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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협요인 인식별 분석

1. 위협요인 인식에 따른 그룹화

[위협요인 인식] 보험회사 CEO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상품, 채널, 자산운용 전략, 대응방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각 보험회사의 산업 내 포지션과 영업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코로나 이후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필연적으로 상품, 채널, 자산운용 전략, 대응방안에 대한 

차이를 야기함

[인식 차이에 따른 그룹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위협요인은 크게 ‘보험수요 감소’(A그룹), ‘투자수익 

감소’(B그룹),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경쟁자 출현’(C그룹) 등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짐

A그룹은 국내 중소형사와 일부 대형사로 이루어졌고 B그룹은 외국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C그룹은 대형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 경영 전략

[기회요인] C그룹은 대부분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를 기회요인으로 인식하였고, A그룹과 

B그룹은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 ‘보험시장 재편’ 등을 

기회요인으로 인식함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C그룹이 대부분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를 기회요인으로 대답한 것은 주목할 점임

A그룹은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 ‘보험시장 재편’을 

고르게 기회요인으로 선택한 반면, B그룹은 상대적으로 ‘보험시장 재편’에 대한 비중이 낮았고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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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전략] 모든 그룹이 비대면채널 성장 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나 B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속설계사 및 GA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A그룹의 경우 비대면채널의 성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품 전략] 모든 그룹에서 ‘건강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을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으나, 

A그룹의 ‘건강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 선호도가 특히 높았고, C그룹은 사망보험을, 

B그룹은 변액보험을 추가적으로 선호함

[자산운용 전략]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C그룹의 장기채권 및 해외투자, 대체투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경우 예상과 달리 

B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C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3. 경영 및 정책 과제

[장·단기 경영과제] 장·단기 경영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그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정책과제] 정책과제의 경우 A그룹은 주로 ‘판매채널 규제 정비’,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개혁’을 선정한 반면, B그룹의 경우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 ‘재무건전성 제도 완화/연착륙’ 등을 선정함

A그룹은 주로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채널 규제 정비’,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를 

정책과제로 꼽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인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규제 개혁’도 요구함

B그룹은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재무건전성 제도 완화/연착륙’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