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가. 소비계층의 변화

1) 밀레니얼세대의 등장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소비계층의 변화는 레니얼세대28)의 등장이다. 레니얼세

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태어난, 즉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어른

이 된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 세대는 현재(2018년 기준) 25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계

층으로 현재와 미래에 구매력 및 인구구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레니얼세대가 인구구조 측면과 경제력 및 소비 측면에서 주요한 계층으로 떠오른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중국 역시 레니얼세대의 비중이 41%와 45%로 다른 세대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 역시 레니얼세대의 비중이 39.5%로 전체 세대별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보험판매채널 및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요 소비자로 떠오를 이들 계층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8) Neill Howe, William Strauss and R. J. Matson(2000)에서 처음 정의되고 언급됨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 변화 39

<그림 Ⅲ-1> 우리나라 세대별 비중 변화(2018 VS. 2023) 

    주: 레니얼세대는 1980~2000년 출생자, X세대는 1965 ~1979년 출생자, 베이비붐세대는 1957~1964년 출생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5년 주민등록통계(한국); UN data(미국, 중국); L.POINT TREND 조사, 세대별 정의

2) 밀레니얼세대의 특징

레니얼세대는 베이비붐세대 혹은 70년대 출생한 X세대와도 확연히 다른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재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스스로 서비스를 경험하

는데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가 높은 세대이다. 예를 들면, 거주할 집을 구입하

는 것보다 쉐어하우스(Share House) 등으로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서 거주문제를 해결

하고 남는 돈으로 여행과 문화, 레저 등을 즐긴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하기보다 공유자

동차(Car Sharing)를 활용하면서 고급 수제맥주와 드립커피에 돈을 쓰는 세대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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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레니얼세대를 겨냥한 여행사를 경영하는 미국인 사업가 잭 황은 “ 레니얼

세대는 경험을 사고 추억을 간직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 즉 행복을 사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레니얼세대의 행복 추구에 대한 욕망은 한 번 사는 인생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인 ‘YOLO’(You Only Live Once), 혹은 

작지만 일상의 확실한 행복을 즐기며 살자는 삶의 경향인 ‘소확행(小確幸)’ 등으로 대

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레니얼세대의 소비행태와 가치관을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레니얼세대의 71.7%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깝지 않다고 응답했는

데, 이는 X세대 62.3%, 베이비붐세대 49.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본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레니얼세대에게는 질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Ⅲ-2> 세대별 소비행태와 가치관 설문조사 결과

             자료: 라임(2016. 11)

또한, 레니얼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

이다. US Chamber of Commerce findings에 따르면 레니얼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

해 새로운 기술을 일찍 받아들일 확률이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레니얼세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능력이 베이비붐 혹은 X세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징은 소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획득 및 

활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글(Google 2015)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레니얼세대의 정

보 획득의 경로는 텔레비전(65%)과 인터넷(59%)이 신문(24%)과 라디오(18%)를 압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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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세대별 일평균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 

다. 또한, 텍스트메시지를 주요 소통수단으로 사용하며, 레니얼세대의 80%가 휴대

폰을 잠자리 옆에 두고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레니얼세대

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평일 4.1시간, 주말 4.4시간으로 베이비붐세대의 평일 

2.4시간, 주말 2.2시간에 비해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레니얼세대에

게 휴대폰 및 모바일 인터넷은 개인과 세계를 이어주는 주요 소통수단임을 의미한다.

                   자료: 라임(2016. 11)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대에 관한 조사에서는 대다수 레니얼세대(47.9%)

가 일어나자마자 모바일 기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나타나, 레니얼

세대는 가히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계를 삶의 일부

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L.POINT(2017), Trend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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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상황

(단위: %, 복수응답)

<그림 Ⅲ-5> 사회관계망 서비스 접속빈도

(단위: %) 

      자료: 라임(2016. 11)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라 함) 접속빈도는 베이

비붐세대에서는 며칠에 한 번 접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가장 많은 반면, 

레니얼세대의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접속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라임(2016. 11)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 변화 43

이러한 행태는 레니얼세대가 직접 사람을 만나기보다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접

촉을 선호하는데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신기술의 빠른 습득을 통

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상에서 빈번해지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 및 대규모 정

보 습득은 소비행태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마케팅에서는 실제로 사람

을 대면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시지 혹은 메신저 앱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신세대를 위한 언텍트(Untact: Un+Contact) 마케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러한 언텍트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예로는 사람과의 대면 없이 매장에

서 구매와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미국의 Amazon Go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혹은 서점 등에 

키오스크(Kiosk) 등 무인화 기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 역시 사람을 직접 상대하

기 불편해하는 신세대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6> 계산대가 없는 Amazon Go 매장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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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레니얼세대의 소비

레니얼세대의 소비는 앞서 언급한 레니얼세대의 특징에 따른 소비행태를 보인

다. 먼저 레니얼세대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Experience)을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서비스의 질, 빠른 진행 그리고 합리적인 가

격을 포괄한다. 금융서비스 중 이러한 레니얼세대에 높은 사용자경험을 제공하여 

짧은 시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서비스로는 출범 5개월(165일)만에 계좌개설 고객 수 

500만 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772만 명 중 18%를 확보한 카카오뱅크

를 들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편리한 서비스, 빠른 서비스 전달 그리고 합리적은 이자

율을 제시하여 기존 은행과는 차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카

카오뱅크 고객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4.9%로 가장 많고, 20대가 28.9%로 

레니얼세대의 비중이 64%로 가장 컸으며 40대는 20%, 50대 이상은 11.9%로 나타났

다.30)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성공에는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레니얼세대의 호응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레니얼세대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세대이다. Google이 미국에서 1,000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얻기 위해 96%

가 스마트폰을 활용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해 검색엔진(Search Engine)을 활용하

는 비중은 이들 중 87%에 달했다. 따라서 상품 혹은 회사가 검색엔진상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나 상품은 이들 그룹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레니얼세대가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경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직

접 구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외에도 구매 사이트의 이용후기,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의 게시물 혹은 입소문, 지인이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 개인 SNS 평판 등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브랜드 광고 등이 상품구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

징으로, Elite Daily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레니얼세대 중 1%만이 광고로 

30) 블로터닷넷(2019. 1. 8), “카카오뱅크 가입자 500만 명 돌파” 기사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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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해당 브랜드의 신뢰도가 상승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레니얼세대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위한 정보를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통

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니얼세대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는 구매사이트의 이용후기, 블로그 혹은 입소문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 축적 방법은 충분한 사용자 후기를 확

보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으며, 정보 전달 측면에서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정보제공(광고)에 대해 이를 감안하여 평가(Discount)하고, 실제 

사용자의 편향(Unbiased)되지 않은 정보를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니얼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으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한 후 핸드폰 혹은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 소비자의 쇼핑채널 이용 행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레니얼세대의 온라인쇼

핑 이용 비중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35.6%, 컴퓨터를 이용한 PC 쇼핑이 

29.6%로 전체의 6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쇼핑채널 이용 의

향에서는 모바일 쇼핑 비중이 현재 이용 비중(35.6%)보다 높은 40.8%, 전체는 68.5%로 

현재 이용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니얼세대와 이후 세대가 베

이비붐 등 기존 소비계층을 대체하는 미래에는 온라인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이 상품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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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세대별 온·오프라인 쇼핑 이용 비중(횟수 기준)
(단위: %)

     주: 이용 비중은 레니얼세대(N=1,823), X세대(N=1,420), 베이비붐세대(N=757)의 횟수 기준임
     자료: 라임(2016. 11)

레니얼세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정보접근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이다. 실제로 정보접근능력이 높은 X세대와 레니얼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

한 이후 DIY(Do It Yourself)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경영정보업체 Statistica에 

따르면 2012년 300억 달러 수준이던 세계 DIY(Do It Yourself) 시장의 시장규모는 

2018년 43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31) 이는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 혹

은 복잡한 지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신뢰하는 브랜드 혹은 회사에 대해서는 높은 충성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3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74093/global-diy-marke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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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3%의 레니얼들이 상품을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뢰하는 회사가 공급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정보를 습득하고 신중하게 결

정을 내리고, 본인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상품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보여 60%의 응답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 혹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검색엔진, 사회관계망 등 다각도로 정보

를 축적하고 스스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상품 혹은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으

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Ⅲ-8>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스마트폰 이용 이유
(단위: %, 복수응답)

   자료: 라임(2016. 11)

나. 보험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니얼세대는 스스로를 위한 소비가 중요함에 따른 품질, 

가격, 전달 등 사용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철저하게 정보를 탐색하는 세대로 이러한 특징은 레니얼세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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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또 다른 주요 소비계층인 X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주요 정보

탐색 채널은 다른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을 나누는 후기, 블로그 및 SNS 등이 가장 중

요한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러한 정보를 탐색하고 축적하는 데 많은 

탐색비용(Search Cost)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SNS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소비행태를 통해 레니얼세대를 정의한다면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세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세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인 대면채널(설계사 및 방카슈랑스) 방식

과는 상반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금융상품은 스스로 구매하는 것과 달리 보험

상품은 설득에 의해 구매되고 있다. 그러므로 설계사는 고객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와 

해결책을 전달 및 제시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수취해 왔으나 이제 레니얼세대는 스

스로 정보와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한 세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계사 판매채널이 

제공해 온 위험에 대한 환기와 해결책의 제시, 고객의 의문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고

객응대 등의 중요성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산업의 변화 또한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고객에 대한 위험 환기와 해결책 제시가 필요 없어질 경우 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한 대면채널을 새로운 판매채널이 얼마나 빨리 대체할 것인지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보

험이기 때문에 위험 환기가 필요하지 않고, 표준화된 보험상품이므로 상품에 대한 정

보를 타인으로부터 얻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비대면채널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2년 28.3%에서 2017년 

35.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 채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4.2%에서 

2017년 15.6%로 증가하여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온라인 채널의 성장에 기

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이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

비자들은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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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호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도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비대면채

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림 Ⅲ-9>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 점유율
(단위: %) 

자료: 각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연도

연령층에 따라 레니얼세대를 위시한 젊은 세대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

험을 구입하는 행태는 미국에서도 관찰된다. Effective Coverage의 조사에 따르면 지

역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은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18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우 지역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

입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한 반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비중은 67%로 나

타났고, 30대(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역시 지역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한 반면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58%로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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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전체 자동차보험 중 온라인가입 비중

자료: Effective Coverage(https://www.effectivecoverage.com/8435/millennials-pass-on–working-with-local 
-insurance-agents/)

2. 기술의 발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혹은 보험서비스와 접목된 핀테크(Fin-tech) 혹

은 인슈어테크(Insure-tech)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보험과 관련된 새

로운 기술로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네트

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높은 성능의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 활용을 가

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새롭고 

질 높은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암호화된 인증기술인 블록체인

(Blockchain), 양자(Quantum)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 1

억 배 이상 빠른 연산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제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 등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중 판매채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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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공지능

1)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사물로서 지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2016년 3월 구글

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4대 1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컴퓨터가 경우의 수를 계

산하는 방식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가지는 바둑에서 인간의 감(感)과 직관

을 넘어설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에 승리한 이후 인공지

능이 감(感)과 직관을 가진 인간의 인지능력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급격

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보였는

데,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이전인 2011년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퀴즈를 방송프로인 ‘제퍼디(Jeopardy)’에서 74연승을 기록한 켄제닝

스(Ken Jennings)를 이김으로서 인간의 음성언어를 이해하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능력은 인간과의 상호작용 

및 양방향 응대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 여러 가지 일을 수행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해 훈련시키는 방

법 중 하나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 하고,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

공지능을 훈련시켜 실제 작업 혹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상 처리, 문자 제어, 

음성인식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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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자료: http://wiki.sys4u.co.kr/pages/viewpage.action?pageId=7767201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도 혹은 감독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해 스스

로 배울 수 있는 능력(Learning Ability)을 배양하는 기술 혹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패턴에 대한 알고리즘

을 생산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로는 이메일 필터링, 악성 소프트

웨어(코드) 감지, 광학적 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순위 매기

기(Ordering) 등을 들 수 있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연산이 가능하므로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복잡한 모델과 알고리즘을 고안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

능 사용자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어떠한 현상에 대해 반복 가능한 결과를 찾아내고 이

를 활용하여 인간이 찾기 어려운 “숨겨진 통찰력”을 발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

서 머신러닝의 방법론이 좋을수록 예측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알파고

(AlphaGo)에 적용된 심층학습(Deep Learning)기법 역시 머신러닝의 한 종류이다. 이

러한 기술들은 상품 판매 등을 위해 인간을 응대하는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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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데이터와 머신러닝

                                       자료: http://wiki.sys4u.co.kr/pages/viewpage.action?pageId=7767201

나. 빅데이터(Big Data)

1) 빅데이터 정의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크기 측면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

력을 넘는 수십테라바이트(Terabyte)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의 형

태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정형 데이터와 함께 문자, 소리, 그림 등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를 포함한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기술 측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를 포괄한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지금까지 분석이 불가능했

던 문자, 소리 혹은 그림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경제현

상에 대한 더욱 새롭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원

천은 과거 설문조사 혹은 정리된 서류처리 등 정형화된 데이터와 달리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검색기록, 대화, 사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므로 데이터의 신뢰

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의 관측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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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은 집단을 추출해 분석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이러한 특징들은 보험판매를 위한 새로운 통찰과 특징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이 필요한 용도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머신러

닝을 통해 학습 시켜야 한다. 이때 머신러닝을 실행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필요한 기술

을 인공지능에게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이세

돌 9단에게 승리한 알파고(AlphaGo)는 인간의 기보 16만 개를 딥 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스스로 바둑을 두는 방법을 학습했다. 알파고가 바둑의 기보

를 보고 바둑을 두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특정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목적에 맞는 기술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값은 더욱 정확해진

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날씨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날씨 데이터가 많을수록, 

엑스레이 혹은 초음파 등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한 진단의 경우에는 영상을 이용한 진

단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컴퓨터와 머신러닝을 통

해 습득한 기술을 소비자에게 발현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기

술, 그리고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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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데이터, 머신러닝, 서비스의 흐름 

       자료: Analytics India(https://analyticsindiamag.com/what-is-machine-learning-as-a-service-mlaas/)

다. 새로운 기술의 한계

IBM의 왓슨(Watson)과 구글의 알파고(AlphaGo)로 대변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퀴즈

게임에서 우승하고 프로기사와의 바둑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은 영역에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국의 Body Shop 

GlassAuto는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하여 자동차 사고 시 유리 파손 등에 대한 견적을 

내고 있다. 다른 기업은 차량사고 발생 시 인공지능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면책 혹

은 부책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주고 가입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고현장을 벗어나

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상

점에서 옷과 양말을 판매하는 곳까지 등장하였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곧 대신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공지능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는 도

깨비 방망이처럼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능력은 훈련된 특정 

분야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만 종합적인 사고는 할 수 없는 수준(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Level)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세계 최고 바둑프로기사를 이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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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의 바둑실력은 뛰어나지만 이러한 능력을 다른 분야에 응용해 활용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예로 회자되는 영상의학 정보 판독의 경우 역

시 특정한 질병에 대한 판독에서 성과를 낸 것일 뿐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인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간처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 수준(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Level)은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모

든 것을 알고 있는 수준(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Level)의 인공지능 출현은 

206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그림 Ⅲ-14>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 

                  자료: Tim Urban(2015); Deloitt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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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채널의 발전

앞서 언급한 새로운 기술 중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인공지능일 것으로 보인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널의 등장과 그로 인한 보험산업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인공지능 채널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가. 새로운 판매채널

앞서 언급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음성정보, 시각

정보 등 다양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보험 판매 시 권

유 대상 및 상품 추천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5G 등 고속인터넷을 활용해 고객

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어느 곳에서나 이용이 가능해 진다면 이러한 변

화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 범위 및 빈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양방향 판매채널이 활성

화될 경우 위험보장에 대한 니즈(Needs) 환기와 정보 전달을 주요 장점으로 삼아온 대

면판매채널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매채널에 인공지능을 위시한 기술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술적인 한계

(ANI 등), 고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 설계사 채널의 생

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가 고객과 상담 시 인공지능이 고객의 특성을 바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시함으로써 설계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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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보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채널 

         자료: Central Insurance Companies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여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이 AGI 혹은 ASI 수준으로 높아지고, 

소비계층이 기술 활용에 능한 세대로 교체되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경우

에는 인공지능이 직접 사람과 대화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인공지능 채널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32)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설계사를 대신해서 잠재 고객

에게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보험상품을 설명 또는 판매하여 계약까지 이르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가입 권유 및 모집은 비단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영업 창구 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형태로 구현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에 설치되어 고객과 상담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판매 채널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고객과 보험상

품에 관해서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러시아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세계 최초

32) 인공지능의 보험상품 모집행위는 보험업법 83조 ①항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 조항
에서는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者)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함.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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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테스트인 튜링 테스트(Turing Test)33)

를 통과하여 인간과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IBM의 인공지능 왓슨

(Watson)을 장착한 페퍼(Pepper)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본 은행에서 고객을 응대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휴머노이드와의 대화는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

을 제공하는 자동응답기와 유사한 기능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인공지능의 특징과 활용

현재는 인공지능의 대화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사 채널을 보완

하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현재 AIA, 라이나 등 몇몇 보험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

한 채팅 로봇(Chat-bot)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분 형태 도입 시기 적용서비스

A생명 챗봇 ’18. 6 내부영업채널 파일럿 운영

B생명 챗봇 ’18. 2 간편서비스(계약조회/가상계좌 발급)

C생명
AI 상담 ’18. 2 불완전판매 점검대상자 중 일부를 선택하여 AI가 설문 진행

챗봇 ’18. 1 메신저 플러스 친구들 기반으로 일반상담 업무 및 계약조회 등

D손보 챗봇 ’18. 4 FAQ, 상품추천, 금융플라자 및 지점위치 안내

E손보 챗봇 ’17. 6 상담원이 근무시간 외 7day 24hour 고객문의 대응

F손보 챗봇 ’16. 12 메신저 플러스 친구를 기반으로 긴급출동, 보장내용 설명 등

G손보 챗봇 ’13. 8 메신저 플러스 친구를 기반으로 계약 변경 및 마일리지 등록 등

<표 Ⅲ-1> 보험회사의 챗봇(Chat-bot) 도입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2018)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신러

닝을 통하여 대화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보험회사 Aetna가 

33) 기계(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실험으로 1950년 영국의 앨런 튜링이 제
안한 것임(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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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인공지능 상담사 Ann의 경우 응답의 정확도가 80%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고

객의 만족도 역시 높다. 또한 싱가포르의 루먼랩(LumenLab)의 경우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InsureChain을 판매하여 보험가입 및 체결에 2분, 

보험금 지급 역시 1분 만에 가능하도록 하여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제공하고 있다. 

설계사 채널의 다른 채널 대비 가장 큰 장점은 고객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그리고 전속설계사 채널 이외에 양방향 소통 능력을 가진 기존 채널은 GA와 방

카슈랑스 채널뿐이다. 그러나 GA도 주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출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카슈랑스 채널은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계사 채널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채널 중에서는 양방향 소통 능력을 

가지고 설계사 채널을 대체할 채널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6> 판매채널별 주요 특징

자료: 김석영 외(2017)

하지만 새롭게 등장할 인공지능 채널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소비

층으로 등장하는 레니얼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 채널에 비

해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한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채널은 기존 설계사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문제 역시 인공지능이 계약자에게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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