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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Re Institute의 최신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보험료는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성장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임 

• 2016년에 글로벌 보험료는 3.1% 증가함; 2015년의 4.3% 대비 
감소 

• 선진시장의 실적 둔화로 인해 2016년 생명보험료 성장률은 
2.5%로, 손해보험료 성장률은 3.7%로 둔화됨  

• 저금리 환경 및 경쟁 심화에 따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분야의 
수익성이 악화됨 

• 중국의 생명보험료 및 손해보험료가 대폭 증가했지만, 다른 
수많은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둔화된 모습을 보임 

• 이머징마켓이 글로벌 보험료 성장을 계속 견인할 것임; 
선진국에서의 경제활동 개선으로 인해 손해보험 섹터가 탄력을 
받을 것임 

• 특별 챕터: 보험업계에서 디지털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및 브로커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취리히, 2017년 7월 5일 – 2016년에 글로벌 보험료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3.1% 증가했는데,1 이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Swiss Re Institute의 최신 
시그마보고서는 분석했다. 2015년에 비해 하락한 글로벌 보험료 
성장률의 주요 원인은 선진국이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수많은 
이머징마켓의 성장률도 둔화되었다. 2015년에 4.4%를 기록했던 
글로벌 생명보험료 성장률은 2016년에 2.5%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선진시장 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이머징 지역 전반의 생명보험료가 장기 
평균의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글로벌 
보험료는 2016년에 3.7% 성장했는데 이는 이머징 마켓들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확장 및 중국의 또 한 번의 탁월한 실적에 따른 
것이다. 이머징마켓은 향후 수 년간 생명보험료의 개선을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가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손해보험료 
성장률은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시장의 탄탄한 
경제활동이 관성을 뒷받침해줄 것이다.  

                                                           

1 달리 언급하지 않은 경우, 모든 성장률 수치는 실질가치 기준임(즉, 현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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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수보험료는 2016년에 실질가치 기준으로 3.1% 성장했는데, 이는 
2015년의 4.3%에 비해 낮은 것이다.  2016년의 이러한 성장률은, 단지 
2.5%에 불과했던 글로벌 경제성장률(보험 수요의 핵심 원동력)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이다.  USD 명목가치 기준으로 글로벌 보험료는 
2.9% 증가했다. 영국과 일부 신흥 시장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명목가치 기준 성장률이 실질가치 기준 성장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섹터에서 중국의 성장엔진 가속화  
글로벌 원수 생명보험료는 2016년에 총 USD 2조 6170억에 달했는데,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5년의 4.4% 성장률에 비해 둔화된 것이지만, 10년 평균 성장률 
1.1%에 비해 여전히 높다. 중국에서의 빠른 성장에 주로 힘입은 이머징 
마켓이 여전히 글로벌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 보험료가 
17% 증가하여 10년 평균 성장률 8.4%의 두 배를 초과했다. “중국의 
생명보험 섹터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이코노미스트 Kurt Karl은 언급했다.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판매가 매우 활발했는데, 이는 금리의 추가적인 자율화, 그리고 
보장상품의 성장을 장려한 정부측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머징마켓 전반의 생명보험료 성장률은 위 수치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5.7%라는 탄탄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 선진시장의 경우 2016년에 보험료가 0.5% 감소하여, 10년간 
이어진 보험료 침체 추세가 지속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글로벌 보험료는 2016년에 3.7%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의 4.2%에 비해 낮지만 10년 평균인 2.0%에 비해서는 높다. 
이머징 마켓의 보험료 성장률은 역시 9.6%의 탄탄한 수준을 

그림 1: 글로벌 실질 직접보험료 성장률, 1980-2016. (차트를 클릭하여 sigma explorer로 이동). 

 

출처: Swiss Re Institute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http://www.sigma-explorer.com/explorer/line_bar/index_drilldown_2levels_3bars_step1_line.php?indis=rpgr&modi=total|life|nlife&regi=WOR&ex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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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으며, 10년 평균인 8.3%를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머징 
마켓의 결과는, 손해보험료가 20% 증가한 중국에 의해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의 급증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속적이지만 둔화 
중인 수요가 중국의 손해보험료 상승을 뒷받침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머징마켓 전반의 보험료 증가율은 1.7%에 그쳤다. 선진시장의 
손해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에 2.3%로 (2015년: 3.3%) 둔화되었지만, 
이는 10년 평균인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 및 
요율 하락으로 인해 모든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오세아니아 제외).  

중국, 세계 3위의 보험시장 
2000년에 중국은 총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16위 규모 시장이었다. 
2016년 총 보험료가 USD 4660억에 달한 중국은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세계 2위 규모 시장인 일본(USD 4710억)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규모이지만, 미국(USD 1조 3500억)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이다.  아래의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은 2015년부터 
세계 3위로 올라선 중국시장 성장을 추적한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6년 보험료 증가에 중국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작년의 전세계 섹터 보험료 증가율 2.5% 중에서 중국은 2.4 퍼센트 
포인트(ppt)만큼 기여했다. 기타 모든 시장들은 나머지 0.1 ppt 기여에 
그쳤다 (그림 3 참조). 손해보험의 경우, 지역별/국가별 기여도가 비교적 
균형적이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중국이 상당히 높은 보험료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선진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 글로벌 섹터 성장률 3.7% 중에서 북미와 서유럽 지역이 
종합적으로 1.8 ppt만큼 기여했으며, 중국은 1.7 ppt만큼 기여했다. 

 

  

그림 2: 지역별 총 보험료, 2016년 (차트를 클릭하여 sigma explorer로 이동). 

 

AT=오스트리아, AU=호주, BE=벨기에, CH=스위스, DK=덴마크, FI=핀란드. ID=인도네시아, NI=네덜란드, NO=노르웨이,  
LU=룩셈부르크, PL=폴란드, PT=포르투갈, RU=러시아, SE=스웨덴, SG=싱가포르, TH=태국 
출처: Swiss 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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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압박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수익성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섹터 모두 2016년에 자기자본이익률 
하락을 겪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수많은 시장의 완만한 보험료 성장률 
또한 수익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손해보험 섹터는 언더라이팅 
실적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손해보험 섹터는 
재해손실의 증가 및 전년도 손실준비금 환입 감소로 인해 지난 4년 중 
처음으로 언더라이팅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섹터 모두 충분한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 성장률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압박을 받을 전망  
이머징 마켓(특히 중국 및 인도)에 주로 힘입어 글로벌 생명보험료 
성장률이 향후 수 년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시장도 성장할 
예정이지만 그 성장률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의 성장률이 
서유럽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손해보험 성장률은 여전히 
미미할 것이며, 선진국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성장률은 북미 및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개선될 
예정이지만 서유럽 및 오세아니아에서는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머징 마켓은 탄탄한 성장을 하되 최근 수 년에 비해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할 것이며 인도가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금리를 보장하는 전통적인 저축상품을 운용하는 일은 향후에도 
생명보험사 수익성에 대한 주요 난제가 될 것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가입 증가를 위해 매력적인 
저축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생명보험사들은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전통적인 저축상품에서 생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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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아프리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및 동유럽 
 북미 
 아시아 선진국 
 오세아니아 
 전세계 
 

이머징마켓 선진시장 

출처: Swiss Re Institute. (http://www.sigma-explorer.com/tm/) 

 

그림 3: 실질 생명보험료 성장률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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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낮은 투자수익률을 감안할 때, 그리고 
소프트한 시장상황의 지속과 준비금 환입 감소로 인해 언더라이팅 
실적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판매의 지속적인 성장; 중개기관들은 살아남을 것임 
이 시그마보고서에는 보험의 디지털 판매 현황에 대한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수 년간 일부 시장에서 디지털 직접 판매 채널들이 
급증해왔다. 이와 동시에, 중개기관을 통한 전통적 보험업무의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다. 보험 판매의 디지털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변화의 속도는 시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디지털 채널은 결국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구매완료 및 판매 후 서비스를 아우르는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보험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개기관들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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