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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 결과

1.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제의 향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록 그림 1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한국 경제의 향방

주: (기타) 금융시장은 V자형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실물경제는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 높음

2.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그림 2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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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위협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그림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협요인

주: (기타) 고객니즈 변화에 부적절한 대응, 보험산업 정책 부재 및 이에 따른 단기적 시각의 출혈 경쟁 격화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기회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그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회요인

주: (기타) 국민의 위생관념 변화에 따른 보험청구의 선진화 및 리스크 인식에 따른 보험 수요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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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로 인해 현 수준의 방역(생활방역)이 지속될 경우 대면채널의 판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록 그림 5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채널의 판매 전망

6. 코로나19가 비대면채널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부록 그림 6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채널의 영향

주: (기타) 중폭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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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귀사에서 가장 성장시켜야 하는 채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그림 7 향후 성장시켜야 하는 채널

주: (기타) 디지털 플랫폼, Untact Mobile 

8-1. (생명보험사 CEO 대상 질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점적으로 판매할 생명보험 상품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선택)

부록 그림 8-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명보험 주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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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손해보험사 CEO 대상 질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점적으로 판매할 손해보험 상품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선택)

부록 그림 8-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손해보험 주력 상품

9. 향후 귀사의 자산운용 전략은 무엇입니까? 

부록 그림 9-1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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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9-2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전체)

10.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선택)

부록 그림 10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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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선택)

부록 그림 11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고령화, 기후변화, 전염병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기타)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 개선 등  

12.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선택)

부록 그림 1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과제

주: (보장 확대) 고령화, 기후변화, 전염병 등에 대비한 보장 확대

   (기타) 장기적 내재가치에 기반한 투명 경영 확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