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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1. 연구배경

2. 연구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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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채널은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위험에대한인식과대응방안에대한정보가부족한소비자에게위험환기와해결책을제시함

- 2000년대까지소비자와보험을연결해주는판매채널은전속설계사채널이거의유일하였음

 따라서 전속설계사 규모가 곧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였음

I.1. 연구배경

채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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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채널의역할 생명보험설계사숫자와시장점유율 1997년

(단위 : 명)

자료: 보험통계연감, 건수 기준자료: 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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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채널이 등장함

- 전화를이용한 TM, 인터넷를이용한 CM, 은행의방카슈랑스와여러상품을판매하는 GA 등장

 새로운 채널들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접할수있는 경로가 다변화됨

- 이는소비자의보험가입행태및보험시장에대한보험회사의영향력에변화를일으킴

I.1. 연구배경

다양해지는판매채널 생명보험설계사숫자와시장점유율 2016년

연도 변화 특징

2001년
직판도입

(TM, CM)
소비자에직접판매

2003년 방카슈랑스 은행의보험판매

2005년 GA활성화 판매의외주화

2014년 보험다모아 비교가능

채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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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자료: 보험통계연감,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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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 CM 중심의 비대면채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채널로 발전하고 있음

- 중국의핑안(平安)보험의경우이미 2016년부터인공지능중심의보험회사로변화를선언했음

 비대면 채널이 미래채널로 발전할 수있도록 규제방향 개선에 대한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보호와고객편의성증대및금융보험산업의경쟁력강화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I.2. 연구필요성

비대면채널진화 – 핑안 (平安) 보험사례 소비자보호와편의성증대를고려한규제모색

채널 규제 변화필요

자료: Getty Image Bank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재구성

전통적기술
(2004)

모바일기술
(2014)

인공지능
(2016)

설계사 일부 온라인 전과정 온라인 인공지능 모집

훈련 온라인 훈련 온라인 원거리 훈련 인공지능 기반 훈련

설계사관
리

일부 온라인
기반 관리

모든 관리
온라인 기반

인공지능 활용
관리

판매모델 온라인기반 판매 모바일기반 판매 인공지능 판매

서비스
컴퓨터 활용

서비스
모바일 활용
서비스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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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대면채널과규제현황

1. 판매채널 변화와 원인

2. TM 관련 규제

3. CM 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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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판매채널변화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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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결정에 대한영향력은 보험회사에서 대리점으로 그리고 소비자로 넘어가고 있음

- 과거전속설계사를보유한보험회사의영향력이가장컸음

- 대리점계약을맺고여러보험회사상품을판매하는은행과 GA 등의영향력이커지고있음

- 비대면채널확대와함께보험가입결정은소비자가주도하는시대가다가오고있음

II.1. 판매채널 변화와 원인

자료: 보험통계연감, 원수보험료 기준

보험가입에 대한영향력 변화

비대면채널점유율추이(손보) 보험가입에대한영향력

과거 현재 미래

전속채널 보험회사

대리점 판매자

비대면채널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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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

- 설계사판매시특약으로보장하던급부들은비대면채널에서저렴한주계약상품으로판매

 위험환기 및상품설명 등필요가 적은 분야에서 온라인 보험점유율 확대

- 온라인을통한자발적보험가입영역은자동차보험에서건강, 여행자, 자녀보험등으로확대되어가고있음

II.1. 판매채널 변화와 원인

자료: ShortcutsUSA(2016)

비대면채널 성장

나누어팔기 자동차와 여행자보험 비대면채널 성장 추이

자료: 보험통계연감, A 보험회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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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비계층은 정보획득에 능하고 이를바탕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세대임

- 기성품시장에서는이미고객이스스로판단하고상품을구입하고있음

- 보험시장에서도고객스스로정보를얻고가입하는것을선호함

 밀레니얼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경우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임

II.1. 판매채널 변화와 원인

소비계층 변화

스스로처리하는밀레니얼세대 - DIY 시장규모 채널별가입자연령분포

자료: Statistic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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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험통계자료집,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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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은 소비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태를 더욱강화할 것임

- 더욱정확한의사결정을내리기위해소비자들은새로운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함

- 양방향소통이가능한인공지능채널등장은복잡한상품도비대면채널로가입할수있도록할것임

 보험판매 중심이 대면채널에서 기술을 활용한 직접판매로 이동할 것임

- 따라서미래채널로발전해나가는중간단계인비대면채널(TM,CM)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필요

II.1. 판매채널 변화와 원인

기술 발전에 따른중심 채널변화

채널별특징 인공지능채널로발전

자료: 김석영 외(2017) 자료: Photo by Owen Beard on Unsplash

https://unsplash.com/@owenbeard?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artificial-intelligence-and-human?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1313

II.2. TM 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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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TM 채널은 복잡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대면채널이적용받는규제와더불어통신판매에적용되는규제를동시에적용받음

- 금융위(보험업법), 금감원(감독규정)은물론공정위그리고방통위규제까지받고있음

 관련기관이 많은만큼 다양한 행정지도가 수반되며, 이는 비대면채널의 효율성을 저해함

- 2000년 TM규제도입이후규제의기본틀을유지하며필요시마다추가되었음

II.2. TM 관련 규제

복잡한 규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제95조, 96조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 43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금융상품광고에관한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률제50조

TM 및광고

중첩된 TM 관련규제 TM 규제업데이트

내용

2000.8 모집시준수사항 최초규정

2003.1 통신판매 가이드라인통보

2003.5 통신사항 모집관련준수사항 최초규정

2006.5 모집가이드라인 시행

2006.11 통신판매 시준수사항추가규제(표준 스크립트)

2010.7
통신수단을 이용한철회/해지추가
통신판매 업무모범규준마련

2014.4 통신판매 규제강화

2016.3 해피콜제도 법규화

2018.1 불합리한 관행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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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TM 채널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통화시간이 과도하게 긴문제가 있음

- 표준스크립트를고객에게읽어주는데평균 15~20분, 상품판매를위한상담시간을포함하면 30~40분소요

- 해외는상품관련핵심내용만확인(10쪽내외)하는반면우리는부가적인확인사항이많아표준스크립트길이가약

20~40쪽에이름

 장황한 설명으로 인해소비자 피로도 증가 및집중력 저하초래

II.2. TM 관련 규제

설명의무 : 지나치게 긴설명

우리나라 TM 표준스크립트 우리나라와싱가포르스크립트항목비교

대한민국 싱가포르

정보취득경로 ● ▲(문의시)

안내장발송 ●

취약금융소비자 ●

상품설명 ● ●

건강상태고지 ● ●

결제정보 ● ●

비교안내 ●

계약체결필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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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실소유자 확인의무 (특금법 5조의 2항)

- 보험료수준이낮은보장성보험의경우자금세탁우려가적음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한일률적 중복안내

- 한번을설명하더라도고객이알아들을수있도록설명하고고객요청에따라추가설명제공필요

II.2. TM 관련 규제

설명의무 : 과도한 일률적 설명

자금세탁방지 취약금융소비자에대한안내

내용

자금
세탁
방지

• 이보험계약의 실소유자가 맞으시죠?
• ‘아니요’ 의 경우 실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말씀

해주시겠어요?
• 국적은 대한민국이신가요?
• ‘아니오’의 경우 국적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거나, 해외국가에 납세

의무가 있으신가요?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조세법상 미국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 미국이외에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가요?
• 예의 경우 해당국가 명을 말씀해주세요

내용

취약한
금융
소비자

• 고객님께 안내해 드리는 ○○○건강한치아보험Ⅴ(갱
신형)은 5년(10년)마다 갱신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수 있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 보험료 환급은 없으
나, 지급기준에 따라 (30만원)의 특약 만기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 고객님, 이해되시죠?(예)
[취약한 금융소비자는 동일한 내용을 한 번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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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문제

- 보험가입설계를위해주민번호제공동의, 안내장발송추가동의, 계약체결이행필수동의등

- 소비자입장에서길고복잡한형식상동의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음

 실효성이 적은승환계약 방지를 위한비교안내

- 신계약모집 6개월이내에소멸계약이있는경우보장내용을달리한계약에대해서도비교안내필요

- 보장내용을달리한승환계약이일어나는경우는적음 (백철, 김석영, 김헌수 2019)

II.2. TM 관련 규제

설명의무 : 중복 및필요성 낮은 설명

과도한개인정보동의 실효성적은비교안내

동의목록 동의내용

가입설계 시 주민번호 등개인정보 제공 동의

고객에 안내장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활
용동의

계약체결이행 필수 동의
개인식별정보, 보험금지급, 신용
정보원 이용 동의 등

승환계약

생존 사망 양로 변액 계

해
지
계
약

생존 1.5% 3.5% 0.7% 3.1% 8.9%

사망 2.7% 50.3% 2.6% 10.9% 66.5%

양로 0.8% 3.0% 1.5% 2.5% 7.7%

변액 1.6% 7.1% 1.0% 7.1% 16.9%

계 6.6% 63.9% 5.9% 23.6% 100%

자료: 백철, 김석영, 김헌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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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녹화방송 기준강화 제고필요

- 상대평가시보험회사가최선을다해도누군가는결국제재를받게되어불완전판매율관리유인감소

 보험을 판매 광고모델에 대한설계사 자격 규제

- 광고및방송의경우사전심의를마친것으로규제로인한소비자보호효과보다보험료상승요인으로작용

II.2. TM 관련 규제

과도한 홈쇼핑규제

채널별불완전판매율 보험가입권유시자격증보유

자료: 안철경*정인영(2018)

(단위 : %)

자료: TV 광고화면



19

19

 TM판매에 음성이외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활용한 대체 설명불가

- 보험업법시행령제43조제2항 “전화를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자는모든과정을음성녹음하고보관해야한다”

- 어플리케이션등을활용한다해도스크립트는모두읽고녹음해야함 (법령해석180144, 유권해석170281)

 다양한 매체를 판매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전달할 수있음

- 다양한매체활용은정보전달질을높임(Reeves & Hedberg 2002, Lusardi et al 2015)

II.2. TM 관련 규제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체설명 불가

대화및시각정보를 활용한 금융정보 전달 효율제고 시청각 및반응을 활용한 정보전달 예

자료:Lusard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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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강화와 기간 연장등을 생각할 수있음

- 가입단계에서는편의성을증대시키되가입이후청약철회를쉽게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2018년 65세이상고령자에대한청약철회기간이연장된이후해당연령층의청약철회가증가하였음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음

- 인공지능 STT(Sound to Text)기술등을활용해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비율등을강화

II.2. TM 관련 규제

규제완화와 사후관리 강화

TM 연령별 청약철회율 추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매 모니터링

구분 2016 2017(A) 2018 2019(B) 차이(B-A)

30~39세 9.8% 11.3% 11.1% 10.6% -0.7%

40~49세 8.8% 10.3% 10.9% 10.8% 0.5%

50~59세 10.5% 11.7% 12.8% 13.7% 2.0%

60~69세 12.1% 13.6% 15.3% 17.4% 3.8%

70~79세 16.2% 17.9% 22.0% 23.5% 5.5%

80세 이상 18.9% 18.0% 22.6% 23.1% 5.1%

평균 11.1% 12.3% 13.8% 15.1% 2.9%

자료: Persona System자료: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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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CM 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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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M 가입방식 및절차는 종이문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놓은것에 불과함

- 기술을활용한가입편의성도모는불가능함

 따라서 CM 채널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판매채널의 접목이 필요함

II.3. CM 관련 규제

종이와 다를 바없는 CM

종이와다를바없는 CM 기술과접목필요

자료: Capgemini (2019), 재구성

사람과기술의

균형과조화와

상호작용

다양한매체

를활용한양

방향소통

적절한기술

활용을통한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에적절

한활용방안

자료: Photo by Bram Naus on Unsplash

https://unsplash.com/@bramnaus?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paper-to-computer?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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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29.5 32.0 

18.0 

상품에대한설명이부족해서 가입과정이복잡해서

상세한정보제공에따른부담이있어서 보험가입을망설이는마음이있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시도한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세미만계층의경우 50% 이상이온라인보험에가입했거나가입을시도함

 CM채널에서 가입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큰이유는 가입과정이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

- 온라인보험의경우모든가입과정을스스로수행해야하나상품과가입의복잡성이큰걸림돌임

II.3. CM 관련 규제

계약의 복잡성

온라인보험가입시도비율 가입에이르지못한이유

(단위 : %)(단위 : %)

자료: 보험소비자설문조사(2019) 자료: 보험소비자설문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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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가입혹은가입시도경험있음 시도경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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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10.6 

8.8 

55.9 

자세한설명서제공 인공지능과음성및문자대화

사람과문자(채팅) 대화 사람과전화통화

 계약의 복잡성 및설명 문제를 해결해 줄수있는하이브리드 계약 허용이 필요함

- 보험가입중어려움에직면할경우사람과의전화통화를선호하는비중이 56%에달함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한 정보전달 시소비자의 정보획득능력이 크게 개선됨

- 다양한기술및매체를사용한정보전달향상을위한규제변화가필요함

II.3. CM 관련 규제

새로운 계약형태 필요

어려움을겪을시선호하는도움방법 다양한매체활용

자료: Unsplash.com, Christopher Gower 

(단위 : %)

자료: 보험소비자설문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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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역시 비대면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CM 비중이 TM보다크고빠르게성장하고있는특징을보임

 하이브리드 판매가 비대면 채널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있음

- 생보 TM을 제외한모든비대면채널에서하이브리드판매가널리활용되고있음

II.3. CM 관련 규제

중국 비대면채널 사례

중국비대면채널성장(손보-자동차제외) 중국하이브리드채널규제

자료: 중국보험협회(2017.3), “2016年财险电商市场基本情况报告”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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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채널
매체
활용

업권 채널
매체
활용

생보

TM
일부
가능

손보

TM 가능

CM 가능 CM 가능

(단위 : 억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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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래채널과규제방향



27

27

 온라인 보험 가입시전화를 통한 상품설명을 제공받고 계약을 완료하는 채널이 등장할 것임

- 이러한채널이등장할경우 TM과 CM의경계는없어지고하이브리드비대면채널로통합될것임

 기술발달에 따라비대면채널은 인공지능 등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채널로 발전할 것임

- 빠른기술변화로인해현재우리가상상하지못하던판매채널이등장할수있음

III. 미래채널과 규제 방향

미래채널 변화

하이브리드채널 중국 TM 및 CM판매생명보험회사숫자

자료: Getty images

15

30

45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M운영회사 CM운영회사

자료: CIRC, 중국보험보 재구성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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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채널은 활용이 어려움

- 감독규정및사업비부과등까지세밀한감독은판매채널과상품설계의유연성을저해함

 이러한 경직된 감독체계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채널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상품및판매행위의세밀한부분까지가해지는현재규제는빠르게변화하는소비자와기술을따라가지못함

III. 미래채널과 규제 방향

세밀한 규정중심 규제의 한계

현재세밀한규정중심규제 미래기술을활용한다양한채널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2019), 재구성자료: Photo by Mael BALLAND on Unsplash

전통적판매채널

새
로
운
형
태
의
판
매
채
널

필
요
에
기
반
을
둔
상
품

설계사 직접
채널

은행 대리점

생명

보험모집

소셜

건강 P2P

은퇴 AI

의료 건강
관리

여행 자산
관리

파트너쉽

https://unsplash.com/@mael_bld?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micro-control?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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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채널의 경우 2003년 수립된 규제체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지금의규제체계로는빠르게발전하는핀테크, 인슈어테크등새로운기술도입및활용에한계가있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비대면 채널은 원칙중심의 사후규제 적용이 필요함

- 창의적인새로운기술활용을장려하되과정을모니터링하며소비자피해가우려될경우안전장치를작동

III. 미래채널과 규제 방향

미래채널 규제 : 원칙중심의 사후규제

규정중심규제 원칙중심규제

자료: Photo by pixpoetry on Unsplash 자료: Photo by Denise Jans on Unsplash

https://unsplash.com/@blackpoetry?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control?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dmjdenis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compass?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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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및싱가포르에서 원칙중심의 사후규제를 일부도입하였음

- 규제샌드박스를통해창조적파괴형핀테크를활용공간을열어두고진행상황을면밀히관찰함

 중국은 2017년 발표한 “보험판매행위 추구관리잠정방법”에서 보험판매 사후규제 강화를 강조함

- 감독당국은소비자보호를위해현장조사를통해보험판매자에게녹음/녹화자료를요구하고위반시제재함

III. 미래채널과 규제 방향

원칙중심의 사후규제 사례

자료: FCA, UK 자료: MAS. Singapore

영국규제 샌드박스와 사후규제 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와 사후규제

The sandbox provides access to regulatory 
expertise and a set of tools to facilitate testing. The 
tools include restricted authorization, 
individual guidance, informal steers, waivers and 
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sandbox tools.

We closely overse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ests, for example by working 
with firms to agree bespoke consumer safeguards.

Depending on the experiment, MAS will provide 
the appropriate regulatory support by relaxing 
specific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prescribed by MAS, which the sandbox entity will 
otherwise be subject to, for the duration of the 
sandbox.

The sandbox will includes appropriate safeguards 
to contain the consequences of failure and 
maintain the overall safety and soundness of the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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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중심 사후규제 도입목적이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임을 명확히 할필요가 있음

- 원칙중심규제로재량권이커진감독자가문제가생기지않을것만을강조한다면더큰걸림돌이될수있음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원칙중심의 사후규제는 비대면 인바운드 채널먼저 적용을 고려

- 인바운드채널소비자들은정보를미리숙지하고접근하므로제도개편으로인한혼란발생가능성적음

- 또한새로운기술의활용가능성이높은분야역시 CM등인바운드채널임

III. 미래채널과 규제 방향

미래채널 규제 : 방향

창의적놀이공간 SandBox 개편순서

고객정보

적음 많음

기술
활용

적음
대면

아웃바운드

많음
비대면
인바운드

자료: Alexander Dummer on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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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및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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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III. 결론 및요약

결론 및 요약

• 기술변화에대응해규제가대응해나가려면원칙중심의사후규제로전환필요

- 창조적기술활용을위해해외에서는 원칙중심의사후규제를적용하는나라들이등장함

원칙중심의사후규제

• 머지않은미래에판매채널중심이인공지능채널등비대면채널로 이동할것임

- 이에대한활용및규제대응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함

미래채널대응필요

• 규제개선을통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실질적인효과를얻을수있어야함

- 규제당국은규제개선목적이기술활용, 소비자편의성제고그리고산업발전임을 명확화

- 부작용최소화를위한인바운드채널을중심으로한점진적도입검토필요

규제개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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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III. 결론 및요약

결론 및 요약

“체스게임이 그렇듯이 생명체가 맞닥뜨릴 수있는 우발적 사건이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모든

것을예상할 수는없다. 체스 프로그래머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는 생존 기계에게 생존 기술의 각론이 아

니라일반 전략이나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된다”

- The Selfish Gene 중에서

R. Do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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