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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문제 : 경제변수와 생명보험 해지와의 관계

실업률 증가 등 경기 불황 時 생명보험계약 해지 증가 관련 기사를 한번쯤 보게 됨

→ 경제변수와 생명보험 해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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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문제 : 해지율 관리의 중요성

보험료 산출체계가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CFP) 으로 변경됨

→ 보험료 산출 기초율인 해지율 가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보험료 산출체계 비교]

구분 3이원 방식 현금흐름방식(CFP) 

산출가정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해지율(유지율), 투자수익률,
판매물량 및 판매속성 등

가정적용 보수적인 표준기초율 가정 회사별 최적가정

장점
3가지 예정기초율만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

새로운 가격요소의 적용이 가능하여
정교한 보험료 산출

단점
새로운 가격요소 적용이 불가능해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곤란함
다양한 가정이 반영되어

산출방법이 복잡합



55

Ⅰ. 연구문제 : 질문도출

Ø보험계약자는 중도에 해지 時 손실을 입게 됨에도 해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Ø해지와 경제변수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

Ø주요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Ø경제변수가 해지율 증가의 선행지표가 된다면 현재의 경제변수를 반영하여

예측된 해지율 정보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사 상품포트폴리오, 마케팅 및 고객관리

전략 등을 수립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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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분석) 방법 : 생명보험 가입 특성 조사

Ø무형의 상품

Ø미래지향적인 상품

Ø장기효용성 상품

Ø사망, 질병, 장해 등을 담보

□ 생명보험 상품 특징

Ø피보험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 많으며,

자발적인 구매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에 의한

비자발적 구입 경향이 큼

e.g 연고계약, 지인계약

Ø비자발적 수요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

Ø소득 및 지출능력의 감소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능력 감소로 이어져 해약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 생명보험 상품 가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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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분석) 방법 : 관련 연구 논문 조사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논문

긴급자금설
실업률이 증가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할 경우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증가한다는 가설

Linton(1932),
Outreville(1990),

Kuo, Tsai and Chen(2003)
Liebenberg, Carson, 

Dumm(2012),
Kiesenbauer(2012)

이자율가설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다른 금융자산 투자 대비 보험계약
유지의 기회비용이 커져 해지율이 증가한다는 가설

Kuo, Tsai and Chen(2003),
Schott(1971), 

Presando(1974),
Kuo, Tsai and Chen(2003)

인플레이션가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
해지율이 증가한다는 가설

Day and Hendershott(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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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분석) 방법 : 세부 분석 방법

F(                            )GDP 성장률, 실업률, 실질소득증가율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

=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해지율

설명변수

종속변수

Ø GDP 성장률 하락 → 보험수요 감소 → 해지율 증가

Ø실업률 증가 → 보험수요 감소 → 해지율 증가

Ø가처분 소득 감소 → 보험수요 감소 → 해지율 증가

Ø시장이자율 > 보험상품 부리이율 → 보험상품의 상대적 수익성 하락 → 해지율 증가

Ø임금상승에 비해 물가상승세 확대 → 가처분소득 감소 → 해지율 증가

□ 설명변수들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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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수집 : 세부 방법(1/2)

Ø데이터 출처 :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소득증가율

(→ e-나라지표)

실업률(→ 한국은행통계)

시장이자율(→ 국가통계포털)

Ø산출기간 : 2001년~2017년

Ø산출주기 : 연간

□ 설명변수(GDP성장률, 실업률, 실질소득증가율,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010

Ⅲ. 데이터 수집 : 세부 방법(2/2)

Ø데이터 출처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Ø산출기간 : 2001년~2017년

Ø산출주기 : 연간

Ø산출대상 : 생명보험사 개인보험 기준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별

Ø해지율 산출방법

① 건수기준 : (해약건수+효력상실건수)/

(연초보유계약건수 + 신계약건수)

② 금액기준 : (해약금액+효력상실금액)/

(연초보유계약금액 + 신계약금액)

□ 종속변수(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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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수집 : 결과(1/2) _ 설명변수

□ 설명변수 요약

변수명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실질)GDP성장률 7.4% 0.7% 3.8% 1.6%

실업률 4.0% 3.1% 3.5% 0.2%

(실질)소득증가율 4.4% 0.5% 2.2% 1.1%

시장이자율(CD유통수익률) 5.5% 1.4% 3.5% 1.3%

소비자물가상승률 4.7% 0.7% 2.6% 1.1%

□ 설명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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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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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질)GDP성장률 (실질)소득증가율 시장이자율(CD유통수익률) 소비자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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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수집 : 결과(2/2) _ 종속변수

□ 해지율 요약

산출기준 상품구분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건수기준

생존 15.2% 7.0% 10.6% 2.4%

사망 9.7% 4.8% 6.8% 1.5%

생사혼합 25.3% 10.3% 15.8% 4.6%

금액기준

생존 16.2% 7.4% 11.5% 2.4%

사망 15.8% 6.7% 10.2% 2.4%

생사혼합 22.9% 9.6% 15.3% 4.2%

□ 해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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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망 생사혼합

건수 기준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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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분석(1/5)

□ (실질)GDP 성장률과 해지율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건
수
기
준

금
액
기
준

y = 0.49x + 0.0875

0.0%

10.0%

20.0%

30.0%

0.0% 2.0% 4.0% 6.0% 8.0%

y = 1.1248x + 0.1145

0.0%

10.0%

20.0%

30.0%

0.0% 2.0% 4.0% 6.0% 8.0%

y = 0.2704x + 0.0576

0.0%

10.0%

20.0%

30.0%

0.0% 2.0% 4.0% 6.0% 8.0%

y = 0.5067x + 0.0954

0.0%

10.0%

20.0%

30.0%

0.0% 2.0% 4.0% 6.0% 8.0%

y = 1.0838x + 0.1112

0.0%

10.0%

20.0%

30.0%

0.0% 2.0% 4.0% 6.0% 8.0%

y = 0.409x + 0.086

0.0%

10.0%

20.0%

30.0%

0.0% 2.0% 4.0% 6.0% 8.0%

상관계수 : 0.33  상관계수 : 0.29  상관계수 : 0.39  

상관계수 : 0.33  상관계수 : 0.27  상관계수 : 0.41  

→ 추세선 기울기와 상관계수 분석 결과 (실질)GDP 성장률과 해지율은 (+)상관관계이며, 
생사혼합 > 생존 > 사망보험 순으로 연관성이 큼

(실질)GDP성장률

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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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분석(2/5)

□ 실업률과 해지율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건
수
기
준

금
액
기
준

y = 2.4665x + 0.0197

0.0%

10.0%

20.0%

30.0%

3.0% 3.5% 4.0%

y = 5.2545x - 0.0268

0.0%

10.0%

20.0%

30.0%

3.0% 3.5% 4.0%

y = 2.5177x - 0.0204

0.0%

10.0%

20.0%

30.0%

3.0% 3.5% 4.0%

y = 2.1407x + 0.0397

0.0%

10.0%

20.0%

30.0%

3.0% 3.5% 4.0%

y = 4.0698x + 0.0099

0.0%

10.0%

20.0%

30.0%

3.0% 3.5% 4.0%

y = 1.3414x + 0.0546

0.0%

10.0%

20.0%

30.0%

3.0% 3.5% 4.0%

상관계수 : 0.24  상관계수 : 0.39  상관계수 : 0.27  

상관계수 : 0.20  상관계수 : 0.13  상관계수 : 0.22  

→ 추세선 기울기와 상관계수 분석 결과 실업률과 해지율은 (+)상관관계이나, 
해지율 산출방식(건수 or 금액)에 따라 보험종목별 연관성은 차이가 있음

실업률

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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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분석(3/5)

□ 실질소득증가율과 해지율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건
수
기
준

금
액
기
준

y = -0.1935x + 0.165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0.2181x + 0.0638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0.4412x + 0.1261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0.3507x + 0.1635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0.1598x + 0.0996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0.2901x + 0.1144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상관계수 : △0.13  상관계수 : 0.15  상관계수 : △0.05  

→ 추세선 기울기와 상관계수 분석 결과 생존/생사혼합보험은 실질소득증가율과 해지율은
(-)상관관계이며, 사망보험은 (+)상관관계로 추세선 기울기 上 큰 변화는 없음

상관계수 : △0.19  상관계수 : 0.07  상관계수 : △0.09  

실질소득증가율

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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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분석(4/5)

□ 시장이자율과 해지율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건
수
기
준

금
액
기
준

y = 1.4702x + 0.0554

0.0%

10.0%

20.0%

30.0%

1.0% 3.0% 5.0%

y = 2.5486x + 0.0694

0.0%

10.0%

20.0%

30.0%

1.0% 3.0% 5.0%

y = 0.6228x + 0.0464

0.0%

10.0%

20.0%

30.0%

1.0% 3.0% 5.0%

y = 1.5167x + 0.0622

0.0%

10.0%

20.0%

30.0%

1.0% 3.0% 5.0%

y = 2.4106x + 0.0692

0.0%

10.0%

20.0%

30.0%

1.0% 3.0% 5.0%

y = 1.0896x + 0.0639

0.0%

10.0%

20.0%

30.0%

1.0% 3.0% 5.0%

→ 추세선 기울기와 상관계수 분석 결과 시장이자율과 해지율은 (+)상관관계이며, 
추세선 기울기 분석시 생사혼합>생존>사망보험 順, 상관계수 분석시 생존>생사혼합>사망 順

상관계수 : 0.78  상관계수 : 0.52  상관계수 : 0.71  

상관계수 : 0.80  상관계수 : 0.58  상관계수 : 0.73  

시장이자율

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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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분석(5/5)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해지율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건
수
기
준

금
액
기
준

y = 1.669x + 0.0628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2.8104x + 0.0845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0.7178x + 0.0493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1.7953x + 0.0681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2.7904x + 0.0801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y = 1.3218x + 0.0673

0.0%

10.0%

20.0%

30.0%

0.0% 1.0% 2.0% 3.0% 4.0% 5.0%

상관계수 : 0.77  상관계수 : 0.52  상관계수 : 0.68  

상관계수 : 0.82  상관계수 : 0.61  상관계수 : 0.73  

→ 추세선 기울기와 상관계수 분석 결과 시장이자율과 해지율은 (+)상관관계이며, 
추세선 기울기는 생사혼합>생존>사망보험 順, 상관계수는 생존>생사혼합>사망 順으로
시장이자율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

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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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문제/질문평가 : 해지율과 경제변수와의 연관성은?(1/2)

산출기준 상품구분 GDP성장률 실업률 실질소득증가율 시장이자율
소비자

물가상승률

건수기준

생존 0.49 2.46 △ 0.29 1.47 1.67

사망 0.27 2.52 0.22 0.62 0.72

생사혼합 1.12 5.25 △ 1.93 2.55 2.81

금액기준

생존 0.51 2.14 △ 0.44 1.52 1.80

사망 0.41 1.34 0.16 1.09 1.32

생사혼합 1.08 4.07 △ 0.35 2.41 2.79

건수+금액
평균

생존 0.50 2.30 △ 0.37 1.50 1.74

사망 0.34 1.93 0.19 0.86 2.04

생사혼합 1.10 4.66 △ 1.14 2.48 2.80

[ 추세선 기울기 ]

Ø 각 경제변수별 해지율의 영향도는 생사혼합 > 생존 > 사망보험 順임

Ø 사망보험을 제외한 생존/생사혼합보험의 해지율은 실질소득증가율과 반대방향으로

GDP성장률, 실업률, 시장이자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해지율 증가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남

□ 추세선 기울기 기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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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문제/질문평가 : 해지율과 경제변수와의 연관성은?(2/2)

□ 상관계수 기준 분석 결과

산출기준 상품구분 GDP성장률 실업률 실질소득증가율 시장이자율
소비자

물가상승률

건수기준

생존 0.33 0.24 △0.13 0.78 0.77

사망 0.29 0.39 0.15 0.52 0.52

생사혼합 0.39 0.27 △0.05 0.71 0.68

금액기준

생존 0.33 0.21 △0.19 0.80 0.82

사망 0.27 0.13 0.07 0.58 0.61

생사혼합 0.41 0.23 △0.09 0.73 0.73

건수+금액
평균

생존 0.33 0.23 △0.16 0.79 0.79

사망 0.28 0.26 0.11 0.55 0.57

생사혼합 0.40 0.25 △0.07 0.72 0.71

[ 상관계수 기준 ] 

Ø 실업률을 제외한 각 경제별수별 해지율의 영향도는 (생사혼합 <> 생존) > 사망보험 順이며,

실업률의 경우 해지율 영향도는 사망보험이 가장 높으나, 3개 상품군 모두 비슷한 수준임

Ø 사망보험을 제외한 생존/생사혼합보험의 해지율은 실질소득증가율과 반대방향으로

그 외 경제변수는 상품군과 상관없이 해지율 증가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남

Ø 시장이자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해지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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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및 향후 과제

Ø생명보험 종류별 해지율과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상이함

- 생존/생사혼합보험의 해지율은 경제변수 변동에 민감하나, 사망보험의 경우 덜 민감함

Ø특히, 실업률, 시장이자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최근 경제적 상황하에서

유지율 관리를 위해서는 상품군별 차별화된 보유계약관리 및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생존/생사혼합보험은 해지율 증가가 예상 → 보유계약 Retention 전략 및 해지 방어책 마련

- 해지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사망보험 비중은 확대

□ 시사점

Ø생명보험 종류를 세분화하여 변액보험(종신, 저축, 연금)에 대한 해지율 분석 및

생명보험사별 세분화(대형3사, 중형사, 소형사, 외자계 등)한 해지율 분석

Ø데이터 산출기간 확대

□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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