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비대면채널의 운영모형 및 실태

1. 운영모형 

가. 보험판매채널의 유형

보험판매채널의 유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조자(보험

회사)와 판매자(유통업자)의 관계에 따라 보험관련 법 또는 규제를 근거로 분류

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국가별로 법적인 판매제도 또는 자격제도와 연계된다.

국내에서 보험판매제도는 보험업법 제83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

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그리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

된 자(이하 모집사용인)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보험판매가 가능하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험시장에서 보험판매방식은 크게 직접인수 방식

(Direct Writing), 중개방식(Intermediaries),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Bancassurance), 그리고 기타 제3의 중개자(제휴·단체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인수방식이란 중개자(매개자) 없이 보험상품 제조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회사고용인(대면판매조직)을 통한 직

접판매(Direct Sales through Employees)3)와 전화(Telesales), 인터넷, 우편, 전자

3) 여기에서 직접판매라 함은 별도의 유통사업자의 개입 없이 보험회사 스스로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197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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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비대면 방식(Distance Selling 

Channel)4)으로 구분된다.

중개방식에는 대리점(Agents), 중개사(Brokers) 및 기타 중개자(Other Intermediaries)

로 구분된다.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소속 보험회사 또는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수에 따라 전속대리점(Tied Agents)과 

다자전속대리점(Multi-tied Agents)으로 구분된다. 국내 보험업법상 대리점 제도

는 전속 여부나 상품 취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자전속 또는 독립대리점

의 지위를 가진다.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전

형적인 독립채널이다. 기타 중개자 방식에는 보험설계사(Solicitors)가 있다. 보

험설계사는 국내 보험회사의 핵심 판매채널로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원칙적으로 한 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을 판매한

다.5)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은 금융기관대리점 또는 방카슈랑스로서 금융겸업

화의 진행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주요한 보험판매채널이다. 

제3의 중개자(제휴·단체 등)방식에는 다양한 제휴단체, 공제기관 등(Affinity 

Group, Car Sellers, Estate Agents, Travel Agencies)을 통해 보험을 판매한다.

둘째, 보험판매채널의 유형은 보험소비자와 접촉하는 매체에 따른 분류이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Platform)에 따른 구분이다. 여기

에는 크게 대면방식(Face to Face)과 비대면방식이 있으며, 비대면 방식에는 다

시 전화방식(Telemarketing : 이하 TM), 인터넷방식(Internet), 직접우편방식

(Direct Mail : 이하 DM)6)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제도적 구분이 

Mail, Telephone, Internet, Email 등의 판매수법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직판(Direct)개념과 
다르다. 국내에서는 보험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전속대리점(tied agent)과는 구분되며, 

‘직급’이라고 한다.

4)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국, 미국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을 다이렉트(직판) 또는 
직접대응(Direct Response)라고 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 직판이라 함은 비대면방식을 
이용하는 채널을 의미한다. 

5) 이를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보험설계사 교차모
집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사전속주의가 일부 완화되었다(안철경·권오경(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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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한 정확한 실적 집계는 불가능하며 

통상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해 추정한다.

따라서 판매채널의 분석은 제조자와 판매자의 관계에 따른 운영 및 제도적 측

면과 소비자가 보험계약 시 체결하는 수단을 교차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비대면 판매채널의 운영모형

1) 유형

대면채널은 주로 고객을 직접 방문 또는 판매점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토대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반면 비대면채널은 전화, 우편, 인터넷, 쌍방

향 TV 등 통신 및 온라인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다.7)

비대면채널을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운영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거나 철회하는 등 일련의 보험판매 

절차에서 전화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콜센터 모형

(Call Center Model)｣ 또는 ｢통신판매 모형｣이라고 하며, 콜센터 내의 텔레마케

터(Telemarketer : TRM이라 함.)가 전화상담을 통해 보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콜센터 모형｣은 다시 ｢인바운드(Inbound) TM)｣과 ｢아웃바운드 (Outbound) 

TM｣8)으로 구분된다. ｢인바운드 영업｣이란 고객에게 전화 주문을 유도하는 방

식으로 고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보험가입을 위해 직접 전화로 요율견적, 정보탐

6)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판매의 관점에서 TM, 인터넷 그리고 TV홈쇼핑채널을 중심으로 
비대면채널의 논의를 전개한다. 국내에서 DM(우편)은 실제로 보험판매에 활용되는 
일은 거의 없고 정보제공, 상품소개 등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7) 따라서 비대면채널을 Distance Selling, Remote Selling 또는 Direct Response라고도 한다.  

8) 마케팅에서는 내부고객 또는 외부고객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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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된다. 반면, ｢아웃바운드 영업｣이란 외부에서 

구입(구매, 또는 제휴)한 고객정보로 영업하는 방식으로 텔레마케터가 직접 고

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콜센터 모형은 주로 ｢인바운드 TM｣영업이며, 

｢아웃바운드 TM｣영업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영국은 광고를 지속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TM｣ 영업에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콜센터 내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인바운드 콜(Call)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9) 아

웃바운드 영업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의식하여 캠페인, 이벤트 행사, 제

휴관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은 데이터베이스만을 영

업에서 활용한다. 즉, TM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직판보험회사가 대형 금융그룹

에 자회사로 속해있기 때문에 동일그룹 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영업이 활성

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동의를 받고 아웃바운드 영

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도 ｢전화수신 거부 규정

(Do-Not-Call Rule)｣으로 인해 아웃바운드 TM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온라인 모형(Online Model)｣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자로서 사

람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방식은｢인터

넷 모형(Internet-based Model)｣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보험정보제공 등 고객서

비스의 기능과 더불어 직접적인 보험판매의 기능까지도 수행한다. 

｢인터넷 모형｣은 크게 ｢보험회사의 웹사이트 이용｣, ｢신규 또는 기존 보험회

사 자회사내 온라인 전용보험사 설립｣, ｢온라인 보험쇼핑몰 또는 가격비교 사이

트몰(Agrregator) 방식(이하 ‘에그리게이터’｣, ｢온라인 금융 또는 유통업자와의 

제휴 방식｣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다음 <표 Ⅱ-1>은 온라인 보험비즈니스 

모형의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9) 안철경·기승도,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험연구소, 

200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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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조직 유형/장단점

보험회사의 웹사이트 

이용

 ∙ 유형 : 기존 보험사의 사업부

 ∙ 장점 : 기존 조직의 브랜드 파워 이용

 ∙ 단점 : 기존 대면조직과의 갈등 가능성

기존 보험회사 자회사로

온라인 전용 보험사 설립

 ∙ 유형 : 온라인 전용생명보험사

 ∙ 장점 : 대면채널 갈등 해소, 모회사 서비스 조직 활용

 ∙ 단점 : 초기 투자 큼. 대부분 업무 아웃소싱으로 부실화

신규로 온라인 전용

보험회사 설립

 ∙ 유형 : 온라인 전용생명보험사, 온라인 전략 유연성

 ∙ 장점 : 소규모 자본으로 보험시장 진입 가능

 ∙ 단점 : 인지도 낮아 광고비용 부담, 시스템 구축비용

보험가격비교 및

쇼핑몰 이용

 ∙ 유형 : 온라인 보험중개사 활용

 ∙ 장점 : 고객 가격비교 욕구 부합, 쇼핑몰 인지도 활용

 ∙ 단점 :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면 불리, 유지비용 부담

온라인금융회사 또는

유통업체와 제휴

 ∙ 유형 : 제휴판매

 ∙ 장점 : 제휴업체의 브랜드 인지도 활용, 고객 DB확보가능

 ∙ 단점 : 제휴업체와의 갈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표 Ⅱ-1> 온라인 보험 비지니스 모형

자료 : 신문식(2003)을 토대로 작성

상기의 비지니스 모형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를 보면 온라인 보험 쇼핑

몰 즉, ｢에그리게이터｣를 통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단독 온라인 보험회사 모형은 손해보험에서

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된다.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

다.10)   

다양한 사업모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에그리게이터｣가 온라인 모형의 성장

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에그리게이터｣는 보험모집자가 아닌 제3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보험 비교견적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10) 최근 일본에서는 온라인 전용 생보사인 NEXTIA(SBI AXA생명에서 사명 변경, 2008.4월), 

Lifenet 생명보험(2008.5월)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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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 연결하는 광고 플랫폼(Platform)의 역할을 수행한

다. 즉, ｢에그리게이터｣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험상품의 판매자(Distributor)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주된 

수입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수수료(Fee 또는 Commission)이다. 수수

료는 클릭 기준(Pay per Click)11), 매출 기준(Pay per Sales)12), 요율견적 기준

(Pay per Quote)13)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TM과 인터넷 판매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모

형으로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 채널｣이다. 하이브리드형 채널은 ‘복합판

매채널’이라고도 하며 단일판매채널의 한계 극복을 통한 채널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14) 하이브리드형 채널 방식에는 우선 전통적인 대면

영업과 통신판매를 결합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생산·가공하여 판매조직에게 제공하고, 판매조

직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전화나 대면을 통해 보험상담을 실시한 후, TM 또는 

대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웹 견적 후 

아웃바운드 TM 영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인터넷 방식과 콜센터 방식을 같이 결

합한 하이브리드형 판매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TV 홈쇼핑 보험광고(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권유)를 활용한 TM이 새로운 판매채

널 운영모형으로 등장하였다. 홈쇼핑보험판매는 TV채널을 통해 상품광고를 한 

후 소비자들의 전화 주문을 받는 ｢보험광고 + 인바운드 TM｣형식이다. TV 홈쇼

핑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소위 ｢홈

11) 에그리게이터의 포탈에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포탈사이트에서 자신의 
웹사이트와 연결된 링크에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fee)를 지불한다.

12)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포탈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고정 수수료(fixed fee)를 
에그리게이터에게 지불한다. 

13)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택 상품에 대한 요율견적을 제공
하면 에그리게이터에게 지불한다.

14) 국내에서 하이브리드형 판매채널은 1999년 신한생명이 최초로 개설한 이후 2006년부
터 본격화 되었는데, 동양생명, AIG생명, 흥국생명 등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
로 운영되다 최근에는 전 보험회사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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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판매채널(Home-ssurance)｣이 등장하여 보험판매의 대안채널(Alternative 

Channel)로 활용되고 있다.15) 

이상의 비대면 보험판매 운영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비대면 판매채널의 운영모형

15) TV 광고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도 대만 등이 있다. 대만은 TV 

쇼핑의 인기가 많고, 많은 보험사가 TV 광고를 증가시켜 왔다. 이에 대만의 금융감
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FSC)는 “TV 쇼핑의 보험상품권유 지침
(Direction for the Insurance Product Solicitation by TV shopping)”을 발표하여 판매 채
널로 TV를 이용하는 모든 보험 회사가 동 규제를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대만의 많
은 보험회사가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판매채널로서 TV를 고려할 것
으로 예상된다. LIMRA, Discovering the future of global distribution spotlight on Asi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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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운영방식

보험계약의 체결방식(Platform)과 관계없이 비대면채널의 판매조직은 보험회

사의 경영전략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사업모형으로 운영된다. 

첫째, 보험회사 내 조직으로 직접 판매조직을 소유 및 관리하여 운영하는 직

판(Direct 또는 Direct Response)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손해보험의 자동차보

험, 중소형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으로 활용된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고

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판매, 교차판매 등을 실시하거나 탈락고객 등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보험 직

판사는 신규고객 창출 또는 기존 고객의 갱신계약 체결에 역점을 두어 운영한다.

직판채널의 마케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채널과 구분된다. 우선 중간적인 

매체(예를 들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메시

지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에게 판매상품과 제조회사를 인지

시키기 위한 판매촉진(Promotion) 정책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직판채널 주력회

사들의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광고비의 

지출이 직판회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증대시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사

업비를 증가시켜 가격 경쟁력과 경영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비대면채널을 주된 채널로 활용하는 회사는 광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또한 인터넷 모형의 직판계약은 추적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비교사이트 몰에서 클릭당 가격 지불방식은 금융서비스 판매자가 

일반적인 검색엔진인 구글(Google)이나 야후(Yahoo) 등에서 사용하는 직판의 

형식이다. 즉 광고주가 검색엔진에 고객이 입력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키워드

로 “구입”하고, 고객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엔진에 입력하는 경우 광고주의 웹사

이트로 연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광고한 검색엔진에서 고

객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스폰서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Fee)

를 지불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 모형 하에서 직판의 모든 형태는 간단하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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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둘째, 비대면채널의 운영방식으로는 신용카드사, 홈쇼핑회사, 통신회사 등 고

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회사(DB holder)와의 제휴 형태를 이용하게 된다. 이

러한 방식은 주로 판매자 또는 독립된 법인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대리점 방식으

로 운영된다. 영업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기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 

정보와는 이질적인 제휴회사의 데이터 또는 유료로 구입한 제3의 데이터를 활

용하게 된다. 

제휴채널은 영국에서는 브랜드어슈어런스(Brandassurance)라고도 하며 주로 

본업에 추가하여 보험상품을 교차판매(Cross Selling)하는 방식이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편, 전화 및 인터넷 매체를 모두 활용한다. 또한 자동차정

비업체 등 유관단체(Affirmity Group)는 별도의 판매원이 매장에서 상담하는 일

은 거의 없고 해당 업체 소속 사무원이 인터넷 또는 TM을 통해 보험계약을 중개

한다. 보일러 수리업체나 전기 또는 수도업체 등은 직접우편 캠페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한다. 

모바일 채널(Mobile Sales Force)은 국내시장에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16) 무선인터넷, 이동 단말기 등의 보급 등에 힘입어 기업들이 

모바일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채널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원활한 모바일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

식된다. 그러나 무선 환경의 특성상 통신의 불안정 현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

에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요구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바일 채널

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B2E(Business to Employee) 분야이다. 즉 보험설계, 고객입력, 상품판매 

등의 영업 업무와 유지보수 등의 현장업무 지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현장근무요원을 사용자로 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를 통하여 사무공

16) 모바일 채널은 비대면채널은 아니지만 첨단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제휴모델이라는 점
에서 본문에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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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절약, 원격지에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접근, 실시간 정밀보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 및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m-SFA(mobile-Sales Force Automation) 분야는 기존의 기업업무에 무선인터

넷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 적용한 분야이다. 최근 모바일 채널은 스마

트폰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사업모형의 전환이 기대되는 분야로 주목된다. 즉 보

험과 통신을 결합한 모바일슈랑스(Mobile-assurance)의 등장이 예상된다. 

직판

(Direct)

제휴

(Partnership)

- 저사업비 구조

- 자동차/

  중소형생보

- 고사업비 구조

- 제휴판매

  (유통/통신/방송 

   +보험판매)

통신판매(TM) 

인터넷/Web
하이브리드

카드슈랑스(카드+대리점)

홈슈랑스(TV홈쇼핑+대리점)

마트슈랑스(마트+대리점)

모바일슈랑스(통신+대리점) 

조직유형 특징 사업운영방식

<그림 Ⅱ-2> 비대면 판매조직 운영방식

2. 비대면채널의 특징

대면채널에 비해 비대면채널은 비용측면, 고객접근성 측면, 이용 편의성 측면 

및 계약 투명성 측면에서 강점이 나타난다. 반면 판매가능상품의 제한성, 판매 

시 적극적 권유의 부적합,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및 신뢰성 저하와 대면채널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서 약점이 노출된다. 

비대면채널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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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비대면채널의 강점과 약점

강점 약점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 고객 접점 확대(접근성 용이)

∙ 이용 편의성(특히, 홈쇼핑)

∙ 계약절차 투명성

∙ 분쟁 시 책임소재 명확

∙ 회사 홍보에 활용 가능

∙ 복잡한 상품의 낮은 실효성 

    (판매가능상품의 제한)

∙ 판매 시 푸쉬 마케팅 부적합

∙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및 낮은 신뢰성 

∙ 보험상품 구매 시 대면채널 선호도 여전

가. 비대면채널의 장점 

첫째, 비용 측면에서 저비용 채널로 인식된다. 비대면채널의 주된 비용은  DM

의 경우 인쇄 및 우편발송비, 인터넷은 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TM은 시스템 구

축 및 콜센터의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다. 비대면채널은 보험회사 신계약비의 

주된 비용인 모집인 수당이나, 모집인 교육비 등 인건비가 대면채널에 비해 비

교적 낮은 수준이다.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비를 대면채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17)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건비(실적수당) 

및 기타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대면채널보다는 저비용 사업모형으로 평가

된다. 

둘째, 고객의 채널 접근성(이하 ‘고객접점’) 측면에서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

에 비해 더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객접점은 상품판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각종 고객정보의 획득 및 기업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전략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용 편리성과 접근 용이성

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에게 친숙하고 일반화된 매체를 새로운 고객접점으로 활

17) 앞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하는 10대 보험회사(전체 
광고비의 50% 지출) 중에 9개사가 직판채널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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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의 다양한 고객접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비

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들어 

비대면 접점의 확대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이 대중화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고객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비대면채널은 보험계약체결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에서 높은 이용 편의성

을 나타낸다. 비대면채널인 전화, 우편 및 인터넷은 소비자와 접촉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수단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대다수의 광범위한 소비자

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판매채널의 활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채

널은 보험 가입 편의성이 주된 선호이유였다.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선호 이유

(안철경 외, 2009)를 보면 대면채널은 전문성(50.4%), 가입편의성(43.7%), 비대

면채널은 가입편의성(61.1%), 정보획득 용이성(44.4%)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은 대면채널의 경우 가입편의성(60.4%), 권유자 친분(34.4%), 비대면채널의 경

우 가격(70.2%), 가입편의성(66.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객이 판매채널

을 선택하는 이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이용 편의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을 비교하면 이용의 편의성이 계약단

계별로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능력(self sufficient 

ability)을 갖춘 소비자에게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홈쇼핑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 계층인 주부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보험

상품 정보를 얻고 전화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이용 편

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채널로 평가된다. 

넷째, 비대면채널의 장점으로는 보험모집절차의 투명성 측면을 꼽을 수 있다.  

비대면채널의 고객은 대면채널의 고객에 비하여 소비자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은 모집대상, 모집방법 등 

계약절차에 상당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채널 운영 시 완전판매

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장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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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보험소비자의 판매채널 선호이유 
(단위 : %)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편리성 50.0 65.6

전문성 46.6 25.5

정보획득 용이성 41.6 31.7

권유자 친분 30.0 31.3

친절한 서비스 23.2 20.1

시간절약 13.7 18.7

저렴한 가격 13.2 21.2

주 : 복수응답 허용
자료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9.3, p.14.

보험모집 시 오히려 대면채널에 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

다.18) 따라서 비대면채널에 대한 시장 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경우 보험 분

쟁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대면채널에 비해 완전판매가 부족한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비대면채널은 채널을 통해 부수적으로 회사 또는 보험상품의 홍보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TV홈쇼핑과 제휴하

여 보험판매방송 및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데, TV홈쇼핑은 TV를 통해 회사의 상

품 설명을 하고 광고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품판매와 더불어 회사 이미

지 제고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나. 비대면채널의 약점

비대면채널의 가장 큰 단점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낮은 실효성을 보인다

는 점이다. 오늘날 보험시장에 판매채널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3>은 판매채널의 특화수준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18) 최근 들어 보험광고심의규정 규제 강화(2009.12), 보험업법 과장광고 규제 신설(2010.6), 

통신판매가이드라인 강화(2010.7) 등의 규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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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는 각각의 판매채널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인식되는지에 대

한 주요 국가19)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도표 내의 각 점들은 판매

되는 제품, 판매되는 방식, 고객들이 가지는 인식,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방식 등

에 따라 판매채널이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각각의 판매채널은 특정 수

요와 특정 집단에 대해 강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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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주요국 보험시장의 판매채널 특성

: 상품 전문성 vs 전문적 상담의 강도(%)

주 : 1) 전문적 자문(Professional Advice)은 각 판매채널에서 구매의 영향요인으로 고객이 전문적 자문
에 주는 점수이며, 비율은 전체 판매채널의 평균에서 개별 판매채널의 분산으로 계산함.

2) 상품 특성(Product Specialty)은 전체 모집액 중 생명보험 모집액의 비중임.
자료 : Capgemini and EFMA, “Multi-Distribution in on the Rise as Networks Specialized and Evolve”, 

World Insurance Report 2008. 재인용

동 설문을 토대로 비대면채널, 특히 인터넷과 TM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

면 전문적 자문이 약하다는 점이다. 전문적 자문이란 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니

19)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중국의 10개 국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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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 및 설득시키는 능력으로서 만일 불충분한 설명이 이

루어질 경우 불완전판매 또는 불완전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통상 생명보험 

중에서도 투자형 상품 등은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

대면채널은 본질적으로 전문적 자문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특히 TM과 인터넷의 경우 80% 이상이 손해보

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은 주요국 보험시장에서 비

대면채널의 판매상품 및 강점 및 약점을 보여준다. 

<표 Ⅱ-4> 주요국 보험시장에서 비대면채널 프로파일

비대면채널 판매상품 채널 강점/약점

통신판매

(TM)

81%

손보

∙ 강점 : 구매 용이(손보 +22%, 생보 +20%)

∙ 약점 : 전문적 자문(손보 -27%, 생보 -10%) 

인터넷

(Internet)

80%

손보

∙ 강점 : 구매 용이(손보 +51%, 생보 +32%)

상품 가격 (낮은 수준)

∙ 약점 : 전문적 자문(손보 -49%, 생보 -25%)

신뢰성(손보)

대안채널

(Alternative Networks)

51%

손보

∙ 강점 : 구매 용이(손보 +13%, 생보 +24%)

∙ 약점 : 전문적 자문(손보 -25%, 생보 -22%)

주 : 1) 채널 강점/약점에서 (+/-)값은 전체 판매채널의 평균과 비교한 값임. 즉 강점으로 구매 용이(손
보 +22%)는 손해보험에서 평균값보다 22% 정도 더 구매 용이성이 높다는 의미다.

2) 판매상품의 비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판매채널 집중도를 나타낸 값임. 예를 들면 손보 
81%이면 손해보험 81%, 생명보험 19%가 판매된다는 의미다.

자료 : Capgemini and EFMA, “Multi-Distribution in on the Rise as Networks Specialized and Evolve”, 
World Insurance Report 2008. 재인용

소비자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필

수적인데, 비대면채널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대

면채널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즉 우편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한된 정보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 전화의 경우도 우편물이나 인터넷에 비하여 대면채널의 성격이 더 

많은 채널 수단이지만, 소비자 설득을 위해서 텔레마케터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



34 경영보고서 2011-1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소비자가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는 순간에 다

른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에 집중할 수 없어 판매자가 소비자에

게 충분히 설명하고 권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정기생명보험 등 표준화가 가능한 일부 

상품에서만 비대면 판매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주력상품

인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비대면채널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비대면채널이 보험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점은 전통적

인 보험영업 방식인 푸쉬마케팅(Push Marketing)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적극적 권유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

이다. 보험상품은 전형적인 푸쉬마케팅이 필요한 상품으로 인식된다. 소비자의 

필요성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일부상품(자동

차보험 및 일부 배상책임 보험)과 긴급하게 필요에 의한 상품(여행자 보험)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적극적 가입의지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발굴하고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면 접촉에 의한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데, 소비자 설득 측면에서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에 비하여 약할 수 밖

에 없다. 또한 대면채널의 설계사 등은 주기적 및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설득함으로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비대면채널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단순 설명하는 수단에 그 역할이 한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은 소비자에 대한 설득력과 관계

성이 약하다는 점으로 인해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판매능력이 떨

어진다.

또한 비대면채널의 약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비대면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및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채널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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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TM, 인터넷 채널이나 홈쇼핑 보험판매는 

아직까지는 그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다. 즉 이들 채널이 취급하는 

단순상품은 곧 저가상품이고 이는 질이 낮은 상품이라 인식한다. 아울러 부실판

매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장기상품을 선택하거나 보장이 높

은 상품, 즉 고가의 보험상품을 구입 시에는 대면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다. 보험상품 구입 시 채널 선호도를 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대면채널 선호도가 각각 78.5%, 78.0%임에 반해, 비대면채널 선호도는 11.3%,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 참조). 

<표 Ⅱ-5> 대면 및 비대면채널 선호도 비교
(단위 : %)

대면채널 선호도 비대면채널 선호도 은행채널 선호도

생명보험 78.5 11.3 2.2

손해보험 78.0 14.1 0.7

자료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p.12.

3. 운영제도 및 규제

가. 통신판매 관련 규제 

1) 보험업법 및 시행령상 규제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20) 외에도 통신수단을 이용

한 보험모집 시 준수사항을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0) 보험업법 제 95조(보험안내자료),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
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01조(자기계약
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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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나타난 통신판매21) 시 준수사항은 첫째, 통신판매자(텔레마케터)

는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종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둘째, 통신판매 시 고객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셋째, 보험 청약뿐만 아니라 철회가 가능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① 통신판매 대상자

통신판매자가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22)  

첫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이다. 

둘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보험판매자(텔레마케터 등)의 소속회사 또는 통신

판매 위탁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23)이다. 

셋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넷째, 위탁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

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개인

이다.

② 보험청약 및 철회

통신판매의 특성상 종이서류의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차후에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취 및 자필서명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우선 녹취와 관련해서 통신판매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21) 통신판매라 함은 고객과의 접촉부터 청약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통신수단에 의
해 이루어지는 판매행위를 의미한다. 

2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23) 이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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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

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

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하여

야 한다. 또한 청약한 이후에는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24)  

그밖에도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도 공인전자서명 또는 자필서

명을 받도록 하는 등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5) 

또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

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보험시장에 통신수단(TV,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는 비대면채널이 확

산되면서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소비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감독당국은 2006년 통신판매의 절

차와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율시

행 방안으로 제시하였고,26) 보험회사는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해 왔다. 그

러나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시행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터(TMR)의 불충

분한 상품 설명,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등의 문제27)로 인해 대면채널에 비해 불

24) 그러나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
집 시 자필서명의 면제)

25)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26) 금융감독원은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및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의 보
험업계 자율적 시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보험협회에 동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으며,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을 2006.6.1.부터 시행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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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해 금융감

독원은｢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28)을 마련하였다.29) 

나. 보험상품 광고·선전 규정 

1) 관련 법률

비대면채널의 주된 판매촉진 방법은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체 

등을 이용한 광고 및 선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광고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보험업법”이 있다. 

우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부

당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보호 또

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표시·광고를 하지 아

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중요정보”)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

(인터넷 게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금감원은 보험 통신판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보험계약 체결 권
유를 위한 무분별한 전화 및 개인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안내 미흡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둘째, 텔레마케터(TMR)는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듣기 어려울 정
도의 빠른 속도로 불충분하게 상품내용을 설명함. 셋째, 보험회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텔레마케터(TMR)가 임의로 수정・사
용함. 넷째,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실시방식, 절차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기준 미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7.21.)

28)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29) 이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시행된｢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은 폐지하였다.  

30)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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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광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31)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이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상품 광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

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법 제95조의4의 제1항). 

둘째, 보험상품의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①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②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

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③변액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

이다(법 제95조의4의 제2항).  

셋째,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95조의4의 제3항).

①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

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②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

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

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④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

우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

는 행위

31) 2010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2011년 1월 24일 시행)은 보험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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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보험광고 자율규제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업법 개정 전의 광고 및 선전에 관한 규제는 보험업법

이 아닌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그 근거는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 2)에 두고 

있었다.32) 동 근거규정에 따라 2006년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고,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상

품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하 ‘보험광고규정’)｣을 제정하여 광고에 대한 심의

를 수행하여 왔다. 

보험회사는 상품광고 또는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보험광고규정 제13조에 의

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33) 이에 따라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상품광고가 아닌 홈쇼핑과 같

은 판매방송의 경우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34)은 사전심의를 받으지만, 그 

밖의 보험상품은 방송 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홈쇼핑 등 보험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과장 광고로 인해 불완전 판

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보험광고규제

는 필수 안내사항 및 금지행위, 제재금 등을 강화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35) 

32)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협회로 하여금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95조의4의 제6

항) 보험협회의 보험광고심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33) 보험광고의 유형으로 판매광고와 이미지광고로 구분한다. 판매광고는 다시 ‘상품광
고’와 ‘판매방송’으로 나뉜다. 판매광고 중 상품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
공·홍보하는 행위를 말하며, 판매방송은 보험회사나 홈쇼핑회사 등이 방송프로그램
을 제작·편성하여 TV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지광고는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34)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근거

35)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2009.12.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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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비대면채널 관련 법규

첫째,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권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동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전화판

매권유”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

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36)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7) 

둘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부당권유를 금지하도록 규

정한다. 특히 제49조 제4호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

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

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38) 

셋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9)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

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

36) 예를 들면 첫째,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둘째,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이다.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그러나 동 법률은 제3조 제3항에 의거 보
험계약체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42 경영보고서 2011-1

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

록시스템(www.nospam.go.kr)｣(이하 “광고거부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40)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거부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

여는 구매권유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넷째, 불법 스팸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999년 7월에 옵트아웃 제도41)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휴대전

화 스팸 방지 대책으로 2004년 12월 동 법을 개정하여 2005년 3월부터 옵트인 제

도42)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 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43) 또한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다

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44)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른 전

4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41) 옵트아웃(opt out : 사후수신거부방식)이란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메일을 1회는 
그냥 보낼 수 있지만, 일단 수신한 개인이 수신거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메일을 보
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42) 옵트인(opt in : 광고전송수신자 사전동의제)이란 사전수신동의 방식으로 종전에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전화, 팩스로 보낼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아니하면 광고를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

44)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대면채널의 운영모형 및 실태 43

화권유45)의 경우이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

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한다. 

그 밖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의 철회권”이란 고객이 거래 금융

회사에 본인정보의 제3자 앞 제공의 중지(신규정보 제공 및 직접 마케팅 전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6) 이에 대해 “전화수신거부

(Do-Not-Call)”란 금융회사, 제휴회사 등의 전화 마케팅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전화 마케팅 이외의 자사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목적으로는 활용

이 가능하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5)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4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CB회사, 업무위탁회사 등은 동의철회권 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
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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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가. 운영현황

1)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에는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이하 ‘TM’이라 함.), 인터넷을 활

용한 사이버 마케팅(CM), TV홈쇼핑을 이용하는 홈쇼핑채널 등과 이들 매체들 

간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형 채널(Hybrid Channel)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

부분의 보험상품의 판매는 전화를 플랫폼으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즉 인터

넷 또는 홈쇼핑을 통해 고객과 접촉하더라도 결국 전화 또는 대면접촉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초회보험료 및 월납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 

규모, 연평균 성장성 그리고 회사별 실적을 분석한다. 

① 초회보험료 실적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TM을 통한 보험 모집액(초회보험료 기준)은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TM의 소속 모집조직은 

주로 본사, 설계사, 대리점 및 홈쇼핑으로 세분된다. 소속 조직별로 TM의 판매

비중을 보면 설계사와 대리점 비중이 80%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 홈쇼핑을 통한 TM의 비중도 약 20%에 근접하며, 본사조직으로 소속되어 있

는 TM은 2~3% 미만으로 매우 낮다.47) 특히, 최근 들어 홈쇼핑에 의한 TM이 

2006년 23%에서 2008년 16%로 약 7%p 감소하였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광고 규

제와 심의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 TM의 모집조직별 비중과 최근 

47) 그 이유는 TM 조직의 경우 일부 근로자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근로자로의 인
정에 대한 법적 대응시를 고려하여 직판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또는 설계사
의 지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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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비대면채널(TM+CM)의 초회보험료 현황 현황을 보면 <그림 Ⅱ-4> 및 

<표 Ⅱ-6>와 같다. 

<그림 Ⅱ-4> 생명보험 TM의 모집조직별 구성비(FY’08)

<표 Ⅱ-6>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의 초회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원, %)

FY’05 FY’06 FY’07 FY’08

TM

본  사  5,698   3,537   3,073    573

설계사 42,231  52,423  64,221  83,026

대리점 47,114  51,230  51,649  36,468

홈쇼핑 34,337  32,500  23,508  23,487

소  계 129,380 139,689 142,451 143,554

CM 3,138 576 1,793 2,276

비대면(TM+CM) 132,518 140,265 144,244 145,830

주 : 초회보험료 기준(월납초회보험료+일시납초회보험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표 Ⅱ-6>과 같다. 대

면채널의 경우 금융위기(2008년 하반기) 등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급등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비대면채널은 비교적 견고한 성장률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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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채널
비대면채널

TM CM TM+CM

FY2006 -5.0 8.0 -81.6 5.8 

FY2007 22.1 2.0 211.3 2.8 

FY2008 -37.8 0.8 26.9 1.1 

<표 Ⅱ-7> 생명보험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성장률 
                                                        (단위 : %)

주 : 초회보험료 기준(월납초회보험료+일시납초회보험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회사별 실적을 보면, 2009년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총 22개사 인데 이중 2

개 외자계 생보사48)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이 비대면채널을 활용한다. 

회사 그룹별 대면과 비대면 비중을 보면 대형 생보사는 비대면채널(TM+CM)이 

5.2%인데 반해 대면채널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생보사는 대면채

널 비중이 19.6%에 비해 비대면채널 비중은 64.2%로 비대면채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외자계 생보사는 대면채널 비중과 비대면채널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을 보면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비중 
                                                        (단위 : 백만 원, %)

비대면채널(a) 대면채널(b) 비대면 비중
(a)/(a+b)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대형 생보사 7,549 5.2 3,196,010 48.5 0.2 

중소형 생보사 93,551 64.2 1,290,733 19.6 6.8 

외자계 생보사 35,057 24.0 1,423,796 21.6 2.4 

은행계 생보사 9,671 6.6 681,155 10.3 1.4 

계 145,828 100.0 6,591,694 100.0 2.2 

주 : FY2008 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48) 푸르덴셜생명, 뉴욕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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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납보험료 실적 기준

국내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의 신계약 성장성을 일시납 보험료를 제외한 월납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5.8%의 성장을 하였다. 생명보험회사

별로 보면 대형사와 외자계 생보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중소형사는 

11.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보험료 구성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중소형 생보사 61.5%, 외자계 생보사 

3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대형 생보사는 6.6%로 매우 미미하였다.

국내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비대면채널의 월납보험료 및 성장률을 보면     

<표 Ⅱ-8>과 같다.

<표 Ⅱ-9>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비대면채널 월납보험료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원, %)

 2006 2007 2008 2009 성장률

대 형 사 
789

 (8.3)
668

(6.4) 
642 

(6.3)
743 

(6.9)
-2.0%

중소형사
5,015
(52.7) 

5,970 
(56.9)

6,528 
(64.0)

6,929 
(61.5)

11.4%

외 자 사
3,713 
(39.0)

3,864 
(36.8)

3,025 
(29.7)

3,597 
(31.9)

-1.1%

계
9,518 

(100.0)
10,501 
(100.0)

10,195 
(100.0)

11,270 
(100.0)

5.8%

주 : 1) CY 기준으로 신계약 월납보험료 월평균 실적임.
2) (  )은 회사별 보험료 비중임. 
3) 대형사는 삼성, 대한, 교보, 외자사는 ING, MET, PCA, AIG, 알리안츠, 라이나, 중소형사는 미래

에셋, 흥국, 신한, 금호, 동양, 동부, 녹십자, 우리아비바,  KB 
자료 : 생명보험회사 

이와 같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일시납보험료를 제외한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비대면채널의 실적은 신계약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신계약 금액 규모

도 연간 1,200억원 수준으로 결코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대표적인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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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 차지하는 신계약 비중이 증가하면서 회사 내 채널전략에서 차지하는 역할

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운영모형별 실적 

생명보험 운영모형별 실적 현황을 보면 인바운드 TM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아웃바운드 TM, 홈쇼핑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 생명보험 운영모형별 현황
(단위 : 천 건, 백만 원, %)

　

　

TM CM

홈쇼핑 기타 계　인바
운드

아웃
바운드

인터넷 
완결

인터넷
+TM

계약
건수

153
(8.5) 

1,218 
(67.6)

- 
95 

(5.3)
255 

(14.2)
80 

(4.4)
1,802 

(100.0)

보험료
4,915
(5.2) 

57,007 
(60.2)

- 
5,636 
(6.0)

13,944 
(14.7)

13,125 
(13.9)

94,626 
(100.0)

주 : 1) 주요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4개 생명보험회사 대상임.
2) 실적기간은 2009.1.1~2009.12.31까지이며, 초회보험료 기준임.

2) 손해보험

① 직판시장의 도입

2000년을 전후한 디지털 금융시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대두된 비대면 판매

채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분야 보다는 손해보험 분야

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은 직판을 주된 사업모형으로 하는 전문보험회

사가 설립되는 등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2001년 교보자동차보험이 최초

로 TM을 사업모형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를 설립한 이래 계속해서 자동

차보험 중심의 직판 전문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 진입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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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중심의 손해보험회사도 직판 전문채널을 신설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문

직판회사에 대응하였다. 2009년 3월에는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인터

넷을 통해 직판시장에 진입하며 현재 LIG손해보험회사를 제외한 전 손해보험회

사가 직판채널을 자동차보험의 주된 판매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49) 

각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직판시장에 진출한 현황을 요약하면 <표 Ⅱ-11>

와 같다.

형태별 진출시기 손해보험회사 주력상품

전업사(4)

2001.10

2003.12 

2004. 1 

2006. 4

교보AXA

더케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겸영사(9)

2002. 5

2002.11

2004. 8

2004. 8

2004.10

2005. 5

2005. 5

2005. 6

2009. 3

제일

롯데

동부

현대

한화

메리츠

그린

쌍용

삼성

자동차, 해상, 

화재, 특종 등

<표 Ⅱ-11> 자동차보험 직판시장 진출 현황

자료 : 안철경·기승도,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Insurance Business 
Report,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 p.2.

② 규모 및 성장률 

손해보험 비대면채널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8 기준 3조 5천억 원으로 전

체 원수보험료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비대면채널의 규모는 직판채널이 

49) LIG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다음다이렉트와의 지분 및 업무협력 관계를 맺어 실질적으
로는 직판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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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도입 된 2001년 이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50) 최근 5년간 비대면채널의 원수보험료

와 비중을 보면 <표 Ⅱ-12>와 같다.

구  분 FY’04 FY’05 FY’06 FY’07 FY’08

비대면

TM 10,246 15,567 21,707 28,563 32,053

CM 1,729 1,794 1,905 2,199 2,448

소계
(비중)

11,975
(5.2)

17,361
(6.7)

23,613
(8.0)

30,761
(9.1)

34,501
(9.2)

손해보험 전체 232.189 257,227 295,862 339,819 374,954

<표 Ⅱ-12> 손해보험 비대면채널의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 원, %) 

주 :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2008년도 보험통계연감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대면채널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1.5%로 성장한 반면 비대면채널은 약 3배인 30.3%가 성장하였으며, 특히 CM보

다는 TM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표 Ⅱ-13> 손해보험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성장률 
(단위 : %)

구  분 대면채널
비대면채널

TM CM TM+CM

CAGR2004-2008 11.5 33.0 9.1 30.3

주 :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2008년도 보험통계연감 

손해보험 비대면 시장을 주도한 것은 자동차보험 직판채널이었다. 자동차보험 

직판채널은 2001년에 시장 진입 이후 8년 동안 시장점유율 약 20%를 차지하며 급

50) 2003년 8월에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2008년 기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5.3%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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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의 직판시장 성장 추세를 보면 <표 Ⅱ-14>

와 같다. 

<표 Ⅱ-14> 국내 자동차보험 직판채널 성장 추이
(단위 : %, 억 원)

구  분 FY’04 FY’05 FY’06 FY’07 FY’08

수입보험료 6,970 8,393 11,889 17,197 19,447

증가율 65 20 42 45 13.1

점유율 8.8 10.3 13.4 17.3 19.4

주 : 보장사업 및 기타보험 실적 제외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성장정체기 주요국 판매채널 동향 및 시사점”, CEO Report, 2009, p.24.

③ 상품, 소속형태 및 회사별 실적

자동차보험 직판 전문회사의 등장 이래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서 타 

보험종목으로까지 TM의 활용을 확대하였다. 2008년 기준 전체 비대면채널의  

종목별 비중은 자동차보험 63.1%에 이어 장기 24.8%, 특종 11.8% 순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직판채널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개인보험을 교차판매

하는 형태로 보험판매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51) 손해보험의 비

대면채널 종목별 비중을 보면 <그림 Ⅱ-5>과 같다.

51) 손해보험의 경우 직판시장(Direct)이 TM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시장과 
직판채널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직판에는 인터넷, DM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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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손해보험 종목별 비대면채널 구성비(FY'08) 

              자료 : 보험개발원, 2008년도 보험통계연감 

손해보험 비대면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M의 모집조직별 보험료를 보면 

<표 Ⅱ-14>와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M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본사 소

속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로 자동차보험 전문보험사들이 TM 조직을 본사 소속

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업사들의 경우 대리점 또는 설계

사 조직을 통하여 TM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쇼핑의 경우 2008년 

약 1,700억원에서 2008년 약 5,14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Ⅱ-15> 손해보험 TM조직의 모집조직별 보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FY'05 FY'06 FY'07 FY'08

본  사 849,775 1,124,154 1,601,154 1,831,533

설계사 57,124 169,438 189,568 207,885

대리점 463,741 537,146 589,658 624,744

중개사 13,245 16,295 19,339 26,849

홈쇼핑 172,880 323,703 456,542 514,289

소계 1,556,765 2,170,736 2,856,261 3,205,300

주 :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2008년도 보험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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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 손해보험 TM의 모집조직별 보험료 구성비를 보면 본사 조직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대리점(19.5%), 홈쇼핑(16.0%), 설계

사(6.5%)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그룹별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비중을 비교하면 대형 손보사는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3.7%에 불과했으나, 중소형 손보사는 9.5%, 외자

계 손보사는 67.2%였으며, 직판 전문사는 99.5%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손보사 

보다는 중소형 및 외자계 손보사에서 비대면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6>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비중(FY’08) 
                                                        (단위 : 백만 원, %)

구분
비대면채널(a) 대면채널(b) 비대면 비중

(a)/(a+b)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대형 손보사 943,042 27.3 24,874,567 73.1 3.7 

중소형 손보사 819,121 23.7 7,827,572 23.0 9.5 

외자계 손보사 371,844 10.8 181,287 0.6 67.2

직판 전문사 1,316,056 38.1 6,034 0.0 99.5 

계 3,450,064 100.0 34,045,344 100.0 9.2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
2) 서울보증과 코리안리 실적는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2008년도 보험통계연감 

④ 운영모형별 실적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직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바운드 TM은 약 

20%이며, 아웃바운드 TM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는 달리 인터넷 완결형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

쇼핑의 경우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이 자동차보

험 직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일반 손해보험으로 확장할 경우 이보

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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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자동차보험 운영모형별 현황
(단위 : 천 건, 백만 원, %)

　
TM CM

홈쇼핑 계인바
운드

아웃
바운드

인터넷 
완결

인터넷+
TM(인)

인터넷
+TM(아웃)

계약
건수

420 
(19.3)

1,048 
(48.1)

  663 
(30.4)

8 
(0.4)

25 
(1.2)

13 
(0.6)

2,176 
(100.0)

원수
보험료

210,073 
(20.3)

487,562 
(47.1)

314,662 
(30.4)

4,345 
(0.4)

12,769 
(1.2)

 6,640 
(0.6)

1,036,052
(100.0) 

주 : 1) 주요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3개 자동차보험 직판사 대상임.
2) 실적기간은 2009.1.1~2009.12.31까지이며, 원수보험료 기준임.

나. 문제점

국내보험시장에서 비대면채널은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적

측면에서 볼 때 대형보험회사보다는 중소형 보험회사 또는 외국계 보험회사52)

에서 주된 사업모형으로 활용하여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

한다. 또한 대면채널의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보험회사들에게는 비대면채널이 

미래 경쟁우위의 사업모형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비대면채널 시장의 성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보험회사들의 비대면채널에 대한 활용 전략상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에 비해 전문성이 낮은 저관여 및 저가의 상품 

그리고 표준화가 가능한 단순상품 등에 적합하다. 또한 특정 고객을 표적으로 

하는 목표시장 전략이나 틈새시장 전략 등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내의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유형이나 채널운영전략을 보면 대면

채널과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 특히 특정 고

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상품판매채널로 인식되기 보다는 유행성 상품 또는 히

트상품만을 일시에 취급하는 단발성 채널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적인 비

52) 외국계보험사 중에서도 라이나, AIA, 우리아비바 보험회사는 TM채널 분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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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채널 활용 전략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모형은 비대면채널

의 초기 모형인 콜센터 모형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는 데 효

과적인 인터넷 모형의 도입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비대면채널이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지향적인 채널

로 널리 인식되기에는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에 비해 통신판매나 TV홈쇼핑채널은 불완전판매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53) 따라서 감독당국 및 소비자단체 등은 비대면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보험광고규제, 통신판매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 하에서는 비대면채널의 위축이 예상된다.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비대면채널의 사업모형은 주로 아웃바운드 TM 중심이기 때

문에 영업을 위한 고객데이터 취득 과정 및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인바운드 TM을 활용하는 비중이 생명보험은 10%, 자동차보험은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하여 아

웃바운드 영업보다는 인바운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웃바운

드 방식 활용 시에는 점차 증가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가 예상된다. 

넷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대면채널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

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판매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제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보험민원 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불법행위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지

게 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건전하지 못한 시장관행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3)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업계평균 불완전판매율이 설계사가 1.31%임에 반해 통신판매 
8.8%, 홈쇼핑 5.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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