에는 제4단계

로 費差配當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子率이 자유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생명보

험 가격자유화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표2- 11>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구분
제1단계
(1994. 4)

제2단계
(1995. 4)

제3단계
(1997. 4)

제4단계
(1998 이후)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이차배당 비차배당

보 험 료 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자율

자료 :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방안, 1993. 12. 20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기존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價格競爭

體制로 轉換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생명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타 보험회사보다 價格競爭에 있어서의 優位를 確

保하기 위해서는 가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및

예정사업비율에 대한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할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商品開發政策 및 營業戰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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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産業의 國際 化·開放化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1995년 W T O체제의 출범과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인하여 國際化 및 開放化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W T 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 1월부터 經濟的 需要審査 (Econom ic Needs T est : ENT )制度

를 폐지하였으며, 국경간 거래 (Cross - border ) 許容種目을 확대하였다. 또한 1997

년 4월부터는 保險仲介人制度의 도입 및 再保險市場의 완전자유화 등이 예정되

어 있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나라 보

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험서비스

의 개선이나 保險料의 引下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

나, 보험사업자 측면에서는 선진화된 保險引受技術과 經營戰略 및 다양한 판매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外國保險會社의 진출로 인한 국내보험시장의 잠식은 국내

보험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 . 經 濟 的 需 要 審 査 (E c on om ic N e e d s T e s t : E N T )制 度 의 廢 止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新規設立에 대해서는 「전국규모의 순수내

국 생명보험회사의 허가기준」과 「지방생명보험회사 설치허가기준」에 의하여,

외국 보험사업자의 國內進出에 대해서는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과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허가 기준」 및 「합작생명

보험회사의 설립허가기준」 에 의하여 엄격하게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신규설립의 適正性 與否를 결정하는 ENT 조항이 너무 恣意

的이고 투명성이 없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정부당국은 1997년부터 ENT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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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폐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設立許可 審査基準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요건 및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요건이 완화되

고 허가심사기준의 客觀性과 透明性이 제고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신규설립 및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시장에 대한 追加進出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신규로 진출하거나 설립하는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존의 經營戰略 및 營業戰略을 재검토하

여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募集組織의 체제를 재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 국 경 간 거 래 (Cro s s - b orde r ) 許 容 種 目의 擴 大

외국의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支店 또는 子會社 등의 營業據點을 설립하지

않고 국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Cross - Border 거래가

1997년 1월부터 생명보험 전 종목, 장기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및 선박보험에

대하여 追加로 許容되었다3).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變額保險이나 유니

버셜보험 등과 같은 생명보험상품의 국내판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외 생명

보험회사간에 保險商品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외국보

험회사들이 현재 외국에서 생명보험의 판매채널로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

3) 1992년까지는 Cros s - Border 許容種目이 우리나라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

목이나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및 재보험 등으로 극히 일부종목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3년 1월부터는 輸出積荷保險, 1995년 4월부터는 輸入積荷保險 및 航空保

險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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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의한 판매 (Dir ect M ail : DM )나 전화에 의한 판매 (T ele - M arket ing : T M )

및 인터넷판매 등과 같은 低費用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를

전개할 경우에는 국내외 생명보험회사간에 保險販賣채널의 多樣化를 통한 판매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우편판매나 전화판매 및 인터넷판매와 같은 低費

用·高效率의 다양한 販賣채널을 개발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크로

스보더 판매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교포나 해외주재원 및 근로자, 해외공장의 현

지직원 등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며, 더 나아가 海外市場에 대한 進出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 獨 立 代 理店 制 度 의 擴大 實 施

우리나라는 保險市場의 對外開放과 관련하여, <표2- 12> 의 保險代理店 自由化

推進日程에 따라 복수대리점제도와 독립대리점4)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複數代理店制度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993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994년 4월에 도입되었다. 또한 1996년 4월부터 손해보험

에 대해서만 도입하였던 獨立代理店制度가 1997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으로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損害保險의 總括代理

店은 전종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다수의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生命保險의 法人代理店은 단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다

4) 獨立代理店이란 여러 개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회사

의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으로서, 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

된 별도의 보험모집조직을 말한다. 이 독립대리점은 保險契約締結權 및 保險

證券發給權을 갖고 있으나,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조건에 관한 協商權이 없으

며,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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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표2- 12> 保險代理店 自由化 推進日程

구분 1993. 4 1994. 4 1996. 4 1997. 4

형태
손해보험

복수대리점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생명보험

독립대리점

취급종목 전종목 단체보험 전종목 단체보험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회사간에 독립대리점을 통한 판매경쟁이 격

화됨으로써 독립대리점에 지급하는 手數料를 둘러싼 경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생

명보험회사의 營業收支가 惡化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리

한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는 일사전속인 募集人組織과 1개나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존의 代理店組織은 보험모집에 있어

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기존 모집조직과의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대리점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보다 特化된 상품과 差別化된 서비

스 뿐만 아니라, 顧客에 대한 정보나 最新販賣技法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독립대리점을 자사의 보험상품판매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 保 險 仲 介人 制 度 의 導入

보험중개인제도는 영국 등 외국의 보험선진국에서 발달된 보험모집조직의 한

형태로서 현재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도 보험업법에서는 保險仲介人을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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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상품 및 요율의 차별화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모집인조직

과 대리점조직 이외의 별도의 보험모집조직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한 보험중

개인제도를 최근에 도입한 복수대리점 및 독립대리점의 시장적응능력을 높인 후

에 도입한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을 그다지 서두르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保險價格自由化에 따라 보험회사와 독립

적인 지위에서 소비자에게 多樣한 商品情報를 제공하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고, 독립대리점 등 비전속 모집조직의 정착상황 등을 볼

때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與件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며, 또한 UR협상 등 국

내 보험시장개방과 관련한 각종 對外協商時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우리나

라의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온 것 등을 고려하

여 정부는 지난 1995년 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保險市場 自由化計劃 을

발표하여 1997년 4월부터 손해보험 중개인제도를, 1998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

중개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保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되면 생명보험회사의 기존모집조

직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能動的이고 效率的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보험회사의 영업전략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 상품개발, 언더라이팅기법 등

을 先進化할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대리점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旣存募集

組織을 再整備하는 동시에 보험중개인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명보험회사의 經營技法 및 營

業戰略을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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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金融産業改編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및 金融改革委員會의 設立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은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 구조개편, 업무영역의 조정, 금융기관 소유구

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金融改革政策이 급속히 推進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금융산업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의 大型化와 專門化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

며, 또한 은행·보험·증권의 分業主義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업무영역 구분

의 완화와 子會社方式에 의한 相互進出 등이 점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최근 대기업 집단의 生命保險事業 參與問題5), 생·

손보간의 第3分野 兼營問題, 국공채판매 및 주변업무 확대와 은행의 종퇴보험시

장 참여요구문제 등이 쟁점화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정책이 마무리되고 신경제 장기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보험산업의 固有業務 및 周邊業務에 대한 타금융기관의 참여시도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은행 등의 非保險 金融機關의 보험업무에 대한 참여

가 현실화될 경우 생명보험산업은 경영에 위협을 받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銀行은 막강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생명보험시장의 상

당부분을 蠶食하여 생명보험업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타금융기

관의 생명보험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多角的인 對備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5 ) 대기업집단의 生命保險市場 參與問題는, 5대 재벌기업을 제외한 10대 재벌기

업에 대해서는 1996년 5월부터 허용하였고, 5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1997년

하반기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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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競爭的 環境變化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생명보험가격의 자유화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시장을 둘러싸고 業務領域 및 境界線의 불

투명으로 인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접업계와의 경쟁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장성보험위주의 死亡保障市場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遞信生命保險이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農協生命共濟를 비롯

한 공영 생명보험공제와의 경쟁이며, 두 번째는 근년 노령화사회의 도래, 금융자

유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생명보험의 주력시장

인 生存保障市場 즉 저축성보장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이중 個人年金의 경우에는

생·손보사를 비롯하여 은행, 투신, 농·수·축협 및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

관이 참여함으로써 전 금융기관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선상에서 현재화하여 온 상해·질병·개호보

험, 이른바 第3分野 保險市場에 있어서의 경쟁이다.

가 . 死 亡 保 障市 場

사망보장시장은 生命保險 固有의 市場이라 할 수 있음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민영생명보험과 체신생명보험 및 농협생명공제, 수협생명공제 등 각종 생명보험

공제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체신생명보험이나 농협생명공제 등은 본래 민영보험과는 對象顧客層을 달리하

고 있었다. 遞信生命保險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국민의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렴하고 간편한 少額 月納保險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農協生命共濟는 농가조합원인 농민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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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능수행과 長·短期 貯蓄機能의 제공에 그 존립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계약자도 자연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신생명보험이나 농협생명공제의 경우, 新商品開發에 의한 취급상품

의 다양화, 募集人의 擴充 및 專門化, 농촌의 도시화에 의한 營業地域의 擴大 등

으로 인하여 민영보험과의 同質化 傾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협생명공제가 보장성보험은 물론이고 貯蓄性保險까지 취급하게 됨으로써 민영

생명보험업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체신생명보험은 민영생명보험과 경쟁하기 위

하여 체신보험의 補償限度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擴大함으로써 민영생명보

험시장의 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의 민영생명보험과 체신생명보험 및 농협생명공제의 생명보험관련 사업실

적 및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표2- 13> 과 같다.

<표2- 13> 生命保險 關聯事業 現況

(단위 : 백만원, % )

구분
민영생명보험 농협생명공제 체신생명보험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신
계
약
고

1991 310,673,055 97.4 6,757,183 2.1 1,715,225 0.5
1992 383,050,544 97.0 9,744,875 2.5 2,065,188 0.5
1993 453,316,972 96.6 13,421,276 2.9 2,741,668 0.6
1994 584,810,106 96.4 17,385,659 2.9 4,300,790 0.7
1995 672,925,656 96.9 17,120,159 2.5 4,473,960 0.6

보
유
계
약
고

1991 480,070,000 96.8 12,124,262 2.4 3,816,831 0.8
1992 588,839,349 96.6 16,064,713 2.6 4,458,967 0.7
1993 735,727,441 96.4 22,246,424 2.9 5,547,026 0.7
1994 956,944,025 96.2 29,643,460 3.0 7,725,003 0.8
1995 1,198,736,724 96.4 35,580,223 2.8 9,596,526 0.8

자료 : 생명보험통계년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農協生命共濟의 실적을 살펴보면, 신계약고 및 보유계약고가 생명보험 관련사

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91년에는 2.1%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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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契約高가 1994년도에는 2.9%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약간 감소한 2.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保有契約高도 1991년 생명보험 관련사업 전체에서

2.4%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3.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遞信生命保險의 경우에도 1994년도의 新契約高가 전년도에 비하여

56.9% 증가하여 생명보험 관련사업 전체에서 0.7%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0.6%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保有契約高도 1994년에는 39.3% 증가하여 0.8%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도 24.2%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점유율

은 0.8%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民營生命保險의 경우는 신계약고 및 보유계약고가 매년 조금씩

감소함에 따라 1991년에 97.4%를 차지하고 있던 신계약고의 점유율이 1994년에

는 96.4%로 감소하였으며, 보유계약고도 1991년 96.8%에서 1994년에는 96.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신계약고, 보유계약고 모두 약간 증가하여 각각

96.9% , 9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 생명보험기관의 市場占有率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민영생명보험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점점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死亡保障市場을 둘러싼 생명보험회사와

체신생명보험 및 농협생명공제 등과의 경쟁은 유사 생명보험기관의 신상품 개

발, 영업직원의 확충 및 적극적인 販賣戰略의 展開로 인하여 향후 점점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 生 存 保 障市 場

최근 金利選好意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는 은행, 신탁, 증권 및

보험 등의 영역을 초월한 競爭 또는 業務提携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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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험회사의 主力市場인 생존보장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貯蓄手段의

多樣化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금융기관이 격렬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존보장시장에 대하여 생명보험업계는 生存保險 및 個人年金保險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생존보장시장에 있어서 현재 금융기관간에 가장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個人年金分野이다. 1994년 6월에 최초로 도입된 개인연

금은, 현재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농·수

·축협, 우체국 (체신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표2- 14>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연금이 처음 도입된 1994년 6월의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은행이 전체 개인연금시장의 74.7%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은 14.4% , 투자신탁은 9.0% , 우

체국·농수축협 등 기타 기관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보험회사가 모집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연금보험의 판매를 지속

적으로 추진한 결과, 銀行의 個人年金 占有率은 매년 감소하여 1996년 6월 현재

전체 개인연금시장에서 25.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保險은 매년 점

유율이 증가하여 54.3%로 증가하였다.

<표2- 14> 金融機關別 個人年金 販賣實績

(단위 : 억원, %)

구 분
1994. 6 1994. 12 1995. 6 1995. 12 1996. 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은 행 2.033 74.7 10,957 44.0 15,199 31.3 21,435 27.4 27,011 25.0
보 험 390 14.4 8,822 35.4 22,590 46.6 39,837 50.8 58,769 54.3
투자신탁 246 9.0 4,150 16.7 8,530 17.6 13,581 17.3 17,896 16.5
기 타 52 1.9 1,147 3.9 2,.199 4.5 3,484 4.5 4,518 4.2
합 계 2.721 100.0 24,898 100.0 48,518 100.0 78,337 100.0 108,194 100.0

주 :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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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생명보험업계가 이 분야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상품 그 자체의 특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

지만, 이와 더불어 收益率의 向上 또는 附加保險料의 節減을 위하여 더 한층 노

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종합적인 생활·금융관련 서비스를 보다 널리 제

공하기 위한 業務分野의 擴大와 충실화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

이다.

다 . 第 3分 野 保 險 市 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및 개호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3분야 보험시장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共同領域으로서 생·손보간의 경쟁이 격렬해지

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제3분야 보험시장을 둘러싼 生·損保間의 競爭은 향

후 제3분야 보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傷害保險

상해보험분야는 損害保險會社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상해보

험은 일본의 全社的 統一約款을 모델로 1963년에 개발되었다.

당시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傷害保險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이 미

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에서 過當競爭이 집중적

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도입

된 상해보험은 1978년 보통상해보험, 1979년 교통상해보험의 약관정비를 통하여

大衆化의 基盤을 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는 1981년 보험업법 및 상법에 근거하여 상해보험분

야가 생·손보의 공동영역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1981년 생명보험회사도 特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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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許容됨으로써 상해보험시장에 있어서 생명

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경쟁하게 되었다.

2) 疾病保險

질병보험은 그 성격상 생명보험에 가깝기 때문에 상해보험과는 반대로 生命保

險會社에 의해 最初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78년 保險審議會는 이 질병보험이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손보사간

에 業務領域論爭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生·損保社가 兼營할 수

있는 보험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978년 5월 疾病保險을 생·손보 겸영대상보험으로 지정

하여, 생명보험회사는 定額補償을 原則으로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實損補償을 原

則으로 하지만 滿期還給金은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생·손보

사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보험시장을 둘러싼 생·손보사간

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3 ) 介護保險

개호보험은 노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증가하는 치태상태 및 意識不能狀態

에 있는 노인의 介護問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개발된 보험분야이다.

이 보험은 치매나 의식불능상태 등 被保險者가 개호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

우 이에 수반되는 제반 費用損失을 補償하는 보험으로, 사람의 人體에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損害費用 補償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가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生命保險會社가 1992년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主契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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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約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개호보험시장에 먼저 진출하였다. 그러나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는 아직 개호보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손해보험업계

에서도 개호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생·손보간의 경쟁은 개호보험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 38 -


	제2장  환경변화와 생명보험산업
	제1절 시장외적 환경변화
	1. 인구통계적 환경변화   
	2.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3. 경제적 환경변화

	제2절 시장내적 환경변화
	1. 생명보험가격의 자유화
	2. 보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3. 금융산업개편
	4. 경쟁적 환경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