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

▒ 보험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영환경으로는 M&A 등 국제보험시장 확대에 따

른 경쟁심화, 금융소비자보호를 비롯한 국제적 규제 강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디지털기술 확산 등이 있음.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기술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

한 보험영업 및 관리도 과거에 비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과거와 달리 고객들의 소비행태 및 라이프스타일 모두가 디지털 형태

의 데이터로 저장·분석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데이터와 관련 모형을 통한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보험사업 및 영업활동이 가능해짐(Pepper & Schwartz 

2012).

○아울러, 향후 미래사회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 활용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보험사업 모형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Mo 2012).

▒ 이러한 전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세계 유수의 금융그룹 및 관련 기관 최

고경영자 및 임원들은 상품 및 판매채널의 단순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플

랫폼 마련,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활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함.1)

○또한, 이들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이므로 

고객 중심적 보험판매채널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1) 보험회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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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등 비고

Robert Kerzner, CEO
LIMRA, LOMA and LL 
Global, Inc.

미래에는 서비스 및 기술 진보가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데이터 집적 
및 활용을 통한 예측 능력이 중요함

Bill Toppeta, Vice 
Chairman
Metlife

미래가치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화에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Michael Diekmann, 
Chairman of the 
Management Board
Allianz(Germany)

미래에는 디지털 사회에 맞춰 소비행태가 변함과 
동시에 상품 투명성과 판매채널의 엄격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음

Robert Burr, Head of 
Life & Health Asis, 
Managing Director
Swiss Re

미래사회는 규제강화, 고령화 사회,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발달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소비자 
지향적 경영전략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음

Koshy
Linkdeln

미래사회는 시장세분화를 통한 혁신상품 개발이 
중요할 것임

<표 Ⅰ-1> 최고경영자들의 미래 경영전략

자료: 보험회사 내부자료, 황진태(2013) 재인용.

▒ 한편,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는 저금리·저성장, 고령화의 가속

화, 2000년 이후 IT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음.

○저금리·저성장 환경으로 보험산업의 성장둔화와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

고 있는 가운데, 저가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또한, IT기술 발달로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여러 이슈로 채널환경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음.

○최근 채널 관련 주요 이슈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매수

수료 분급 확대, GA 채널 모집질서 문란, 규제당국의 민원감축 요구 등 법

규준수리스크 증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및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추진 등이 있음.



서론 11

○보험회사의 영업성과는 해당 회사의 채널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채널 관련 이슈는 보험회사 경영전략의 중요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영업의 환경변화와 관련 이슈, 각 채널별 경쟁력

과 환경변화의 영향 및 성장전망을 살펴본 후, 각 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채

널경쟁 및 멀티채널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채널경영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등 신채널이 등장하고 채널과 관련된 환경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험회사의 채널경쟁전략을 비롯해 멀티채

널전략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2)

2. 연구범위

▒ 본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관련 이슈를 살펴봄.

○본고는 보험산업 관련 거시적 환경으로 겸업화, 저금리·저성장,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LIMRA의 시장성숙도 모형을 활용한 국내 

보험시장 환경을 다룸.

○또한, 보험영업 환경변화의 경우 소비자, 상품, 규제, 기술 부문으로 구분

하여 각각의 환경변화와 관련 이슈를 논함.

▒ 또한, 채널별 경쟁력과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성장성을 전망함으로써 보험

회사의 채널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2) 정홍주(2000)가 지난 2000년경 금융 자유화와 겸업화에 따라 판매채널에 대한 보험회
사의 다양한 믹스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판매채널믹스에 
대한 연구는 부진함.



12 조사보고서 2014-4

○보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외사례를 통해 직급, 대리점, 

설계사 등 기존 판매조직과 더불어 방카슈랑스, 홈쇼핑, GA, CM, TM 등 

신규로 등장한 채널의 경쟁력을 평가함.

○또한, HP(Hodrick-Prescott) filter를 통한 주요 채널별 추세와 향후 환경변

화에 따른 이들 채널의 성장전망을 조명해봄으로써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아울러, 각 채널별 SWOT 분석을 통해 각 채널이 가지고 있는 강점 및 약

점,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협요인도 검토함.

▒ 마지막으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채널전략과 멀티채

널 전략을 제시함.

○기본적인 채널전략의 방향을 설계사 등 전통적 대면 채널은 자문 중심형 

채널로, 저비용채널인 TM, CM은 저렴한 보험료를 활용한 판매 중심형 채

널로 설정함.

○또한, 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시장

세분화 차원의 고객군 유형도 함께 제시함.

－ 아울러, 환경변화를 반영한 보험회사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전략의 경

우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함.

○보험회사 멀티채널 전략의 경우 해당 전략의 필요성과 일반원칙,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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