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환경변화에 따른 채널별 성장전망

1. 환경변화와 채널선택 기준

가. 소비자 관점

▒ 소비자 관점에서 본 보험판매채널의 선택기준은 기본적으로 보험가격과 자

문서비스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군은 크게 보험가격에 민감한 고객군과 재무설계와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고객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가격 민감 고객군은 주로 젊은층으로 인터넷에 능숙하고 가격비

교사이트를 자주 찾는 소비자들에 해당함.

－ 자문서비스 중시 고객군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로 볼 수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변할 수 있는데, 소비

자의 채널선택 기준에 입각하여 채널수요를 살펴봄.

○예를 들어, 우선 저성장의 경우 비대면 채널이, 고령화의 경우 대면 채널

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저성장 기조가 전망되고 있으

며, 이 경우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저비용 채널인 비대면 채널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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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일본에서도 금융위기 직후 경기침체로 저가 보장성 상품이 소비

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바 있음.7)

○한편,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로 전술한 바와 같이 연금과 건강보험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 고능률화

된 설계사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공급자적 위치에서의 단순한 상품 판매보다는 소비자의 노후생활 대

비를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장기적 재무설계가 가능할 수준이어야 할 

것임.

－ 앞서 언급된 Berlin & Wellborn(2008)의 LIMRA 보고서에서도 시장이 

성숙될수록 소비자는 대리인 채널에 대해 재무설계 관련 조언 및 지식 

능력에 대해 보다 강한 니즈를 가지게 되므로 이들 대리인에 대한 훈

련 및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저금리 상황에 주식시장이 활황일 경우 변액보험의 성장 가능성

이 크므로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판매에 적합한 설계사 채널도 성

장할 것으로 보임.

나. 보험회사 관점

▒ 보험회사 관점에서 본 채널선택 기준은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을 포함한 해

당 채널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후술되겠지만 보험회사 관점의 채널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채널별 경쟁

력 평가항목으로는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능력, 계약유지능

력, 비용경제성, 전문성 등을 들 수 있음.

○또 다른 채널선택 기준인 판매채널의 성장 가능성은 소비자의 인구구조와 

7) 아이오이생명은 2008년 12~15% 인하된 보험료를 통해 2009년 3월 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80%를 상회하는 매출액 증가를, 아메리카패밀리생명과 오릭스생명은 통신판매
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저가 종신의료보험에서 좋은 호응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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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니즈, 규제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전

망이 될 것임.

▒ 한편, 보험개발원(2013)의 채널별 손익분석에 따르면 설계사 채널의 수익성

과 성장 기여도가 타 채널과의 비교 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설계사 채널의 사업비 집행률이 타 채널에 비해 낮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는 높은 예정신계약비로 인한 비차익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성장 기여도도 설계사 채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로 인해 전속설계사 채널 기반이 강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당연히 자사의 

전속설계사 채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유인이 강할 것임.

구분 
예정신계약비 사업비집행률 RBC

비율 
성장

기여도 비일시납 일시납 비일시납 일시납 

설계사 9.0배 

5.0%

 78%
  68%

124% 87%p 

대리점 7.8배  96%   9%   5%p 

비대면 7.6배 107%   73% 134%   3%p 

방카슈랑스 2.5배 3.5%  91% 105%  37%   6%p 

<표 Ⅲ-1> 판매채널별 사업비집행률, 건전성, 성장기여도 

주: 1) RBC비율은 향후 10차년도 추정치임.
         2) 성장기여도는 1년간 판매된 신계약을 근거로 향후 50년간 기업가치 증가분을 2.35조 원을 

추정했을 때 산출된 수치임.
자료: 보험개발원(2013), 판매채널별 손익구조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내부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 및 보험영업 관련 환경변화는 보

험회사의 채널전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저금리·저성장 환경으로 저축성보다는 저가 보장성 상품 판매에 보다 역

점을 두는 방식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부분적으로나마 조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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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금

리경쟁력을 가질 것이나, 전반적인 공시이율 하락 시 해당 상품 자체

에 대한 수요 축소 가능성도 있음.

－ 실제 저가 상품의 경우 설계사들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높지 않을 

것이므로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이 크지 않음.

○또한, IT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한 채널을 구축하거나, 

기존 대면 채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직간접적으

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유인이 큼.

○반면,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과 수수료 분급 확대(안) 등은 대면 채널

에 위협적인 요인이므로, 이러한 제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이에 대

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채널조정은 불가피할 것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보험회사의 법

규준수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채널

의 경우 해당 리스크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실 정도에 따라 타 채널로의 점

진적인 대체 가능성도 존재함.

2. 채널별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한편, 본 연구는 개별 판매채널에 대한 경쟁력과 환경변화에 따른 채널의 성

장성이 향후 어떠할 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보험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문조사함.

○이에 2013년 하반기 국내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의 전략·상품개발·영업

부서 소속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8)

○설문방식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조사였으며, 인터넷 조사가 어려운 

대상자들은 별도로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여 데이터화함.

8)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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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조사 결과

▒ 채널별 경쟁력을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속대면이 65.2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GA 등 비전속대면(57.7점), 방카(50.0점) 순이었으며 마트슈랑

스는 41.9점으로 6개 판매채널 중 최하위를 기록함.9)

▒ 대면 채널은 주로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력에서, 인터넷 채널은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비용경제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전속설계사의 경우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능력, 계약유지능

력, 전문성 정도 5개 항목 모두에서 60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비용경제

성에서 50점 이하를 기록함.

○비전속대면(GA)의 경우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능력 등 3개 항

목에서 모두 60점 이상을 기록한 반면, 계약유지능력과 비용경제성에서 

50점 이하를 나타냄.

○방카슈랑스의 경우 60점을 넘는 항목이 고객접근력 1개 항목에 불과해 계

약유지능력, 정보제공력, 전문성 정도 등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인터넷 채널의 경우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비용경제성 측면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 계약유인능력, 계약유지능력, 전문성 정도에

서는 50점 이하를 기록해 계약유지 및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통신판매와 마트슈랑스는 60점 이상을 기록한 평가항목이 전무함.

9) 각 평가항목 중 고객접근력은 잠재적 고객에 쉽게 접근하고 친숙할 수 있는 정도, 정
보제공력은 상품정보를 신속·정확·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도, 계약유지능력은 
계약 후 보험계약자 관리 및 서비스의 철저함 정도, 비용경제성은 판매채널 비용의 
저렴한 정도를 의미함(자세한 내용은 정홍주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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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

접근력
정보

제공력
계약

유인력
계약

유지력
비용

경제성
전문성 
정도

평균
점수

전속
대면

73.4 68.1 77.9 69.5 41.1 63.9 65.7

비전속
대면

62.8 60.0 66.4 45.1 47.4 55.5 56.2 

방카
슈랑스

68.1 45.1 54.4 35.8 52.2 40.7 49.4 

인터넷 66.1 60.0 43.4 37.8 60.0 42.2 51.6 

통신
판매

54.0 44.7 46.9 35.2 57.8 41.8 46.7 

마트
슈랑스

58.4 37.0 38.3 29.7 47.4 34.1 40.8 

<표 Ⅲ-2> 평가항목별 종합점수
(단위: 100점 만점) 

질문: 각 채널별로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낮음’ 1점, ‘매우 높음’ 5점으
로 1~5점을 평가해 주십시오(평가항목: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능력, 계약유지능
력, 비용경제성), 정홍주(2000) 참조.

주: 판매채널별 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
산 후 평균한 결과임.

▒ 평가항목별 판매채널의 경쟁력을 순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속대면 채

널의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경제성은 인

터넷 채널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순위로 본 채널별 경쟁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전속설계사의 경우 전반적

으로 경쟁력이 높으나, 비용경제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고

비용 채널이라는 인식이 강함.

－ 반면, 전속설계사 채널만이 계약유지능력에서 유일하게 70점에 가까

운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에 의한 계약유지가 

가장 유효함을 의미함.

○한편, 인터넷 채널의 경우 비용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접근 및 정보제공 능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채널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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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고객

접근력
정보

제공력
계약

유인력
계약

유지력
비용

경제성
전문성 
정도

1
전속
대면
(73.4)

전속
대면
(68.1)

전속
대면
(77.9)

전속
대면
(69.5)

인터넷
(60.0)

전속
대면
(63.9)

2
방카

슈랑스
(68.1)

비전속
대면
(60.0)

비전속
대면
(66.4)

비전속
대면
(45.1)

통신
판매
(57.8)

비전속
대면
(55.5)

3
인터넷
(66.1)

인터넷
(60.0)

방카
슈랑스
(54.4)

인터넷
(37.8)

방카
슈랑스
(52.2)

인터넷
(42.2)

4
비전속
대면
(62.8)

방카
슈랑스
(45.1)

통신
판매
(46.9)

방카
슈랑스
(35.8)

비전속
대면
(47.4)

통신
판매
(41.8)

5
마트

슈랑스
(58.4)

통신
판매
(44.7)

인터넷
(43.4)

통신
판매
(35.2)

마트
슈랑스
(47.4)

방카
슈랑스
(40.7)

6
통신
판매
(54.0)

마트
슈랑스
(37.0)

마트
슈랑스
(38.3)

마트
슈랑스
(29.7)

전속
대면
(41.1)

마트
슈랑스
(34.1)

평균 63.8 52.5 54.6 54.6 51.0 46.4

<표 Ⅲ-3> 판매채널의 주요 평가항목별 순위 및 종합점수
(단위: 100점 만점)

질문: 각 채널별로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낮음’ 1점, ‘매우 높음’ 5점으
로 1~5점을 평가해 주십시오(평가항목 :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능력, 계약유지능
력, 비용경제성), 정홍주(2000) 참조.

주: 판매채널별 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
산 후 평균한 결과임.

▒ 향후 대안채널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생·손보 전문

가 모두 대면 채널 규제, IT기술 발달이 향후 채널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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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사 중소형 외자계 전체 대형사 중소형 외자계 전체

대면 채널에 대한 정
부규제 강화 및 정부
시책의 변화

4.24 4.21 3.95 4.13 3.71 3.76 3.91 3.76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 및 인터넷뱅킹
의 가속화

4.05 4.00 4.00 4.01 3.94 4.16 4.18 4.06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소비자 니즈 
변화

3.67 3.67 3.36 3.57 3.32 3.56 3.18 3.39 

저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상품포
트폴리오 변화

3.71 3.58 3.50 3.60 3.24 3.60 3.18 3.36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 등 새로운 보험
상품의 등장

3.43 3.42 3.41 3.42 3.15 3.32 3.27 3.23 

<표 Ⅲ-4> 대안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질문: 대안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요소가 대안채널의 
성장(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매우 낮음=1점, 매우 
높음=5점), 정홍주(2000) 참조.

○생명보험업계의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대면 채널에 대한 정부규제강화 

및 정부시책의 변화(업계 평균 4.13점)를 가장 큰 환경변화 요인으로 꼽음.

－ 대형사(4.24점)와 중소형사(4.21점)는 대면 채널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와 정부시책의 변화를 가장 큰 환경요인으로 꼽은 반면, 외자계(4.00

점)는 IT기술 발달 및 인터넷 뱅킹의 가속화를 가장 큰 환경요인으로 

꼽음.

－ 고령화의 진전, 저금리, 하이브리드 상품 등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자계 모두 3.41~3.71점 사이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줌.

○손해보험업계의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IT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뱅킹의 

가속화(업계 평균 4.06점)를 가장 큰 환경변화 요인으로 꼽음.

－ 그 다음으로는 대형사(3.71점), 중소형사(3.76점), 외자계(3.91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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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채널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및 정부시책의 변화를 중요한 환경변

화 요인으로 꼽음.

▒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한 채널별 성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보험전문

가들은 비전속대면(GA)과 인터넷 채널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함.

○환경변화에 대한 질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

률, 인터넷 보험판매 등 보험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정부의 정책변

화에 대한 것임.

○이러한 발생 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해 보험전문가들은 인터넷 채널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GA 채널의 성장 가능성을 

꼽음.

－ 이들 전문가들은 ‘인터넷(CM) 판매 비중이 현재보다 20% 이상 증가한

다’는 표현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기준 시 평균 생명보험 3.6점, 손해

보험 3.5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 GA 채널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도 평균 이상이었는데, GA 채널의 성장성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동 채널의 경우 주로 특정 금융회

사에 전속되지 않고 고객을 위한 객관적 상품 추천 및 투자조언이 가능함

을 장점으로 꼽음.

－ 반면, GA 채널 성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주

로 GA 채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낮은 전문성이 지적됨.

○한편, 전속대면 채널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데, 그 

주된 이유로는 비대면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점증적인 선호와 설계사 채

널의 고비용 구조를 듦.

－ 반면, 전속대면 채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진 일부 전문가들은 전속

설계사의 정보전달능력과 푸쉬(push)마케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듦.



환경변화에 따른 채널별 성장전망 37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사 중소형 외자계 전체 대형사 중소형 외자계 전체 

전속대면 2.7 2.5 2.4 2.5 2.4 2.6 1.8 2.4 

비전속
대면(GA) 

3.1 3.5 3.1 3.3 3.3 3.1 2.0 3.0 

방카
슈랑스 

3.4 3.3 2.8 3.1 2.4 2.6 1.8 2.4 

통신판매 2.7 2.2 2.2 2.4 2.3 3.2 2.9 2.7 

홈쇼핑 2.7 2.5 2.4 2.5 2.7 3.0 2.4 2.7 

마트
슈랑스 

2.7 2.3 2.1 2.3 2.2 2.4 1.7 2.2 

인터넷 3.8 3.6 3.4 3.6 3.4 3.8 3.0 3.5 

<표 Ⅲ-5> 환경변화를 감안한 판매채널별 성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질문: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수근로자고용직특별법, 인터넷 보험판매 등 보험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정부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에 대한 전망으로 귀사가 소속한 보험업
계의 판매채널 구조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채널의 비중이 현재보다 20% 이상 증
가한다(매우 낮음=1점, 매우 높음=5점), 정홍주(2000) 참조.

나. 해외에서의 판매채널별 평가

▒ 한편, 유럽의 보험그룹인 Ageas는 5개 주요 판매채널(중개사, 대리점, 제휴판

매, 은행(방카슈랑스), 인터넷)의 장단점을 6개 평가항목(서비스/자문, 상품

의 복잡성, 가격민감도, 고객응대속도, 브랜드의 중요도, 보험회사의 통제력 

행사)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함.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중개사를 일단 논외로 

한다면, 남은 4개 채널 중 대리점 채널이 가장 복잡한 상품과 고객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점을 가짐.

－ 반면, 가격민감도 수준이 낮고 고객응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인터넷 채널의 경우 대리점 채널과는 반대로 가격민감도와 고객응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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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보험회사가 통제하기 쉬운 장점을 가진 반면, 

복잡한 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남.

○방카슈랑스 채널도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복잡한 보험상품

에 대한 재무설계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남.

순위
서비스/
자문

상품의 
복잡성

가격 민감도 고객응대속도
브랜드 
중요도

보험회사
정보

통제력

1 중개사 중개사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2 대리점 대리점 중개사
은행

(방카슈랑스)
소매업체/
제휴판매

대리점

3

소매업체/
제휴판매 
(affinity  
group)

소매업체/
제휴판매 

(마트슈랑스)

은행
(방카슈랑스)

대리점
은행

(방카슈랑스)
은행

(방카슈랑스)

4
은행

(방카슈랑스)
은행

(방카슈랑스)
대리점

소매업체/
제휴판매

대리점
소매업체/
제휴판매

5 인터넷 인터넷
소매업체/
제휴판매

중개사 중개사 중개사

<표 Ⅲ-6> 판매채널별 장단점에 대한 조사 결과

주: 1순위는 강함, 5순위로 갈수록 약함. 
자료: De Smet, B.(2012), "The future of distribution of strategies", Ageas Insurance Strategy Europe, 

발표자료,  p. 5.

▒ 여기서 해외사례에 해당하는 보험금융그룹 Ageas의 조사결과는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채널별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리하면,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고객을 위한 자문서비스가 중요할 경우는 

대면 채널이, 보험가격과 고객응대 속도 또는 가입 편의성이 중요할 경우 

인터넷 채널이 보다 적합한 채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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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별 환경변화의 영향과 성장전망

가. HP(Hodrick-Prescott) filter를 활용한 채널별 추세분석

▒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HP filter를 이용하여  각 채널별 비중 추

세를 분리해낼 수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계열자료에 해당하는 설계사, 대리점, 방카

슈랑스 등의 채널이 거수한 보험료 실적을 HP filter를 통해 해당 순환변동

치(cyclical component)를 제거함으로써 각 채널의 실적 관련 추세(trend 

component)를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실적 추세를 활용하여 각 채널의 비중 추세도 구할 수 있음.

○ HP filter의 경우 시계열자료인     와 관련하여 아래 식에 주어져 

있는 승수 에 대해 추세성분 와 순환변동성분 를 분해해내는 방법임.

－ 여기서 연도별 자료는 에 6.25, 분기별 자료는 1,600, 월별 자료는 

129,600을 할당하는 것이 일반적임(Hodrick & Prescott 1997; Ravn & 

Uhlig 2002).

－ 본 연구의 경우 각 채널별 보험료 실적이 분기별 자료이므로 동 승수에 

1,600을 할당하여 추세를 구함.


  argmin 





  



   
  

  

 

           






▒ HP filter를 통해 구한 채널의 실적 비중 추세(trend)를 살펴보면, 생·손보 모

두 2000년 이후 설계사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방카

슈랑스 채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실적 비중의 증가

세가 2007년 이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설계사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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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급감함.

－ 생명보험의 경우 채널별 실적 기준으로 초회보험료를 사용함에 따라 그 

비중의 변화가 다소 민감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원수보험료 기준인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설계사 채널의 비중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리점의 비중도 2003년 이후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채널별 실적 자료와 함께 HP filter를 통해 구해진 채널별 비중 추세가 함의하

는 점은 결국 설계사 채널의 비중 감소, 방카슈랑스의 비중 증가로 볼 수 있

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종류의 환경

적 변화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자료의 시계열 과정을 통해 

본 결론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방카슈랑스의 경우 추가적 규제완화 이슈인 방카룰(25%) 

완화, 4단계 방카슈랑스 허용 등이 금융업권 간 갈등, 구속성 보험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 발생으로 인해 그 시행이 여의치 않은 만큼 과

거 자료가 보여주는 채널 비중의 증가 속도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는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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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HP Filter를 통한 채널별 실적 비중 추세

  

주: 1) HP filter 승수 에 1,600을 사용함.
     2)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인 한편, 방카슈랑스는 2003년 8월 30

일에 도입됨.
자료: 보험동향 각호,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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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변화가 미치는 채널별 영향과 성장전망

1) 전속대면 채널10)

▒ 이러한 시계열분석 결과와 함께 앞서 언급하였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전속설계사 채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채널전략이 수

립되어야 할 수도 있음.

○전속설계사 채널은 보험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전속설계사 기반이 강한 보험회사의 경우 

동 채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채널환경으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성 인정, 수수료 분급 확대,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규제

가 도입된다면 전속대면 채널의 활용도를 낮추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저능률 설계사들의 

해촉이 예상되며, 이 경우 해촉된 설계사들은 설계사로서의 직업을 그

만두거나 GA 채널로 이직하게 될 것임.

－ 또한, 수수료 분급 확대가 시행될 경우 전속, 비전속 설계사 모두 이직 

가능성이 있어 그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도입 시 전속설계사의 법규

준수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GA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도 있음.

▒ 다가올 사회경제 및 규제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속설계사 채널은 점차 

판매 중심보다는 자문 중심형 채널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설계사들의 고능률화가 중요함.

10) 엄밀한 의미에서 전속대면 채널은 전속설계사 외에도 전속대리점을 포함하나, 논의
의 편의상 전속설계사 위주로 설명함에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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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의 고능률화 필요조건으로 설계사들의 고객지향적 태도가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설계사와 모집집단을 평가하기 위한 고객

지향성 지표 개발이 요구됨(안철경·권오경 2009).

－ 고객지향성 지표를 산출하는 구성요소로 ① 적응성(고객니즈,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매방식), ② 고객관계성, ③ 판매 후 서비스(보상 및 유

지), ④ 업무프로세스(업무처리 시 결속력), ⑤ 고객응대 시 판매신념

(고객니즈 적합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모집인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고

능률 설계사(전문FP) 양성 차원의 선발 및 채용, 수당 및 보상체계,11)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할 것임.

－ 신문식(2005)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사 채널의 비효율성을 줄이면

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 선별채용, 교육훈련 시 전문

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중요할 것임.

－ 미국과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전속채널의 고능률화 방안으로 자

문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 

시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학력 등의 자격을 전속요건으로, 자격증 취득 

등을 승급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한편, 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해서는 수당체계와 교육프로그램 개선 외에

도 설계사 정착률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장기근무자 또

는 우수설계사 우대제도 및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고충상담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2)

11)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에 의거 위촉계약서 체결 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수금 실적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받음. 그리고 현
재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설계사 고능률화를 위한 수당체계(예, 메트라이프의 
아너스클럽 등)와 교육프로그램(예, 교보생명의 재무설계과정, VIP 마케팅과정, 최고
경영자과정 등)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12) 사실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채용된 이후 초기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판매능력 습득을 통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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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 내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독립채널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속채
널의 고능률화를 추진함.13)

  ○ MetLife의 경우 전속채널의 구조개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전속대리인 선별기준을 4년제 대졸 출신 이상으로 강화하고, 정착률 부진 점

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선별기준을 적용함.
  ○ 한편, Northwestern Mutual은 양질의 고능률 전속대리인(전속 GA) 위주의 채널

을 운영함.
      － 인턴쉽 프로그램 제도를 활용하여 고능률 대리인을 육성하였고, 이를 통한 

양질의 계약 확보가 가능해져 자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영업 경쟁력을 확
보함.

※ 일본

▒ 푸르덴셜생명과 소니생명14) 등은 대도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세일즈 
업무를 위해 고능률 컨설팅 조직을 주력채널로 운영하고 있음.

  ○ 소니생명은 일본 최초로 라이프플래너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객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호평 속
에 급성장함.

  ○ 또한, 소니생명은 재무설계사 자격취득을 승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이
프플래너가 지사장 및 영업소장을 포함해 4,500여 명이 있는데, 이 중 AFP, CFP 
자격자가 2,000여 명에 달함.15)

▒ 제일생명의 경우 FP자격을 비롯해 회사가 규정한 일정한 자격증 취득을 어시스
턴트 매니저 승격요건 중 하나로 하는 방법을 통해 FP 프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전문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장기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근속과 업무실적을 기반으로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설계사들의 경로관리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임(안철경 외 

2011).

<사례> 전속채널 고능률화를 위한 실행방안

13) 안철경·권오경(2010),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보험연구원.

14) 전자제품 제조사로 유명한 소니그룹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은 보험으로 Sony Life가 
2012년 기준으로 그룹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함.

15) 김선호(2011), ｢일본 금융사의 FP 활용｣,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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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험설계사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성설계사 위주의 영업이 여

전히 지속되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에서 고능률 설계사 조직 구축이 용이하지

는 않음.

○최근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해 남성 및 고학

력자 중심인 별도의 채널조직 구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들의 실적부진

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동 조직을 폐쇄하

거나 축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능률 설계사 조직 구축은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일부 부유계층을 제외하고 자문문화가 성숙되

어 있지 않은 편임.

－ 그러나 향후 변액보험 외에도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성 상품이 개발

되고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고능률 설계사 양성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

2) 독립채널(GA 설계사, 방카슈랑스 등)16)

▒ GA 설계사 채널은 금융겸업화 추세 속에 보험상품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

화될 것이므로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커 보임.

○독립채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고객 중심의 재무설계 및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함.

○그러나 동 채널의 경우 최근 전환 및 경유계약 등을 통한 보험계약 집중 

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당초 독립채널의 등장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

16) 사실 GA 채널과 방카슈랑스는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조
직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채널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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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17)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시장 내 경쟁이 사회적 후생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는 지적이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시장이 경쟁적인 반면, 전략적 행위가 가

능한 채널(예, 독립채널)이 시장에 존재할 경우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확보경쟁으로 해당 채널의 판매수수료만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전진 2012).

▒ 독립채널, 특히 GA 채널은 전속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자문 중심 채널로 발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할 것임.

○ GA 설계사들의 경우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

와 재무설계가 가능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히 고수수료 위주 상품판매에 의존하기보다 전문적인 자문서비

스와 고객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재무설계로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GA와 방카슈랑스 등과 같은 독립채널이 제도 도입 시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GA 채널의 경우 전술한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자본 

및 유동성 규제, 특히 대형 GA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

임원칙, 특정 보험회사와의 집중 거래 제한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양면시장 이론이 적용되는 예로 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모두 고객으
로 하는 판매채널이 해당되며, 또 다른 예로 스마트폰 사용자와 앱 개발자를 고객으
로 하는 스마트폰 운영체계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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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구속성 보

험계약(‘꺾기’)과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보험회사의 리베이트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3) 신채널(TM, CM 등)

▒ 저성장 기조와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 등 기술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향후 인

터넷 성장 모멘텀이 클 것으로 예상됨.

○보험시장이 성숙하여 보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IT기술

이 발달하면서 점차 저비용 채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IT기술 발달로 보험상품에 대한 편리한 설명, 고객반응 대기시간 감소, 

동시다발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짐.

○특히, 인터넷 채널의 경우 이미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있

으며, 최근 생명보험에서도 인터넷 채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 Swiss Re가 실시한 아시아지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IFA와 인터넷 채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임.

○보험대리인(또는 설계사)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감소 추세

에 있음.

○인터넷 채널의 경우 종전까지는 40~50대와 60대에 모두에서 선호된 적이 

없었으나, 향후 1년이 지나면 40~50대 중 12%, 60대 중 6%에 해당하는 응

답자들이 동 채널에 대해 선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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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아시아지역 소비자의 보험판매채널 선호도

자료: Swiss Re(2012), Consumer Health Research Survey 2012, Cook, D.(2013), Global Insurance 
Distribution Current Conditions and Outlook for Changing Trends, Swiss Re, 재구성.

▒ 한편, Mo(2012)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고객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구

매에 대해 그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구매가 보다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채널의 최대 강점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종이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paperless & cashless) 프로세스로 저렴한 보험상품 공급과 고객들의 

실시간 구매가 가능한 가입편의성에 있음.

－ 이러한 실시간 구매를 위해서는 상품 견적, 구매, 언더라이팅 과정이 

표준화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신채널은 설계사 채널의 모집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채널은 설계사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큰 어

려움없이 비교 가능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체결에도 유용한 도구로 활

용됨.

▒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Facebook, LinkedIn, Twitter, Google+ 등 소셜(모바

일)미디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한 채널전략도 중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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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황진태·박선영 2013).

○실제 해외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수된 고객정보를 바

탕으로 보험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18)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교차 및 상향판매(cross-selling & up-selling)가 가능

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중요한 영업전략에 해당됨.

<사례> 소셜(모바일)미디어 활용사례19)

Genialloyd(알리안츠 그룹의 이탈리아 직판 보험영업파트) 사례

－ 현재 이탈리아 직판 보험회사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 회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보험영업을 주력으로 키울 예정임.

－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는 Facebook, Twitter, 
Google+, YouTube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해 해당 보험료 수입이 
2009~2011년 사이에 매년 24.2%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산비율
(combined operating ratio)에서도 다른 경쟁사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임.

－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된 모든 질
문과 불만사항이 한 군데로 접수돼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백오피스 기능을 최적
화하는데 활용됨.

－ 예를 들어, “Super Fast Quote”는 고객들이 Facebook상에 제공된 자동차보험 가
격에 대해 “like”를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가입 링크로 넘어가며 지불시스템을 통
해 최종가입이 확정됨.

－ Facebook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4%에 해당하는 가격할인 혜택을 제
공받음.

－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서 전송하면 가입심사 관련 결과와 추천상
품 정보를 제공받는 앱도 개발됨.

18) 실제 신용카드(소비성향, 신용등급 등), 은행계좌(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등), SNS(습
관, 선호, 라이프스타일, 친구)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의 구매성향과 니즈를 파악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 필요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음(Pepper & Schwartz 

2012).

19) Capgemini & Efma(2013), World Insurance Report, p. 42; 황진태·박선영(2013), ｢글
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과 시사점｣,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보험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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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별 SWOT 분석

▒ 각 채널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요인

(opportunity) 및 위협요인(threat)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전술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대면 채널은 전문성, 계약유인 및 유지

능력이 강점인 반면, 비용경제성이 낮고 전속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약점을 가짐.

○환경적 요인으로 고령화 상품에 대한 니즈 증가는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전속대면 채널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수수료 분급, 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등 설계사 채널의 구조변화 가

능성이 존재하여 이는 전속대면 채널의 위협요인이 될 것임.

▒ 또한, 동 설문조사와 Ageas의 판매채널별 장단점 비교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전속대면 채널은 계약유인능력에서 강점을 가지나, 전속채널에 비해 낮은 

전문성, 계약유지능력, 비용경제성, 그리고 모집질서 문란에 따른 불완전판

매 가능성이 약점으로 지적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뿐 아니라 Ageas의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중개사를 제외할 경우 서비스와 자문, 복잡한 상품 

취급 부분에서 대리점이 높은 순위에 위치함.

○전속대면 채널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와 같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자문서

비스를 중시하는 소비자 패턴의 등장은 비전속대면 채널에도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반면,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는 설계사 직업에 대해 이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것임.

▒ 또한, 비대면 채널은 비용경제성과 접근 및 가입 편의성, 타 채널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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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점을 나타내었으나, 전문성, 계약유인 및 유지능력 면에서 약점을 드

러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비대면 채널(TM, CM)의 성장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보험회사의 고비

용 채널인 설계사 채널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층

이 향후 주력고객층이 되었을 경우 인터넷 채널의 성장은 기대 이상일 

수 있음.

○또한, 저비용 채널의 강점을 마케팅에 잘 활용할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채널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인터넷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해결이 인터넷 채널의 성장성

을 담보하기 위한 선행조건임.

<그림 Ⅲ-3> 판매채널별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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