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채널 특징과 현황

1. 판매채널별 특징

가. 전속설계사 채널

설계사는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소비자들의 위험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이 높지 않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규제 등으로 인해 상

품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전속설계사 숫자가 보험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전속설계사 위주의 시장에서는 설계사가 소속된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 판매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보험판매의 영향력은 전속판매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전속설계사 조직 규모가 보험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나. GA 채널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보험회사들은 고비용･저효율 채널로 인식된 전속설계

사 채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1) 이때 해촉된 보험설계사들이 과거 

관계를 가졌던 보험회사에 전속대리점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설립 초기에는 전속대리

점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대리점들이 복수 보험회사 상품들을 취급하면서 지금과 

1) 1997년 40만 명 수준이던 전속설계사 수는 2000년대 초반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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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독립대리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전속설계사와 달리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500명 이상 독립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상품 판매 시 유사한 상품

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의무를 가진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

는 회사의 보험상품을 권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 등으로 인해 과거 독립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았

다. 이후 GA업계 및 설계사와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독립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비율은 전속설계사 채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락하였다.2) 독립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다양한 상품판매가 가능한 반면 전속설계사는 소속사의 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전속설계사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독립대리점의 

설계사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13. 12월 말 ’14. 12월 말 ’15. 12월 말 ’16. 12월 말 ’17. 12월 말

생보사 137,582 124,595 118,986 113,559 106,989

손보사 93,485 84,939 84,005 83,237 81,969

독립대리점 167,030 181,309 198,282 208,291 217,701

합계 398,097 390,543 401,273 405,087 406,659

<표 Ⅱ-1> 보험설계사 인력 현황

(단위: 명)

자료: 생명보험협회 제공 

과거 대규모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었으

나 독립대리점 등장으로 인해 전속설계사 채널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회사들도 보

험을 판매할 수 있는 대면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독립대리점의 

등장은 보험판매 및 보험산업 변화에 큰 의미가 있다.

2) 안철경･정인영(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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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널 특성 측면에서는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제

한적으로나마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보험회사는 독립대리점을 통해 설계사 

수 경쟁이 아닌 상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여러 상품을 취급하

는 독립대리점 설계사가 소비자 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보험회사가 대리점 

설계사의 추천을 얻기 위한 보험회사 간 수수료 경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역시 존

재한다. 따라서 독립대리점의 등장과 성장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판매 영향력이 보험회

사에서 판매조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 방카슈랑스 채널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는 2003년 허용된 이후 편

리한 접근성과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한다는 신뢰성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대출 등 

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연계상품 판매 등의 장점을 활용해 보험판매의 주요 판매채널

로 자리 잡았다.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의 점유율은 2018년 현재 계약건수 

기준으로 18.1%에 이르며,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이보다 많은 49.7%에 이른다. 방카

슈랑스 역시 GA와 마찬가지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고객에게 권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에서 소비자에게 보험판매에 대한 영향력을 보험회사

가 아닌 방카슈랑스를 운영하는 은행 혹은 증권회사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카슈랑스 직원으로부터 여러 상품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직원이 보험상품 설계를 의뢰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 자신이 속한 계열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하거나 

혹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카슈랑스 

역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3)

3) 판매자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특정 보
험회사의 점유율이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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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신판매(TM)

전화통화를 이용한 보험판매 마케팅(Telemarketing, 이하 ‘TM’이라 함)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판매채널로 도입되었다. 전속설계사 채널이 아닌 TM 채널이 등장하자 경

쟁 보험회사에 비해 전속설계사 채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던 외국계 및 

중소형 보험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TM 채널을 활용하였다. 

전속설계사 채널은 고객을 만나 보험의 상품성 및 고객의 수요와 함께 고객과 친분, 

감성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하였다. 때문에 지인 판매 등이 보험판매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TM은 아무 친분이 없는 고객에게 전화라는 제한된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보

험을 판매하여 설계사 채널에 비해 상품성과 소비자의 필요 그리고 가격이 판매에 더

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널이다. 때문에 TM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설계

사 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가 TM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매를 위한 전화를 걸 수 있는 전

화번호 즉 고객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라 함)이다. 보험회사들은 전화번호

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회사, 홈쇼핑회사 등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하 ‘DB

업체’라 함)과 제휴관계를 맺고 마케팅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판매방식으로

는 보험회사가 확보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전속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텔레마케터가 

보험을 판매하는 직영 다이렉트 판매, 그리고 TM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이 보험회사

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홈쇼핑(혹

은 DB)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홈쇼핑(혹은 DB)업체가 자체콜센터를 활용하여 보

험을 판매하고 보험회사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4) 

4) 따라서 홈쇼핑 채널은 넓은 의미의 TM 채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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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TM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

판매 방식 형태

직영 보험회사 소속 콜센터를 통한 보험판매

대리점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TM대리점이 보험판매 

홈쇼핑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홈쇼핑 회사가 보험판매

마. 온라인 채널(CM)

온라인 채널(Cyber Marketing, 이하 ‘CM’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CM)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이 상품을 권유하는 설계사 등 대면

채널 혹은 통신판매와 달리 고객 스스로가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

품을 고르며, 가입에까지 이르는 채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CM 채널의 경우 보험가

입의 모든 과정에 보험설계사 등 영업조직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특

징을 가진다. 특히 CM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인터넷 활용 및 정보탐색에 능한 사

람들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CM 판매

에서는 보장 및 가격 등을 포함한 상품경쟁력이 판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객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은 설계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고객은 좀 더 저렴한 가

격에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험회사 역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온라인(CM) 채널은 도입 초기 인터넷 확산 등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큰 성

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기 온라인(CM) 채널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 보험회사가 동일

한 상품을 채널별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속

설계사 채널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을 

온라인(CM) 채널을 활용해 기존 채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子)회사를 설립해야 했다.5) 

5) 교보생명은 온라인(CM) 전문 보험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설립하였고, 현대해상 역시 
온라인(CM) 전문 자동차보험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설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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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보험회사의 자(子)회사로 설립된 온라인 보험회사는 모(母)회사와는 분

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母)회사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자(子)회사 보

험상품의 보험료가 설계사를 활용해 보험을 판매하는 모(母)회사의 동일한 보험상품보

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현재는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채널별로 다른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험회사

들은 온라인(CM) 채널을 추가적인 채널로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온

라인전업 보험회사와 달리 CM 채널을 병행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전속설계사 채널

과의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온라인(CM)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소 한정적이다.

소비자가 보험가입의 주도권을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험판매에 있

어 비대면채널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영업전

략, 소비자 행태 그리고 규제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판매채널과 보험가입 영향력

주요 채널
보험가입 영향력

보험회사 판매조직 소비자

전속설계사 ○ - -

방카슈랑스
- ○ -

독립대리점

비대면채널 - - ○

2. 판매채널별 판매 추이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산업 초기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속설계사 채널만이 

유일한 보험판매 채널이었다.

2000년대 이후 휴대폰과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TM과 CM 채널이 도입되었다. 

이후 소비자 편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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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다양

한 판매채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순

차적으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판매채널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Ⅱ-1> 우리나라 판매채널 변천

자료: 안철경(2015)

이러한 채널의 다양화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과 결합하여 보험회사들의 판매전

략에 활용되어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에 변화를 일으켰다. 다음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채널 다변화 이전인 1997년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 수와 시장점유율은 

선형에 가까운 강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2016년에는 설계사 수와 시장점유율 

사이 상관관계가 약해진 것을 볼 수 있다.6) 이는 과거 시장을 지배하던 전속판매채널

의 소비자에 대한 보험판매에 대한 영향력이 판매채널 다변화로 인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다양한 판매채널 등장은 

보험산업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전반적인 채널 변화 방

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 소비자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은 금액기준보다 건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건수 기준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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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판매채널 다변화 전후 주요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규모와 시장점유율

                                                                        (단위: 명, %) 

주: 점유율은 초회보험료 납부자 수 기준임
자료: 보험통계연감(1997)을 활용하여 생산함

주: 점유율은 초회보험료 납부자 수 기준임
자료: 보험통계연감(2016)을 활용하여 생산함

가. 채널별 판매 추이

최근 판매채널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채널

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방카슈랑스 등 여타 채널의 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 역시 전속설계사 채널 점유율이 감소하는데 

반해 대리점 그리고 방카슈랑스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보험에 대한 사업비 규제 이후, 생손보 모두 방카슈랑스 점유율은 하락 추

세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속설계사 채널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보

험회사의 시장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대리점 형태의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

대면채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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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생명보험회사 판매형태별 연도별 점유율

                                                                             (단위: %)

주: 1) 초회보험료 기준임
     2) 방카슈랑스 보험료는 일시납 저축성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Ⅱ-4> 손해보험회사 판매형태별 연도별 점유율

                                                                             (단위: %)

주: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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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채널 판매 추이

비대면채널은 TM 채널을 위주로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틈새 상품과 소비자의 위험 

인식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성장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비대면채널의 초회보험료와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2014년 일어난 카드사 및 통신회사 개인정보 유

출사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비대면채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전체의 12%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

우 역시 규제강화가 비대면채널 성장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니즈환기와 상품설명의 필

요가 적어 가입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비대면채널 

확대가 전체 손해보험 비대면채널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2년 28.3%였던 비대면채널 점유율이 2018년에는 37.4%까지 증가하였다.

비대면채널 점유율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CM 점유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생명보

험의 경우 CM 채널 점유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2013년 0.01% 수준에서 2017년 

0.09%로 9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손해보험 역시 2010년 0.5% 수준이던 점유율이 

2017년 3.5%로 7배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CM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TM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니즈환기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필요가 적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비교 후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였

고, 이로 인해 CM 채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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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생명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1) 초회보험료 기준, 2015년 특정회사 특이값은 제외함
     2) 2013년은 FY에서 CY로 기준년도가 변경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을 반영함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을 재구성함

<그림 Ⅱ-6> 생명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초회보험료 기준, 2015년 특정회사 특이값은 제외함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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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손해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1) 원수보험료 기준임
     2) 2013년은 FY에서 CY로 기준년도가 변경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을 반영함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을 재구성함

<그림 Ⅱ-8> 손해보험회사 비대면채널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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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통계연감(각 연도)을 재구성함

3. 채널 관련 이슈

가. 설계사 고연령화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적으로 고령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설계사 직종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설계사들 역시 고령화 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 고령화가 

여타 직종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철경･정인영

(2018a)의 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설계사의 평균연령은 46.4세로 금융 및 보험업의 

39세, 전 산업평균 41.5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연령화 속도에서 역시 

전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세 증가한 데 반해, 설계사는 

4.3세가 증가하였다. 이는 보험회사 및 대리점이 대면판매채널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유치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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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단위: 세)

자료: 안철경･정인영(2018a)

<그림 Ⅱ-11> 산업별 근로자 연령 분포(2016년)
(단위: %)

자료: 안철경･정인영(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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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수료 규제

정부와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조직에 대한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정

책을 발표하였다.7) 수수료체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첫해 모집조

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년간 납입할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

급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대면채널에 대한 초년도 수수료가 제한될 경우 수수료 지

급을 통한 보험판매 확대전략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를 2~3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설계사 수수료 지급방

식을 명확하게 하는 규제 역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부담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집조직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설계사 채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설계사 사회보험

사회 변화에 따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사 4대 보험 적용 움직임 역시 대

면채널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설계사들

은 이미 당연가입대상자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역시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발

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

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앞선 사회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설계사

를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8. 1),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
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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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법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산재
보험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2016. 6. 30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사유로 제한 →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2016. 8. 12 상동

자유한국당
하태경 의원

2016. 9. 1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되, 사업주가 ‘보험업’에 따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추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2016. 11. 3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자료: 정원석(2019)

이러한 설계사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는 보험회사의 사업주 보험료 납입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017년 전속설계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기

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명보험회사가 3,334억 원, 손해보험회사가 2,119억 원을 부담

하여 총 5,453억 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독립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할 경우 4,237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보험업계 전체로는 연간 

9,539억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은 보험회사가 전속설

계사 채널을 유지･확대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분 요율2)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총 수수료
1)

- 3,972,650,702 2,451,725,366 6,424,376,068 

고용보험 0.80 31,781,206  19,613,803 51,395,009 

산재보험 0.75 29,794,880 18,387,940 48,182,821

국민연금 4.50 132,644,793 87,998,193 220,642,986

건강보험3)
3.23 139,236,362 85,929,860 225,166,222 

장기요양4)
8.51 10,919,744 6,739,131 17,658,875

계 - 333,457,240 211,929,796 545,387,036 

주: 1) 2017년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의 총 설계사 수수료임
2) 보험료율은 2019년 근로자보험료를 가정함
3)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수치임 
4) 건강보험료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함

자료: 정원석(2019)

<표 Ⅱ-5> 사회보험 확대 적용 시 보험회사 예상 비용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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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변화

판매채널을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온

라인(CM) 채널 등 비대면채널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보험가

입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

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판매채널 등이 등장하면 지금까

지 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성 및 설명의무 등에서 해결되지 않던 여러 기술적

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비대면채널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소비자 변화

소비자의 변화는 보험판매채널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보

험소비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환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판매채널의 주된 기능이었다. 하지만 현

재는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스스로 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채널의 위험환기 및 해결책 제공 기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낮아졌다. 

특히 레니얼 세대로 통칭되는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전자기

기를 통한 대화를 선호하며, 기술을 활용한 검색에 능해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한 

후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나은 선택을 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를 경우 현재 대면채널 위주의 보험판매 행태는 큰 변화

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시도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대의 경우 절반을 넘으며, 30대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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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사용한 보험가입 시도 경험 연령별 비율

자료: 금융소비자연구실(2019)

바. 대면채널의 한계

1) 비교불가

새로운 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등장할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보험가입 시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는 소비자가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채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될 것

이다. 하지만 대면채널은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구조적 한계

앞서 언급한 대로 수수료 규제, 설계사 사회보험 확대적용, 설계사 인력 고령화 등 

지금까지 보험판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설계사 채널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계사는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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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에 소속되는 것을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비

전속채널(독립대리점, 방카슈랑스 등)이 선호될 것이다. 따라서 비전속채널인 독립대

리점과 방카슈랑스의 성장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판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 구조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레니얼 

세대 등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설계사의 추천을 믿지 

못하게 되어 설계사를 활용한 보험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게임이론

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분석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계사가 한 명인 경우

설계사가 한 명인 경우 상품추천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객은 

필요가 큰 보험상품과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이 있으며, 한편 설계사가 보험모집 시 수

당이 높은 보험상품과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Ⅱ-6> 설계사･고객 상호작용

구분
고객

필요성 큼 필요성 작음

설계사
수당 높음 A B

수당 낮음 C D

고객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과거) 설계사가 수당이 높은 상품을 추천 

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큰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모두 설계사의 권유

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A, B)가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합리적인 경우(현재, 미래) 소비자는 설계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당이 높은 

보험을 권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보험가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우려가 큰 경우에는 설계사가 고객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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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는 수수료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필요가 큰 상품을 추천(A, C)

하는 것이 설계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여러 명의 설계사가 존재해 보험모집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설계사들은 다른 설계사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나) 설계사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하지만 보수체계가 특정 상품판매에 유리한 환경에서 설계사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에는 설계사 간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정확한 상품추천이 불가능하다.8) 이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설계사는 두 명이 존재하며 각 설계사는 자

기이익에 부합하는 상품(가격이 비싸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과 고객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가격이 저렴하고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권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행동에 

따른 보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두 명의 설계사가 모두 자기 이익에 따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은 숫자의 고객이 보

험에 가입해 각각 7씩의 보수를 얻는다. 반면, 두 명의 설계사 모두가 고객의 이익에 우

선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 각각 9의 보수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설계사는 자기이익(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또 다른 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

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하는 설계사 덕분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설계사가 혜택을 보

게 되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한 설계사는 6만큼의 보수를, 자기 이익

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한 설계사는 10의 보수를 얻게 된다. 이를 보수행렬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경우 설계사 A, B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은 두 설계

사 모두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8) Chung and Harbaugh(2019)는 시장에서 일부 판매자가 특정상품 판매를 선호하여 편향된 
추천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판매자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편향된 상품 추천하게 되는 
것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증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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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설계사 간의 상호작용

구분
설계사 B

자기이익 고객이익

설계사A
자기이익 7, 7 10, 6

고객이익 6, 10 9, 9

주: (a, b) 중 앞쪽 숫자는 설계사 A의 보수 뒤쪽 숫자는 설계사 B의 보수임

이는 설계사의 경쟁으로 인해 설계사 개인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

하는 것이 설계사 집단 전체의 이익을 최대로 하지만 한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행동

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결국 고객의 이익보다는 설계사 자신의 이

익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이러한 설계사들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고 설계사의 상품

추천을 믿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설계사들의 편향된 정보전달과 전략적 행동에 대한 지

식이 있는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대면채널의 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사가 일정한 요율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 판매자는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보

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설계사 채널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하

는 대리점 채널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설계사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시하는 채널이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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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환기하여 보험의 필요를 알려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

던 전속설계사 채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채널 환경에서는 보험가입의 주도

권이 소비자보다는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설계

사 조직의 규모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규모 설계사 조직을 가진 대형보험회

사가 시장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판매채널이 다양화 되면서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더 

많은 보험판매를 위해 독립대리점 혹은 방카슈랑스를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

에 대한 보험판매 영향력은 판매조직으로 이전되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고령화, 수수료 규제, 설계사 사회보험 등의 이슈들은 앞으로 보험사

의 대면채널 활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소비자의 변화

와 변화한 소비자가 쉽게 보험을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발달은 비대

면채널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보험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변화하고 기술이 뒷받침된다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소비자와 산업이 그 효용을 

누리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앞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채널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미래 채널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