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환경변화에 따른 판매채널전략

1. 보험회사의 채널경쟁전략

▒ 보험회사 채널경쟁전략의 경우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함.

○전술한 바와 같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보험시장과 금융산업 겸업화 

추세로 보험회사 및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채널 관련 경쟁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장세분화를 통한 고객군 유형을 

살펴보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각 보험회사 유형별 채널경영전략을 

제시함.

－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시 고정비용 상쇄로 수익성도 제고될 수 

있으므로 동 지표를 채널경영전략의 기준으로 함.

가. 시장세분화

▒ 시장세분화 차원에서 Sandquist & McFarland(2013)는 보험상품 가입고객 유

형을 가격 민감형, 온라인 실속형, 신 전통형, 자문 추구형, 사회적 독립형으

로 나누어 설문조사함.20)

20) 2012년 미국 개인보장성 보험 가입고객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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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형

평가
영역

가격
민감형

온라인 
실속형

신 전통형
자문 

추구형
사회적 
독립형

구매자 
관련

구매자
가치

가격
속도

고객접점 
비차별성

자문
서비스 질

상품의 
다양성

채널
선호도

채널
이용도

온라인 온라인 에이전트 멀티채널 멀티채널

정보
보험회사 
웹사이트 
검색엔진

보험회사 
웹사이트 
콜센터
에그리
게이터1)

에이전트
보험회사 
웹사이트

보험회사 
웹사이트 
검색엔진
콜센터

소비자단체

자문

에이전트 
소비자단체

에그리
게이터1)

에이전트 
소비자단체

에이전트
에이전트 

소비자단체
에이전트

보험계약 
체결

온라인 
에이전트

온라인
에이전트

에이전트
온라인

에이전트
에이전트 
온라인

보험료 
지불

보험회사
웹사이트 

온라인뱅킹

보험회사 
웹사이트

메일, 
온라인뱅킹,
보험회사
웹사이트

보험회사 
웹사이트, 
온라인 
뱅킹

보험회사 
웹사이트,
온라인 
뱅킹

충성도

계약유지
기간

7년 6.5년 8년 7.5년 7년

보험회사
변경계획

27% 29% 18% 27% 23%

인구 
구성비

성별 여성(52%) 여성(51%) 남성(57%) 남성(50%) 여성(52%)

18~24세 12% 15% 17% 14% 14%

25~54세 59% 55% 45% 55% 55%

55세 이상 29% 30% 38% 31% 31%

<표 Ⅳ-1> 고객유형 및 고객세분화에 따른 채널전략 평가

주: 1) 영국의 에그리게이터(aggregator)는 보험 관련 비교견적사이트로 보험회사로부터 고정수
수료를 받고 보험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영국의 에그리게이터 
회사로는 Gocompare, Moneysupermarket, Confused, Comparethemarket, Tescocompare 등이 
있음.

자료: Sandquist, E.J. and G.D. McFarland(2013), The Digital Insurer: Accenture US Personal-Lines 
Insurance Consumer Survey, Accenture, p. 8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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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민감형은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시하는 고객군으로 다른 고객군보다 

25~54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보험료 납입방법에 있어서

도 온라인 뱅킹을 선호함.

○온라인 실속형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고객군으로 가격 민감형 

고객군보다 10~2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고객유지 기간이 6.5년으로 

고객 충성도가 다른 고객군에 비해 약한 특징을 보임.

○신 전통형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우선시하는 고객군으로 다른 고객군보

다 남성고객들이 다수이면서 고객충성도가 높고 55세 이상 고령층이 상대

적으로 많은 특성이 있어 보험대리인과의 관계 지속 시 계약유지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음.

○자문 추구형은 자문서비스의 질을 우선시하는 고객군으로 남성의 비중이 

절반가량 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문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특징이 있음.

○사회적 독립형은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고객군으로 다양한 채

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며, 상품의 질과 서비스에 따라 구매변경 의사가 

높아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6가지(상품/서비스의 질, 상품의 다양성, 자문, 신속성, 계약체결, 가격) 선택

기준으로 본 고객유형별 상대적 중요도는 아래와 같음.

○우선 보험료(가격)에 대한 중요도는 모든 고객유형에 걸쳐 25%를 상회함.

－ 특히, 가격 민감형의 경우 61%가 보험료 수준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또한, 신 전통형과 사회적 독립형도 보험료 수준이 각각 45%, 30%의 

중요도로 뽑아 보험가격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나타남.

○온라인 실속형의 경우 응답자 중 37%가 계약체결의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꼽음.

○한편, 자문 추구형의 경우에는 응답자 중 26%가 자문서비스의 이용 가능

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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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고객유형별 중요 선택기준 

자료: Sandquist E.J. and G.D. McFarland(2013), The Digital Insurer: Accenture US Personal-Lines 
Insurance Consumer Survey, Accenture, p. 8 재정리.

▒ 또한, 하성호·백정민(2003)은 시장세분화를 위한 고객군 유형을 부유층형, 

노후준비형, 기혼 안정 추구형, 미혼 안정 추구형, 2030 인터넷 사용자형으로 

분류함.21)

○부유층형은 자산이 많으며 정교한 금융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군으

로 선호채널은 세무와 투자자문이 가능한 고학력 설계사임.

○노후준비형은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및 생활자금이 중요한 고객군

으로 선호채널은 설계사임.

○기혼 안정 추구형은 가족의 생활, 주택마련, 자녀교육, 은퇴준비에 관심이 

많은 고객군으로 재무설계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설계사를 선호함.

○미혼 안정 추구형은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위해 저축성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군이며, 이들의 선호채널은 설계사임.

21) 하성호·백정민(2003)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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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인터넷 사용자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적으

나, 금융상품 탐색 시 비교구매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선호함.

고객군 유형 전반적 특징 및 상품 니즈 선호채널

부유층형

∙ 자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고객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심이 많음

∙ 그 결과 정교한 금융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

∙ 설계사(65%):  세무 및 
투자자문이 가능한 
고학력 설계사 선호

∙ 전화(26%)
∙ 메일(14%)

노후준비형

∙ 노후질병에 대한 본인보장과 
은퇴계획에 관심이 높은 고객군

∙ 그 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낮음

∙ 여성설계사

기혼 안정 
추구형

∙ 가족의 안전 및 자녀교육, 자신의 
은퇴계획에 관심이 많은 고객군

∙ 가족보장(77%), 자녀교육(74%), 
은퇴계획(70%), 주택마련(70%)

∙ 설계사(89%), 여성(54%), 
비슷한 연령(36%)

∙ 재무설계(68%), 
종합자산관리(62%)

미혼 안정 
추구형

∙ 결혼준비 및 창업자금을 위해 
장기저축 선호

∙ 본인보장에 대한 관심이 많음
∙ 레저 및 취미생활에도 관심이 많음

∙ 설계사: 금융부문 경력자 
선호

2030 인터넷 
사용자형

∙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인터넷 채널
∙ 비교구매 가능한 사이트

<표 Ⅳ-2> 시장세분화

자료: 하성호·백정민(2003) 재구성.

▒ 상기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고객군의 특성, 고객니즈, 선호채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전반적으로 소득이 있고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군은 재무설계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설계사 채널을 선호함.

○반면, 소득이 낮고 미혼이며, 자신의 단순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선호

하는 고객군은 비교구매가 가능한 인터넷 채널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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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전략

▒ 본 절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경영전략의 목표로 하여 앞서 언급된 고객

군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전략을 제시함.22)

○ Kotler(1990)는 시장 내 경쟁지위를 선도형(leader), 도전형(challenger), 틈

새추구형(nicher) 및 추종형(follower)으로 구분함.

－ 선도형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0%, 도전형은 30%, 틈새추구 및 추종형 

회사는 각각 10%, 20%에 해당됨.

○선도형 회사는 시장 내에서 강력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내 도

전형 회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시장점유율의 방어 및 확대를 

기본 경쟁전략으로 삼음.

－ 선도형 회사는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가격, 신상품 출시, 판매망, 판

촉활동 등 마케팅 관련 모든 전략에서 우위를 점함.

○도전형 회사 역시 우수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고 선도형 회사가 되기 위

해 시장에 존재하는 선도형 회사와 경쟁하며, 이를 위해 주로 차별화전략

을 사용하는 유형임.

○틈새추구 및 추종형 회사는 전반적으로 시장 내 특정 부문에서만 질적으

로 우수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지위는 약함.

－ 특히, 틈새추구형 회사는 선도형 또는 도전형 회사가 관심을 두지 않아 

실제 이들이 진입하지 않은 틈새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형임.

▒ Kotler(1990)의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FY2012 시장점유율 기준 시 생·손

보 모두 동 기준에 따른 선도형 보험회사는 국내 보험시장에 존재하지 않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형 보험회사들을 집단적 선도형으로 분류함.

○또한, 틈새추구/추종형의 경우 생명보험은 설계사 중심 또는 방카슈랑스  

22) 자세한 내용은 신문식·김경환(2002)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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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추종형으로 분류하며, 손해보험은 설계사 및 대리점 중심 또는 직판 

중심 추종형으로 분류함.

－ 생명보험의 설계사 중심 추종형은 대표적으로 푸르덴셜생명이 해당되

며, 방카슈랑스의 경우 BNP파리바카디프, KB, 농협 등이 해당됨.

－ 손해보험의 경우 다수의 중소형 및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설계사와 대

리점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판 중심 추종형은 자동차보험 중심의 

직판 보험회사(예,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 하이카다이렉트)들이 해

당됨.

▒ 한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설계사를 제외하고 주력하는 채널이 서

로 다름.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은 반면, 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대리점 

비중이 높음.

－ 손해보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리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대형4사 중

에서는 현대, LIG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FY2012 기준).

－ 농협의 경우 생·손보 모두 방카슈랑스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등 방

카슈랑스 의존도가 절대적임.

○또한, 인터넷 채널의 경우 생명보험은 미미한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

차보험을 중심으로 비중이 높음.



환경변화에 따른 판매채널전략 59

구
분

회사명
FY2010 FY2011 FY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
형
사

삼성 215,727 26.0 228,641 25.8 307,555 26.7

교보 107,814 13.0 108,338 12.2 127,441 11.1

한화 110,975 13.4 118,322 13.4 145,096 12.6

소계 434,516 52.4 455,301 51.4 580,092 50.4

중
소
형
사

KB 11,305 1.4 15,592 1.8 16,802 1.5

농협 － － 7,519 0.8 109,251 9.5

동부 15,342 1.8 15,916 1.8 16,783 1.5

동양 35,993 4.3 37,961 4.3 45,987 4.0

미래에셋 40,773 4.9 51,617 5.8 50,525 4.4

신한 39,251 4.7 42,099 4.8 51,491 4.5

IBK연금 2,255 0.3 4,599 0.5 6,070 0.5

우리아비바 11,771 1.4 11,996 1.4 11,866 1.0

KDB 23,078 2.8 23,834 2.7 32,212 2.8

하나 5,676 0.7 3,950 0.4 4,568 0.4

현대라이프 8,332 1.0 9,318 1.1 8,295 0.7

흥국 31,644 3.8 37,172 4.2 43,108 3.7

소계 225,420 27.1 261,573 29.6 396,958 34.5

외
국
사

ING 42,260 5.1 41,048 4.6 41,237 3.6

PCA 10,754 1.3 10,180 1.1 12,329 1.1

라이나 9,603 1.2 11,564 1.3 13,362 1.2

메트라이프 31,553 3.8 31,776 3.6 31,465 2.7

BNP파리바카디프 6,618 0.8 8,305 0.9 8,273 0.7

알리안츠 28,089 3.4 25,327 2.9 25,264 2.2

ACE 2,560 0.3 2,401 0.3 2,494 0.2

AIA 24,266 2.9 22,990 2.6 23,841 2.1

푸르덴셜 14,435 1.7 15,415 1.7 17,770 1.5

소계 170,138 20.5 169,006 19.0 176,035 15.3

생명보험 계 830,074 100.0 885,879 100.0 1,153,086 100.0

<표 Ⅳ-3>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FY2010~FY2012)
(단위: 억 원,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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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사명
FY2010 FY2011 FY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
형
사

삼성 127,713 25.9 145,846 25.1 165,632 25.4

현대 76,104 15.4 93,167 16.1 101,577 15.6

동부 71,137 14.4 90,694 15.6 96,925 14.9

LIG 66,064 13.4 79,222 13.7 89,064 13.7

소계 341,018 69.1 408,929 70.5 453,198 69.6

중
소
형
사

MG(구, 그린) 8,634 1.7 7,918 1.4 6,385 1.0

농협 － － 2,912 0.5 17,938 2.8

롯데 16,063 3.3 17,686 3.0 19,591 3.0

메리츠 38,361 7.8 42,543 7.3 47,804 7.3

한화 30,662 6.2 35,926 6.2 40,168 6.2

흥국 23,962 4.9 26,543 4.6 29,829 4.6

소계 117,682 23.9 133,528 23.0 161,715 24.9

전
업
사

서울보증 13,091 2.7 15,190 2.6 15,739 2.4

코리안리 18 <0.1 18 <0.1 20 <0.1

더케이 2,904 0.6 3,082 0.5 3,114 0.5

하이카다이렉트 3,803 0.8 3,710 0.6 3,963 0.6

소계 19,816 4.0 22,000 3.8 22,836 3.5

외
국
사

다스법률비용 8 <0.1 19 <0.1 29 <0.1

미쓰이스미토모 76 <0.1 76 <0.1 78 <0.1

AIG(구, 차티스) 4,645 0.9 4,795 0.8 4,087 0.6

AXA 5,633 1.1 5,654 1.0 5,988 0.9

ERGO다음 2,745 0.6 2,609 0.4 1,401 0.2

Ace American 1,801 0.4 2,172 0.4 2,246 0.3

젠워스 2 <0.1 1 <0.1 1 <0.1

FIRST 권원 70 <0.1 68 <0.1 95 <0.1

FEDERAL 89 <0.1 106 <0.1 110 <0.1

소계 15,069 3.1 15,500 2.7 14,035 2.2

손해보험 계 493,584 100.0 579,955 100.0 651,785 100.0

<표 Ⅳ-4>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실적(FY2010~FY2012)
(단위: 억 원,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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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선도형

▒ 집단적 선도형 경쟁지위를 가진 보험회사들(즉, 대형사)은 기존 시장점유율

을 방어함과 동시에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이를 위해 자사가 기존

에 보유하고 있던 경쟁력 있는 채널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선도형 경쟁지위를 가진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보험회사로 시장 내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는 우선 보유

하고 있는 전속설계사 채널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속설계사 채널의 고능률화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는 물론, 

기존 고객유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리쿠르팅, 평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Berlin & Wellbor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 채널 규모가 FY2008을 정점

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손해보험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데다, 향후 

전속설계사 채널에 대한 위협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채널의 

성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함.

구분 임직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속 교차 소계 전속 교차 소계

FY2005 26,033 123,702 － 123,702 72,116 － 72,116

FY2006 26,899 131,769 － 131,769 73,408 － 73,408

FY2007 27,623 144,313 － 144,313 71,423 － 71,423

FY2008 28,301 145,834 25,513 171,347 82,201 73,608 155,809

FY2009 26,681 140,461 22,226 162,687 83,033 81,183 164,216

FY2010 26,589 132,117 13,948 146,065 84,179 78,000 162,179

FY2011 28,615 143,503 11,690 155,193 88,207 74,298 162,505

FY2012 30,436 145,113 9,717 154,830 93,167 74,857 168,024

CAGR 0.6 -1.5 -21.4 -0.9 4.6 0.4 10.3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표 Ⅳ-5> 보험산업 채널규모 추이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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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일부 보험회사들은 판매채널 다변화 환경 속에서도 복잡한 보장성 상품
의 판매와 대도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계사 조직
을 고능률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들 회사들은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계사들이 고객이익 최우
선주의를 위한 윤리성,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최신성, 교차판매, 프로세
스에 기반을 둔 표준적 상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

▒ 한편, 일본생명과 제일생명은 자문서비스를 위해 재무설계사의 독자업무를 창출
한 사례에 해당됨.

  ○ 일본생명은 1991년 8만 5,000여 명에 달했던 전속설계사 채널을 1990년대의 지
속적인 역마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비용·고효율화를 목적으로 1997년 5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함.

      － 또한, 기존 여성설계사 중심의 채널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능률화를 추진하  
 였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영업직원으로 구성된 ‘라이프 프로  
 듀서’ 조직을 1998년에 구축함.

     － 아울러, 모든 채널에 대해 재무설계사 자격취득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내방

▒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의 고객은 은퇴 및 노후설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므로 전속설계사 채널을 고객지향적 자문 중심 채

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도로 고능률화된 설계사를 활용하여 부유층형 고객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일본생명의 경우 1990년대 지속적인 역마진을 겪으면서 설계사 규모

를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문적 금융지

식을 가진 영업조직인 ‘라이프 프로듀서’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함.

－ 그 결과 전속설계사 채널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알려짐(송치훈 2013).

<사례> 일본 보험회사의 자문서비스 제공 관련 실행방안23)24)25)

23) 동 해외사례는 해외의 전속채널 고능률화 추진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지
위별 채널경쟁전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람.

24) 송치훈(2013), 주요국 생명보험사 채널전략 변화와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p. 33.

25) 김선호(2011), ｢일본 금융사의 FP 활용｣,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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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점포인 ‘고능률 라이프 플라자’를 설치하여 이들 재무설계사로 하여금 내
방한 고객에게 연금이나 상속 또는 라이프플랜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하게 함.

▒ 그러나 현재 국내 설계사들의 경우 일사전속의 투자권유대행 자격만 부여되

어 있어 설계사들의 원활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신탁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

체계로 인해 창구 내 임직원에 한해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하여 보험산업의 

신탁관리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보험산업의 신탁업무 활성화와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한 

고능률 설계사 양성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설계사에도 신탁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된 규제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실제 고객 스스로가 운용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고객맞춤형 상품에 해

당하는 신탁상품이 펀드에 비해 투자자보호 기능이 더 강함.

－ 따라서 이미 펀드 관련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사에 

신탁투자권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진익·김동겸 2010).

○또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계좌 허용과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에 투자자문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및 업무영역 규제

를 비롯해 재무설계, 세무 및 상속 관련 자문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규

정이 구비되지 않아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신문식·임병

인 2006).

▒ 또한, 집단적 선도형 보험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 및 민원 등을 차단하는 노력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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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채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하는 사건 발생 시 해당 문

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기에 개선하는 것

이 중요할 것임.

▒ 집단적 선도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경변화에 적합한 최적의 채

널포트폴리오를 유지·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선도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설계사 채널 축소 가능성에 따른 대안채널로 

대리점(GA, 방카슈랑스) 채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결과 현재 선도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선도형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리점을 중심으로 채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FY2012 초회보험료 기준 생보 대형3사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58.5%, 원

수보험료 기준 손보 대형4사의 대리점 비중은 43.9%를 차지함.

○아울러, 신채널(TM, CM)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도형 손해보험

회사들이 인지도 높은 자사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속설계사 채널에 위협적인 환경요인이 많은 만

큼 이들 선도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채널포트폴리오를 점차 GA, 방카슈랑스 

등 독립대리점 채널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과정에서 제휴를 통한 독립채널 확보 시 독립채널과의 판매수수료 

부분에서 어떻게 협상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임.

○한편, 이러한 협상능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자금력을 갖춘 선도형 

보험회사들은 판매자회사 형태로 GA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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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틈새추구/추종형

▒ 틈새추구/추종형 경쟁지위를 가진 보험회사는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함.

○틈새추구/추종형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의 낮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선

도형 보험회사들과의 경쟁이 용이하지 않음.

－ 과거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서도 초기에는 중소형 및 외자계 중심

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인지

도가 높아지면서 대형 손해보험회사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여 시장점유

율을 확대함.

○틈새추구형 보험회사의 경쟁전략은 자사만의 경쟁우위가 있는 시장에 진

입하여 동 시장에서 선도형 보험회사로서의 전략을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

며, 추종형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모방전략이 중요함(신문식·

김경환 2002).

－ 틈새추구형 보험회사의 경우, 가령 자사가 개발한 상품이 고가이면서 

복잡한 장기 저축성 상품이 많을 경우 부유층형, 노후준비형, 안정 추

구형 고객군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전문가 영입이나 독립채널을 활용

한 보험영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반대로 자사 상품이 저가 상품군에 경쟁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선호하는 

2030 인터넷 이용자형 고객군을 타깃으로 하여 인터넷 채널을 통해 영

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추구/추종형 보험회사의 경우 제한된 경영자원으로 

인해 하나의 시장에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꾸준한 틈새시장 발굴과 관련 채널 확보가 중요할 것임.

○실제 틈새시장에 해당하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도형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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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신시장 개척 전략이 중요함.

○이 경우 중장기적 계획하에 핵심역량을 갖춘 채널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

력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여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

널전략이 중요할 것임.

－ 실제 틈새추구/추종형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형태의 채널포트

폴리오가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동일한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일부 회사는 전문

설계사 채널, 다른 회사는 TM 채널에 주력하고 있음.

▒ 정리하면 틈새추구/추종형 보험회사는 자사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 특화된 

채널전략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틈새시장에 적합한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틈새시장 내에서 특화된 채널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점유율

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예, 

라이나생명의 이순재보험).

○또한, 틈새추구/추종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시장 내 확고한 경쟁지위

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채널 다변화 전략(독립채널 제휴, 지분참여, 판

매자회사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한편, 최근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및 특

종보험 중심의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른 한편,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한 중소형사에 특화전략 

과정 속에서 상품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요구될 경우 단종보험대리점을 적

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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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멀티채널 전략

▒ 보험회사에 멀티채널 전략이 필요한 이유로는 동시다발적인 환경변화와 경

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임.

○보험경영 시 채널환경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

로 많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는 상황과 환경변화에 적합한 채널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또한, 보험영업의 중요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멀티채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이나 신·구

채널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보험회사 채널 다변화 차원에서 멀티채널 전략에 대해

서도 추가로 논의함.

○우선 보험회사의 멀티채널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멀티채

널 전략의 일반원칙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

○다음으로 해외 유수의 보험회사 사례와 함께 멀티채널의 일반적 원칙을 

조명함으로써 국내 보험회사의 멀티채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

공함.

가. 멀티채널 전략의 일반원칙

▒ 멀티채널 전략의 일반적인 원칙은 ① 다양한 브랜드 전략 구사, ② 통합채널 

구축, ③ 신·구채널 조화, ④ 상품-고객별 특화전략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음(Accenture, 2010; Capgemini & Efma, 2013 재구성).26)

○전통채널을 비롯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브랜드 

26) 자세한 내용은 황진태·박선영(201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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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태 관련 정보를 실

제 판매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채널 구축이 중요함.

○아울러, 구채널과 신채널 간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힘

쓰며, 환경변화에 유연한 채널조직을 구축함.

○마지막으로 상품과 고객 특성을 고려한 상품별 특화된 채널전략이 중요한

데, 단순상품의 경우 별도의 모집인 없이 직판 채널을, 고도의 자문설계를 

요하는 연금이나 복합생명보험 상품 등은 전통적인 대면 채널을 특화할 

필요가 있음.

나. 멀티채널 전략의 효율적 운영방안

▒ 멀티채널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변화하

는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별 보험회사를 둘러싼 시장환

경과 상황에 맞춰 해당 보험회사에 적합한 채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실제 독일 Allianz의 경우 전속 중심 채널구조에다 환경변화에 따라 브로

커, 방카슈랑스, 제휴판매,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보유함.

－ 생명보험의 경우 전속대리인 채널이 51%, 브로커 24%, 은행 16%의 순임.

－ 손해보험은 전속대리인 채널이 70%로 압도적이며, 브로커 12%, 제휴

판매 9%, 은행 6%, 직판 1%로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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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Allianz 생명보험 채널분포
(단위: %)

구분 전속 브로커 은행
제휴판매

(automotive)
직판 기타

2008 48.8 18.7 17.3 0.0 0.0 15.2

2012 50.5 23.8 16.4 0.1 0.0 9.2

주: 제휴판매(automotive)는 자동차회사와 체결한 제휴판매채널임.
자료: Allianz.

<표 Ⅳ-7> Allianz 손해보험 채널분포
(단위: %)

구분 전속 브로커
제휴판매

(automotive)
은행 직판 기타

2008 70.8 11.5 7.6 5.1 0.6 4.4

2012 70.4 11.7 8.5 6.1 1.0 2.3

주: 제휴판매(automotive)는 자동차회사와 체결한 제휴판매채널임.
자료: Allianz.

○그럼에도 불구하고 Allianz는 전속채널 중심의 독일 보험시장 환경을 고려

하여 자사의 중점 채널인 전속채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Pro3” 프

로그램을 진행함.27)

－ Allianz는 “Pro3”을 통해 중기적으로 생산성 25% 향상을 목표로 전속채

널의 생산성 강화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단순한 판매보다 소비자 중심의 전속채널 구축을 지향함.28)

－ 과거 Allianz는 고객이 전문성을 갖춘 전속대리인 채널에 충성할 수 있

도록 보험판매자의 전문성을 주로 강조하는 채널전략을 실시하였으

나, 최근 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고객 중심의 채널전략으로 전환하

고 있음.

27) 2011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 4월~2013년 4월 동안 3차에 걸쳐 총 5,200명에 해당
하는 설계사와 150개 대리점에 대해 “Pro3”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2014년 1분기부
터는 4차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설계사 2,000명, 대리점 300개임.

28) Allianz는 “Pro3” 프로그램 목적의 방향을 고객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고객과의 장
기적인 관계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고객들의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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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anz의 “Pro3”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 프로그램의 고객

지향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운영수단 구축을 위해 채널의 대(對)고객 보

험컨설팅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목표는 효율적인 고객관리 및 판매조직 프

로세스 구축에 있음.

－ 이에 “Pro3” 프로그램은 ① 고객 니즈 기반 자문 프로세스, ② 목표고객 

접근방법, ③ 전문적인 대리인 프로세스, ④ 체계적인 판매지원을 제공함.

－ 또한, 대리점에 대한 추가적 판매지원 방안으로 고객이 대리점 대신 

Allianz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관련 고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여 판매와 관련된 대리점 업무를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었으며, 대리

점에 적합한 새로운 보수체계도 확립함.

○또한, “Pro3” 프로그램이 적용된 그룹의 2013년 1~5월 간 대리점 성과를 보

면 동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계약액과 그 건수가 각각 

24%, 23% 증가함.

－ 신계약액 기준 보험상품군별 생산성의 경우 손해보험 27%, 생명보험 

21%, 건강보험이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

상된 것으로 분석됨.

<사례> “Pro3”의 고객지향적 전속채널로서의 실행방안

－ 고객 니즈를 근거로 하는 자문(advisory)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고객 니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교차판매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 목표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품 대신 고객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고
객접근을 통해 계약취소를 줄임.

－ 전문적인 전속대리인 채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형식
의 원격 고객서비스를 지원함.

－ 체계적인 판매 지원을 통해 판매량보다는 판매방식에 집중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판매를 위한 분석 툴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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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멀티채널의 운영방안으로 전술한 멀티채널 전략의 원칙과 해외사

례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험회사 멀티채널 전략에 대한 유용한 시사

점을 제시함.29)

○구체적으로 멀티채널 원칙 중 다양한 브랜드 전략, 통합채널 구축과 시너

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

1) 다양한 브랜드 전략

▒ 멀티채널 전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표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통합 브랜드 전략과 복합 브

랜드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통합 브랜드 전략은 특정 기업의 상표에 대한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는 브

랜드 전략인 반면, 복합 브랜드 전략은 개별 상품마다 별도의 브랜드 이미

지를 구축하는 전략임.

－ 가령, 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 브랜드로 애니카를 사용하고 있으

며, 동 브랜드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과 관련 서

비스를 통합하는 통합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김경민 2003).

▒ 한편, 영국 Ageas UK의 경우 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멀티채널 전

략을 구사하고 있음.

○동 보험회사는 각각의 브랜드마다 특화된 상품과 채널을 결합하는 멀티채

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고객접근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멀티채널 전략으로 브로커, 

IFA, 제휴, 직판(지분 전부 또는 부분 참여방식)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

고 있음.

29) 해외 보험금융그룹의 자세한 채널운영 사례(독일의 Allianz와 영국의 Ageas UK)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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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Persson(2013)은 Ageas UK의 경영전략에 대해 복합 브랜드/멀티채널 

전략을 최대 강점이라 주장함.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다양한 목표시장에 집중할 수 있으며, 

특정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제공도 가능하다는 것임.

○또한, 많은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목표고객을 보유하게 되고, 고객 접근성

을 높인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상품 및 브랜드 전략은 회사 전체적으로 

통일된 전략 도출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짐.

－ 참고로 다양한 상품 각각에 대한 브랜드 구축을 시도하면서 이들을 하나

의 이미지로 묶을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이미지 전략도 중요할 수 있음.

2) 통합채널 구축과 시너지 효과

▒ 독일의 Allianz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멀티채널 전략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형 채널도 구축하고 있음.

○ Allianz 고객의 경우 자동차보험 구매 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한 후 전속대리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을 활

용하고 있음.

－ Allianz 자동차보험 구입 고객을 조사한 결과,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넷 

이용비율이 38%로 전속(2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전속대리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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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Allianz 고객의 멀티채널 이용사례: 자동차보험

자료: Allianz.

▒ 또한, 일본에서도 하이브리드형 멀티채널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데, 고객이 

내방하는 보험점포와 인터넷 보험상품 비교사이트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

고 있음(정승희 2012).30)

○이러한 운영방법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비교사이트에서의 가격을 비교

한 후 인근 보험점포를 방문해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임.

－ 상품비교사이트는 상품검색 및 비교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들이 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함.

－ 소비자의 상품탐색 후 인접지역에 있는 보험점포에 방문하여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음.

○인터넷 채널과 내방형 점포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는 아

래와 같음.

－ 일본 독립대리점(GA)으로서의 최대 규모인 ‘Advance Create’는 인터넷

상의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약 400개에 달하는 점포

(Hoken Ichiba: ‘보험시장’)를 운영하고 있음.

30) 자세한 내용은 황진태·권오경(201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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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Plaza Holdings도 2012년 기준으로 연간 7만 명에 달하는 고객 중 

50% 이상이 인터넷 채널과 보험점포와의 연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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