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주요국의 비대면채널 현황 및 규제

1. 미국

가. 생명보험 비대면채널 활용현황

비대면 판매채널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중개사나 대리점과 같은 판매채널에

서도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이다. 즉 전화나 인터넷 등은 보험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지만 주도적으로 보험판매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은 대리점이나 중개사와 같은 보험회사 기준의 판매채널이다. 따라서 대면

채널과 비대면채널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비대면 수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특히 비대면채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의 체결을 완결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54)  

비대면채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중심의 활용도보다는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채널 접근방식도 

아울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접근

방식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즉 판매제도 중심의 분류기준(예를 들면 대리점, 중

개사, 금융기관 전문판매인, 직접응대 등)과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활용하

는 수단(Platform)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54) 이를 Direct 또는 Direct Respons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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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판매방식(Direct Response)

미국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을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판매조직 또는 제도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판매방식(Direct Response, 이하 ‘직판’ 또는 ‘다이렉

트’라 함.)에 해당한다.55) 

직판 실적을 조사한 직접판매협회(Direct Marketing Associations)의 조사결과

를 보면 직접인수자(Direct Writer) 중에서 전속대리점을 제외한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직판방식의 시장규모는 미국 보험시장(생보+손보) 전체에서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1>에 따르면 미국에서 직접판매방식은 10%

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직판방식에 사용되는 광고비는 전체 보험료에서 약 1.2% 수준이며, 이러한 

수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 미국 보험산업의 직판방식의 비율 추이 
(단위 : 10억 달러)

2003 2007 2008* 2009* 2013*

보험산업 규모 457.1 528 566 622.1 774.6

직접판매방식 46.8 54.5 59.0 65.3 83.1

직판 비율 10.2% 10.3% 10.4% 10.5% 10.7%

직판광고비 5.6 6.6 7.0 7.6 9.3

직판광고비 1.2% 1.3% 1.2% 1.2% 1.2%

주 : 1. * 는 추정값임.
2.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산업 전체 실적임.

자료 : Direct Marketing Associations's, “Power of Direct Marketing, 2008-2009 edition”, 2009.

미국 생명보험회사에서 직판채널은 주로 보조적인 채널전략의 수단으로 활용

된다. 1990년 이전까지 생명보험회사는 전속대리점을 주력채널로 활용하였으

55) 직접응대(Direct Response) 또는 직판(영국 등 유럽의 경우 Direct라 함.)은 직접인수자
(Direct Writers)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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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독립대리점과 금융기관의 전문 보험판매인의 활용을 

늘려갔다. 아울러 복합채널 전략의 한 수단으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직접판매방식을 보조채널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56) LIMRA(2007)에 따르

면 보험료 실적기준으로 상위 20위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일반대리점, 브로커, 

개인총괄대리점(PPGA) 등 전통적인 보험전문 판매채널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주력채널 이외에 변액연금 등 금융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증권브로커나 금융자문가(FA)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

러 직접판매방식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조채널로 활용되며, 소형 생명보

험회사들은 대부분 직판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채널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표 Ⅲ-2>와 같다.  

56) LIMRA가 2004년에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76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별로 
사용하는 채널조직을 조사한 결과이다. Mayo et. al(2008,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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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채널시스템 활용(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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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03년 기준 전체 시장점유율 79%에 해당하는 생명보험회사임. 
자료 : Bette F.Mayo, Ashley Durham, U.S.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5, pp.17~18.

(2) 가입수단(Platform)

보험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접근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채널의 활용은 주로 보험소비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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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RA(2009)가 설문조사로 수집한 채널별 생명보험상품 유형을 보면, 대리점 

등 전통적 판매방식이 생명보험상품의 주요 채널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대면채

널을 사용하는 비율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수집한 자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대리점이 메일이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판매한 경우, 

체결된 계약실적은 대리점 계약으로 분류되지만 소비자는 비대면채널(메일, 전

화 또는 인터넷)로 구매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자료에서는 대면채널 방식(대리점, FA 등)이 주요 판매방식이지만 인터넷

을 활용한 비율이 2006년보다 2009년에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상품별로는 판매채널의 활용 비중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면채널이 모든 

생명보험상품에서 주요한 판매방식이며, 특히 연금과 같이 복잡하다고 인식되

는 보험상품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편이나 전화 방식은 전통

생명보험(정기 및 종신보험)이나 장기요양상품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방식은 모든 보험종목에서 판매구성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구분
2009 2006

전통생명 장애 장기요양 연금 개인보험

대면채널(대리점, FA) 41 28 37 63 52

우편 또는 전화 22 14 18 14 19

작업장(work) 21 43 26 9 18

인터넷 15 14 17 14 7

기  타 1 1 2 0 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표 Ⅲ-3> 미국 생명보험상품의 구매 경로 
(단위 : %)

자료 : Mary M. Art, "Trends in Consumer Internet Use for Insurance, The Growing Role of the Internet", 
LIMRA Market Trends Vol.16, No 2, 2009.  

설문조사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수단을 보면 비대면채널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지만 이러한 판매방식은 기존 판매채널과 비교하여 채널로써 뚜렷한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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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동 방식은 판매채널이 될 수도 있지만 광고의 수

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나 중개사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판매채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수단으로써 널리 활용되

고 있으며, 그 활용정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고객특성57)

LMIRA(2006)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은 급여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연령층과 인터넷 등에 익숙한 저연령층이다. 

<표 Ⅲ-4> 미국 생명보험가입자의 연령대별 가입 비중
(단위 : %)

연령 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복수가입

34세 이하 77 20 3

35세~44세 75 18 7

45세~54세 76 13 11

55세~64세 76 16 8

65세 이상 73 17 10

주 : 연령대별 개인생명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한 판매채널을 조사

급여수준에 따른 비대면채널 이용 현황을 보면, 급여수준이 낮고 미혼일수록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율이 높게 나타났다. 

57) LIMRA, The Direct Route to Life Insurance, 2006를 참조하였으며, 미국에서 비대면채널
을 TM, 인터넷, 우편을 합쳐 정의하고, 특별히 TM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TM의 형태로 보험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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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미국 생명보험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가입 비중
(단위 : %)

(년)평균 임금 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복수가입

$24.9k 이하 70 21 9

$25k~$49.9k 70 22 8

$50k~74.9k 75 16 9

75k~99.9k 84 9 7

$100k 이상 84 7 9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주요 상품 현황을 보면, 종신보험 보다는 정기보

험 위주로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은 생명보험상품의 가입절차 또는 상품구성이 일반손해보험에 비해 어렵고 복

잡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미국 생명보험가입자의 주요 가입상품 비중
(단위 : %)

대면채널 비대면채널

정기보험 32 55

종신보험 46 30

정기보험+종신보험 22 15

비대면채널의 평균보험가입금액 현황을 보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자의 

개인생명보험 평균보험가입금액은 대면채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Ⅲ-7> 미국 생명보험가입자의 판매채널별 가입금액
(단위 : $) 

평균 중앙값

비대면채널(Direct) 162,600 50,700

대면채널(In-person) 260,700 125,200

전체(All Insured Household) 255,100 1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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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 비대면채널 활용현황

직판 등 비대면채널은 생명보험 보다는 손해보험에서 활성화되었다. 손해보

험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직판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상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가입 절차가 편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성 보험 보다는 개인손

해보험에서 직판방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여전히 대면채널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직판방식도 점차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

다. 현재 미국에서 전화를 이용한 직판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의 판매 통계를 제공

하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직판방식을 주력채널로 하는 보험회사들과 이들의 시

장점유율을 근거로 분석하면 자동차보험 직판시장의 규모는 개략적으로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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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 및 직판 주력 회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

순위
1973 2005 2006

회사 M/S 회사 M/S 회사 M/S

1 State Farm 13.7 State Farm 18.0 Stage Farm 18.0

2 Allstate 10.4 Allstate 11.1 Allstate 11.1

3 Farmers 3.8 Progressive 7.4 Progressive 7.3

4 Aetna 3.4
National 

Indem.(Geico)
6.2

National 

Indem.(Geico)
6.7

5 Geico 3.3 Farmers 4.9 Farmers 4.9

6 Travelers 3.1 Nationwide 4.6 Nationwide 4.5

7 Nationwide 2.9 USAA 3.5 USAA 3.6

8 Hartford 2.8 AIG 3.1 AIG 3.0

9
Fireman's 

Fund
1.7

Liberty

Mutual
2.6

Liberty

Mutual
2.6

10
Liberty 

Mutual
1.6

American 

Family
2.2

American

Family
2.1

합계 46.7 63.6 63.8

직판 3.3 22.8 23.2

주 : 1) 음영으로 표시된 회사가 직판채널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이다. 직판합계는 직판채널
로 영업하는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것으로 실제 직판채널 실적은 아니지만, 직판채널
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개력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2) 개인용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 A.M Best and Inductis analysis ; iii, “Insurance Fact Book” 각 연도

직판채널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중에서 GEICO와 USAA가  

직판채널만을 사용하며,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직판채널과 기타 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즉 미국 자동차보험 회사들도 생명보험회사와 같이 복합채

널 전략으로 다양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6 경영보고서 2011-1

회사
대리점

직판 은행 인터넷 직급
전속 독립

State Farm ○ ○

Allstate ○ ○ ○ ○

Progressive ○ ○ ○

Geico ○ ○

Farmers ○ ○

Nationwide ○ ○ ○ ○ ○ ○

USAA ○ ○

AIG ○ ○ ○

Liberty Mutual ○ ○

Travelelrs ○ ○ ○

<표 Ⅲ-9> 자동차보험 상위사 판매채널(직판 등) 현황

자료 : 안철경·기승도,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 p.9.

전화(TM)를 중심으로 하는 직판방식이 미국의 손해보험시장에서 상당히 활

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 이후 보험회사는 주로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은 매

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면 미국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

는 특정 보험상품 분야 예를 들면 여행자보험 등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규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직접판매 방식은 보험회사(또는 판매채널)

의 경영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직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개인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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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적인 판매 방식으로 TM 등 통신

판매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우편, 이메일, TV 등 직접응대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히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전화로 보험구입을 권유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행활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만들

어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직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장

애물이 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비대면 수단이 개인의 사행활을 침해하

는지 여부이다. 지금까지는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IT의 발달로 직접적으로 소비

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이 더 활성화된다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률이 더 

확대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능성 때문에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인 불초청 규정(Do-Not-Call Rule)58)을 살펴본다. 

1) Do-Not-Call Rule의 주요 내용

2003년에 Do-Not-Call Implementation Act가 제정되었다.59) 이 법에 따라 2003

년 6월에 연방통상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ion)는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를 설립하였다. Do-Not-Call 리스트에 등록은 2003년 6월 27일부터 

58) Do-Not-Call Rule과 같은 법률은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도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는 Bill C-37, An Act to amend the Telecommunications Act라는 
이름으로 Nation Do-Not-Call List를 2004년 12월 13일에 의회에 처음 제출하였고 2005

년 11월 25일(2006년 6월 30일부터 효력발생)에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Telephone Preference Service (TPS)가 있는데 이는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Amendment) Regulations 2004에 따라 실시되었다. 호주 
의회에서도 2006년 6월 30일에 Do Not Call Register Act 2006를 통과시켰다.

59) Telemarketing Abuse Act: G.B.L. § 399-z

    : State level - General Business Law ; “Do not cal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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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고,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텔

레마케터가 동 법률에 따라 registry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등록일로부터 31일까

지 전화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등록된 전화번호가 5년 동안 기록소에 

보관되는 것으로 되었으나 2007년에 수정된 Do-Not-Call 법률(2008년 2월부터 

효력발생)에 따라 영원히 등록되도록 되었다. 

소비자는 전화영업(Telemarketing)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자신의 전화번호를 FTC에 연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FTC는 동 법의 시행을 

위해서 Telemarketing and Sales Rule(일명 ‘TSR’이라함.)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

칙의 내용은 보험회사 또는 금융관련 영업자가 등록된 소비자에게 전화로 영업

하는데 제한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도 전화영업을 할 때, 이 법률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신소비자 보호법(TCPA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정으로 보험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무제한적(특히 미국에서 주를 

넘나드는 전화영업)으로 전화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소비자

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텔

레마케팅에 제한을 받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즉 이 법률에 따르면 위반 건당 

$11,000이상의 벌금을 부고하고 있기 때문에, Do-Not-Call 규정은 직접판매산업

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0) 

동 법률에서는 텔레마케터와 판매자가 매 31일마다 최소한 1회씩 자기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여 연방등록자료에 등록된 소비자의 전

화번호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언제든지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등

록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다음의 4가지 경우에 Do-Not-Call 리스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 자신이 영업관계를 구축한 조직과의 통화, 둘째, 소비자가 우선

60) Scott Frey, “Complying with Do Not Call”, National Underwriter, December 8, 2003, 

p.17.



주요국의 비대면채널 현황 및 규제 69

적으로 허용한 전화, 셋째, 영업목적 또는 요구하지 않은 광고가 아닌 경우의 전

화, 넷째, 면세 비영리 조직(장애인 단체 등)에서 온 전화이다. 

2) Do-Not-Call Rule의 효과 추정

보험회사 또는 텔레마케터는 적극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영

업(Outbouding Sale)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동 방식이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

해하거나 원치 않는 전화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Do-Not-Call Rule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

사는 동 규정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는

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미국의 보험시장에서 직접판매방식의 성장을 제한하는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LIMRA(2006)61)에 따르면, 직판채널을 활용하는 회사는 Do-Not-Call 규제가 직

판채널의 영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법률규제의 변화에 많

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LIMRA가 Do-Not-Call 규제가 미국 직판보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 총 17개의 보험회사 중에서 13개 보험회사

가 Do-Not-Call 규제가 직판채널의 활성화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하였다(<표 Ⅲ-10> 참조).

응답회사
영향 수준

대 중 소

Do-Not-Call 규제 17 6 7 4

법률 환경 15 6 7 2

사생활보호 법률 14 6 6 2

<표 Ⅲ-10> 직판채널에 영향을 주는 정도

자료 : LIMRA, Direct Response Marketing : Trends & Outlook, 2004.

61) Cherly D. Retzloff, Ron Neyer, Patrick T. Leary, The Direct Route to Life Insurance- 

Using Direct Response Channels to Purchase Life Insurance, LIMRA Report, 20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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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Call 규제가 직접판매에 장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

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Do-Not-Call 규제가 많은 보험회

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법률에 

순응한 채널전략을 마련할 것이고, 또 다른 보험회사들은 고객과 접촉하는 기구

(Contact Center)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직판전략을 마련하는 등 보

험회사들이 법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Do-Not-Call 리

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전화 등으로 접촉하더라도 실제 구매 가능성이 낮

은 고객이므로, Do-Not-Call 리스트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직판영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 영국

가. 생명보험 비대면채널 활용현황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은 대면판매 방식이 주로 이용되어 직판(DM : Direct 

Marketing)에 의한 선호도는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전체 생명보험 및 연금 시장

에서 2007년의 직판채널 점유율은 약 3%로 미미한 실정이다. 

영국의 생명보험 시장에서 직판채널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다.62) 첫째, 생명보험상품은 구매되는(Bought) 상품이 아니라 판매되는

(Sold) 상품이라는 인식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대면채널 방식이 적합하다는 점이

다. 둘째, 생명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계약 기간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고객과

의 분쟁 가능성이 높고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채널에 의한 상품의 설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직판채널의 상품특성은 단순화인데 생명보

험상품을 단순화하여 판매할 경우 상품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62) Datamonitor, The UK Life And Pensions Distribution Landscape Overview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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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가 가능한 상품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의 직판채널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법규준수 

의무(Compliance Risk)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TM으로 보험상품을 판매

할 때에는 통화 기록을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되어있어 판매자가 부담감을 가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Datamonitor(2008)가 분석한 미래 영국의 보험채널 성장률을 보면 직

판채널은 성장성이 가장 높은 채널로 인식된다. 향후 5년간 채널별 성장률 전망

을 보면 FA 및 방카슈랑스는 4~5%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판채널은 약 15%의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FA 채널이

나 방카슈랑스 채널은 이미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

영 중이다. 그러나 향후 법규 변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채널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채널은 직판채널이다.

채널구분
독립

전속 직판 및 기타
FA 방카슈랑스

CAGR(2008-2012) 4.3 5.1 6.2 14.9

<표 Ⅲ-11>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의 향후 채널성장률
(단위 : %)

자료 : Datamonitor, The UK life and pensions distribution landscape overview 2007, 2008.

나. 손해보험 비대면채널 활용현황

영국의 개인손해보험63) 가입수단을 보면64) 자동차보험은 대면채널이 2003년 

15%에서 2008년 4%로 11%p 감소한 반면 비대면채널은 11%p 증가하였다. 비대

면채널 중에서는 전화를 이용하는 수단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

63) 영국의 비대면 손해보험시장은 주로 개인보험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는 
개인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대면채널 활용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64) 동 자료는 2008년 9월 Datamonitor Consumer Survey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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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으로 가입수단이 최근 들어 큰폭

으로 증가한 것은 IT의 발달과 인터넷의 활용률 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우편 등

은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영국의 개인자동차보험 가입수단(Platform)
(단위 : %, %p)

가입수단 2003 2005 2008 증감(08-03)

대면채널 15 10 4 -11

비대면

채널

전화 76 73 41 -35

인터넷 4 13 51 +47

우편 5 4 3 -2

기타 n/a n/a 2 +2

소계 85 90 96 +11

자료 : Datamonitor Consumer Survey(Sep. 2008.); 
         Datamonitor, UK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9, 2009.

비대면채널을 활용할 경우 광고 등을 통하여 채널, 상품 및 회사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을 높게 활용하는 영국의 손해보험

회사는 광고비의 지출 규모 및 광고 매체의 선정 등이 핵심적인 채널 전략이 된

다. 영국의 2008년 손해보험회사의 총 광고비용은 4억 6천 2백만 파운드이며, 이

중 광고비 지출 상위 10대 회사가 2억 2천 3백만 파운드로 약 50%를 차지한다. 

10대 광고비 지출 회사 중 9개사가 주로 직판 또는 보험판매몰(Aggregate)을 주

력 사업모형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수보험료 대비 광고비 지출 비율은 

Direct Line과 Churchill의 경우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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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영국의 광고비 지출 상위 10대 손해보험회사(2008)
(단위 : ￡, %)

광고비 비중 주력채널

Direct Line 44,949,171 9.72 Direct

Churchill 28,746,850 6.22 Direct

Saga 25,125,642 5.43 Direct/Partner

More TH>N 23,273,895 5.03 Direct

Gocompare.com 22,793,699 4.93 Aggregate

AA 20,191,119 4.37 Brokers

Norwick Union Direct 17,513,922 3.79 Direct

Confused.com 17,134,785 3.70 Aggregate

LV=(Liverpool Victoria) 13,162,665 2.85 Direct

Comparethemarket.com 12,971,254 2.80 Aggregate

Total top 10 (백만파운드) 225.9 48.84

기타 손보사 (백만파운드) 236.6 51.16

손보사 전체 (백만파운드)  462.5 100.00

자료 : Nielsen Media Research ; Datamonitor(2009), UK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9. 

2008년 기준 영국의 10대 광고비 손해보험회사의 매체별 지출내역을 보면 TV 

56.9%, 우편 34.0%, 신문 4.8%, 라디오 2.6% 순이다.

<표 Ⅲ-14> 영국의 광고비 지출 10대 손해보험회사의 매체별 광고비(2008) 
(단위 : ￡, %)

매체 광고비 점유율 매체 광고비 점유율

TV 128,551,783 56.9 Outdoor 2,839,701 1.3

Direct Mail 76,783,378 34.0 Cinema 816,514 0.4

Press 10,872,933 4.8 Internet   209,240 n/a

Radio 5,789,453 2.6 Total 225,863,002 100.0

자료 : <표 Ⅲ-13>과 동일

영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직판손해보험회사의 상품별 광고비 지출내역

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52.4%, 가계주택보험 2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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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해건강보험 7.4%, 일반·복합상품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영국의 10대 직판보험회사 상품별 광고비(2008)
(단위 : ￡, %)

보험종목 광고비 점유율 보험종목 광고비 점유율

자동차 87,436,839 52.4 기타 6,952,104 4.2 

가계주택보험 48,199,228 28.9 애완동물  2,118,176 1.3 

상해건강 12,315,951 7.4 여행보험   1,444,487 0.9 

일반/복합상품  8,246,526 4.9 합계 166,713,311 100.0 

주 : 상위10대 직판보험자(2008기준) : Direct Line, Norwick Union Direct, Churchill, More Th>n, BUPA, 
Zurich, CIS, Domestic & General, LV=, the Admiral brands(Elephant, Bell Direct and Diamond)

자료 : <표 Ⅲ-13>과 동일

매체별로는 TV 54.3%, 우편 34.8%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문 

6.5%, 라디오 2.5%이다. 

매체 광고비 점유율 매체 광고비 점유율

TV 90,460,231 54.3 Outdoor 1,353,694 0.8

Direct Mail 58,082,651 34.8 Cinema 1,469,424 0.9

Press 10,904,267 6.5 Internet 199,775 0.1

Radio 4,243,269 2.5 Total 166,713,311 100.0

자료 : <표 Ⅲ-13>과 동일

<표 Ⅲ-16> 영국의 10대 직판보험회사 매체별 광고비(2008)
(단위 : ￡, %)

영국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한 채널로서 파트너쉽(Partnership) 채널이 있다. 브

랜드 어슈어러런스(Brand Assurance)라고도 하며 유관단체(Affinity) 또는 소매

업자(retailers)와 제휴를 통한 보험판매방식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개인손해

보험을 취급하고 보험계약체결수단이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비대면 수단을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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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채널은 개인자동차보험의 17%, 가계주택보험의 15%를 차지할 정도

로 개인손해보험의 주력 채널이다. 파트너쉽 채널이 고객을 접촉하는 방식은 직

접 보험전문판매자와 대면하기도 하지만 주로 비대면(TM, DM, 인터넷) 또는 유

통업자와 같은 제3자를 활용하는 대안채널(Alternative Channel)이다.  

대부분의 파트너쉽 채널은 교차판매전략(Cross-Selling Strategy)을 추진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고비는 자동차 및 가계주택보험뿐만 아니라 틈

새상품(Home Emergency Cover And Warranties)을 위해 많이 비용을 지출한다. 

상품별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면 자동차 및 주택종합보험이 각각 24.7%, 20.5%

이고 기타 틈새시장의 다양한 상품광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파트너쉽 

채널은 직판채널과는 달리 자동차보험과 같은 일부 상품에 집중되어 판매하지 

않고 여행보험, 애완동물보험 기타 다양한 틈새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특성 때문

에 타 채널에 비해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광고비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Ⅲ-17> 영국의 10대 파트너쉽 채널의 상품별 광고비(2008)
(단위 : ￡, %)

보험종목 광고비 비중 보험종목 광고비 비중

자동차 15,163,214 24.7 애완동물 3,291,934 5.4 

주택 12,599,253  20.5 복합담보상품 1,283,179 2.1 

상해건강 4,414,163 7.2 기타(틈새상품) 21,266,941 34.6 

여행 3,426,200 5.6 계 61,444,884 100.0 

자료 : <표 Ⅲ-13>과 동일

주요 브랜드어슈어러의 광고주는 직접우편 캠페인(Direct Mail Campaign)으

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한다. 직접우편 캠페인은 유관단체(Affinity 

Group)가 보험을 광고하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즉 타겟고객의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다. 

이들은 교차판매의 이상적인 매체로서 직접우편을 이용하며, 이는 대부분의 브

랜드어슈어러의 광고전략 중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Tesco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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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sbery와 같이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일부 브랜드 어슈어러만이 

TV매체를 이용한다. 

상위 10대 브랜드어슈어러의 매체별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면 우편이 7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TV 16.2%, 신문 9.2%, 라디오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영국의 10대 파트너쉽 채널의 매체별 광고비(2008)
(단위 : ￡, %)

광고비 비중 광고비 비중

TV 9,964,906 16.2 Radio 713,804 1.2 

Direct Mail 44,771,769 72.9 Internet 327,893    

Press 5,666,512 9.2 Outdoor            -  - 

Total 61,444,884 100.0 

자료 : <표 Ⅲ-13>과 동일

또한 영국의 대표적인 비대면채널로 인터넷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에그리게

이터｣의 성장이 두르러진다. ｢에그리게이터｣는 가전·여행·호텔·신용카드·

보험 등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웹사이트이다. 이들은 다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고객유입을 위해 광고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에서 ｢에그리게이터｣는 보험회사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보험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보험회사

는 ｢에그리게이터｣의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영국 자동차보험

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다이렉트라인(Direct Line)이나 아비바(AVIVA)는 수익

성 악화 등의 이유로 ｢에그리게이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최근 탈퇴하였다.65) 

반면 비교적 시장점유율이 낮은 esure, AXA, FORTIS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에 

참여하고 있다. 

65) Datamonitor, UK Aggregator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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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특성

영국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은 주로 개인손해보험 계약자이다. 따라서 2008

년 기준 개인손해보험(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고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입수단에 따른 연령별 분포는 대면채널과 비대면 TM 채널은 

고연령, 인터넷은 주로 저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별 고객의 소득분포를 보면 대면채널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이 

적지만 10만파운드 이상의 초고소득층과 25,000파운드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평

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비대면채널 중 TM채널과 인터넷 채널은 대조적인 

고객 분포를 나타내었다. 즉, 인터넷은 주로 중·고 소득층(25,000 파운

드~75,000파운드)에서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TM은 저소득층(15,500파

운드 이하)과 초고소득(100,000파운드 이상)에서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보험가입수단에 따른 고객의 사회경제그룹(Social Economic Group)별 분포를 

보면 대면채널은 거의 사회경제그룹에 따른 가입자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채널 중 인터넷은 상위 사회경제계층이 평균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TM과 우편은 하위 사회경제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영국 개인손해보험의 고객특성별 분포를 통해 비대면채널의 계약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M을 활용하는 계약자와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

는 계약자 간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인터넷 채널은 저연령, 고

소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층에서 주로 활용되며, TM채널은 중·

고연령 및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영

국의 개인손해보험 계약자의 채널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Ⅲ-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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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 사회적지위

대면채널 중간연령 저소득 -

비대면

채널

TM 중/고연령 - 낮음

인터넷 저연령 중/고소득 높음

DM 중고연령 저소득 낮음

<표 Ⅲ-19> 영국의 개인보험의 계약자 특성 

주 : Datamonitor Consumer Survey(2008.9) 정리

다. 규제 

1) 통신판매 규제

영국에서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직접판매를 규제하는 방식

으로 TPS(Telephone Preference Service)를 운영한다. TPS는 수신을 원치 않는 

판매나 마케팅 전화번호를 등록함으로써 이를 차단해주는 무료 서비스이다. 고

객이 수신을 동의하지 않는 모든 기관(자선 단체 및 정당 등을 포함)은 TPS에 등

록된 번호에 대해 텔레마케팅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고객의 동의를 얻은 

기관(예, 자선단체)의 경우, 번호가 TPS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발신이 가능하다. 

또한 TPS는 오직 마케팅 전화만을 차단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조사 목적의 전

화는 허용된다. 

TPS는 크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TPS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TPS(Corporate 

Telephone Preference Service)로 나뉜다. CTPS의 경우에 회사의 전화번호를 등

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대신할 권한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회사의 각 부

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서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아닌 직

판회사(Direct Marketing Industry)가 데이터 파일을 구입함으로써 지불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차단할 수는 있는 편리함이 있지

만,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전화 역시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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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일부 텔레마케팅 관련 전화수신

을 원한다면, 원치 않는 기업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전화번호 목록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거해주길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자선 단체 및 자발적

인 조직을 포함한)은 이러한 고객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 모든 규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은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가 가지고 있다. IC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에 대한 권리를 유지시키는 영

국의 독립적인 공공단체이다. 이는 개인, 기업, 공공 기관 등의 데이터를 개인정

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최초의 법안은 

1999년 5월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 업데이트 되어서 현재 법규는 Privacy and 

Electronic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이며, 2004년에 그 수정안66)이 발표

되었다.

2)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규제 

영국에서 직접적으로｢에그리게이터｣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마

케팅 행위를 하는 경우(Actively Marketing), 둘째, 보험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Making Arrangement), 셋째, 잠재고객에게 사전질의(Pre_contract Questioning)

나 자문행위(Advise), 넷째, 일반대중에게 자동차보험을 전문적으로 마케팅하는 

경우이다.67)

영국에서 ｢에그리게이터｣는 대리점이나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행위를 하는 일

종의 판매채널(Shop, Marketplace)로 간주하여 인가를 필요로 한다.68) 즉, ｢에그

리게이터｣가 금융상품 거래를 주선하거나 또는 금융상품 거래를 결정짓도록 하

66) ICO,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Amendment) Regulations 
2004, 2004.

67) 3.1 FSA Handbook The Per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5 Guidance on         

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 : Section 5.15.4

68) 4. Review into insurance comparison website - Nov. 2008.



80 경영보고서 2011-1

는 행위를 수반하거나,69) 광고비 등 서비스에 대한 보수(remuneration)를 받거

나 보험중개 행위가 주요 수익원이 될 경우 해당 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에그리게이터｣들은 사업등록증에서 보험중개

(undertake insurance mediation) 항목에 “Y(yes)”로 명기하고 FSA로부터 사전인

가를 취득한다.70)  

3) 금융광고 규제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2000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138조에 근거해서 “영업행위원칙(Principle for Business)”이 제정되었고,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동 규정에 근거해서 인가업자

들의 영업행위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범들을 제정하였다. 영업행

위 규범은 사업영역별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투자형 금융상품과 

관련한 행위, 그 중에서도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

해서 준수해야 할 영업에 관한 규범으로 일반영업행위규범(Conduct of Business, 

COB)이 있다. 또한 보험업자 또는 보험매개자가 비투자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유지, 또는 보험매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영업 행위 규범으로 비투자영업행위규범(ICOB :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이 있다. 그밖에도 모기지와 관련한 영업행위 규범으로 모

기지영업규범(MCOB : Mortgages Conduct of business)이 있다. 

보험영업시 금융광고와 관련하여 COB 및 ICOB에 나타난 규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COB의 금융광고는 모든 인가업자가 금융 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받는 경우

에 적용된다. 전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인쇄물, 라디오, TV, 개인방문, 전

화, 이메일, 인터넷 등 모든 매개수단이 포함된다. 단, 예금, 순수보장보험, 손해

69) 3.1 FSA Handbook Section 5.6

70) FSA Homepage/fsa register/financial service firm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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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상품에

는 일부규정71)이 특별규정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광고는 크게 실시간 금융광고와 비실시간 금융광고로 

구분되며 전자에 보다 강한 규제를 가한다. 즉, 실시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

실시간 광고 원칙 이외에도(COB 3.8.22) 지켜야 한다. 실시간금융광고의 경우, 

인가업자는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를 행해서는 안된다(COB. 3.8.21). 다만, 첫

째, 소비자가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둘째, 변동성이 높지 않은 

펀드나 투자생명보험(COB 3.10.3.)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청

약부(Direct Offer) 금융광고와 일반 광고로 구분된다.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그 청약적 성질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따른다. 즉 브로커펀드(Broker 

Fund)에 대해서는 직접청약부 금융광고를 할 수 없다(COB 3.9.5(1)). 또한 파생

금융상품이나 담보상품(Warranty)에 대해서는 인가업자가 이러한 투자가 고객

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직접청약부 금융광고

를 할 수 없다. 

ICOB의 금융광고 규정은 비투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하는 모

든 기업에 적용된다(ICOB 3.2.1). COB와 마찬가지로 전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ICOB 3.3.3). 다만, 보험매개자가 영위하는 보험매개역무(ICOB 3.1.2),  전

문업 인가업자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ICOB 3이 적용 제외된

다(COB 3.2.4). 

첫째, 기업소비자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그 기업소비자를 수

령자로 하는 금융광고를 한 경우(ICOB 3.3.6), 둘째, 금융광고가 보험업자의 명

칭, 보험계약의 명칭, 영업표, 연락처, 보험업자의 영업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

술, 보험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보험업자의 상품에 대한 간

략한 사실적 기술 등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ICOB 3.3.6), 셋째, 재보험계약이나 

대규모 위험보험계약에만 관계된 금융광고(ICOB 3.1.2)이다. 

71) COB 3.1~3.5, 3.8.4~3.8.6,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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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주체는 인가업자 또는 인가업자로부터 금융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승

인을 얻은 자만이 금융광고를 할 수 있다. ICOB도 COB처럼 실시간 금융광고, 

비실시간 금융광고로 구분하지만(ICOB 3.1.2, 3.6.2(1)), 실시간 금융광고에 대

해서는 ICOB가 적용되지 않는다(ICOB 3.1.2). 이 점에서 COB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ICOB는 COB와 달리 집적청약부 금융광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정리하면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를 행해서는 안 

되지만 투자생명보험은 예외로 하고 있고, ICOB는 비투자보험의 실시간금융광

고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투자보험에 대한 실시간 금융광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규제 위반 사례

영국에서도 비대면채널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영업행위 원칙의 위반으로 인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에그리게이터｣의 경우 보험상품의 복잡성으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민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로 FSA가 2007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77개사 중 25개사가 정확

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FSA는 매년 ｢에그리게이터｣의 고객불만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손해

보험 및 순수 보장성보험의 경우 매년 불만건수가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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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에그리게이터의 고객불만 통계
(단위 : 천 건) 

　 2006 2007 2008 2009.상반

은행/대출 1,127 2,166 1,680 854 

손보/순수보장성    405  442 548 334 

주택금융  119  199  150 71 

투자 53   61  77 37 

생명/연금  796 314  228 116 

기타  227  231 220 95 

계 2,727 3,412 2,903 1,507 

자료 : FSA, “Aggregator Complaint Statistics, www.fsa.uk/pubs/other/compalints_h2.xls

텔레마케팅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FSA는 2006년 10월 Loans.co.uk 

Limited(LCUK)에 대해 영업행위 원칙(Principle for Business) 2, 3, 672)의 위반을 

이유로 45만 5천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LCUK가 TM으로 PPI73) 보험을 판매

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충분하게 인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4,400명의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FSA 조사 결과 LCUK는 PPI 보험의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계도 미흡했으며 적절한 제어수단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2월에 FSA는 Redcats Limited에 27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Redcats은 TM과 CM의 카탈로그를 통해 PPI 보험과 홈쇼핑(home shopping)이 

특화된 회사다. Redcats은 18개월 동안 160,100명의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은 채 고객의 필요에 맞지 않은 PPI 보험을 판매했다. Redcats은 권고

기준 대로 판매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FSA의 조사결과 Redcats은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FSA의 영업행위 원칙(Principle for Business) 2, 3, 6과 

72) 영업행위원칙 2. 기업은 기술과 배려심을 갖고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영
업행위원칙 3. 기업은 적합한 위기 관리 시스템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사무
를 관리하고 주관해야 한다. 영업행위원칙 6. 기업은 고객의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
를 지불해야 하고 공정하게 대접해야 한다. 

73)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는 사고나 질병, 비자발적 실업이나 사망 등의 사건
이 발생했을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대출이나 담보와 결합된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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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Training and Competence)와 ICOB의 세부 규정을 위반했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투자보험인 PPI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원인은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하는 위험관리 시스

템(회사 내부 감사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절차)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한 고위 경영진에게 불완전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

나, 정보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구제 대책(Remedial Action)이 적시에 이

뤄지지 않았다. 

3. 시사점

영국과 미국의 현황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있는 비대면 시장의 특성을 

국내시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미국의 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이 대면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경쟁 우위로 활용한다. 특히 보험소비자가 가격 

수준을 보험구매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낮은 비대면채

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Direct Line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TM 직판회사 설립 후 우량 목표고객을 대상으로 30% 이상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

해 나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비대면채널 중심회사와 대면채널 중심 회사 간의 

사업비, 특히 수수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2005년을 전후해서는 

상당수 직판보험회사들의 사업모형이 가격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콜센터 모형에

서 인터넷 모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가격차별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홈쇼핑과 같은 일부 비대면채널의 경우는 오히려 수수료 수준

이 대면채널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대부분 자동차보험 

직판채널은 통신판매에서 인터넷판매로 전환되었지만 국내는 여전히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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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보험판매가 주류를 이룬다. 

둘째, 미국과 영국의 보험시장에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단

지 보험료(보험가격 또는 거래비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대면채널에 적합한 상품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 

Mayer와 Smith(1981)는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을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에 높은 가격이 책정된 보험상품은 독립대리점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자동차

보험과 같이 표준화된 상품은 보험회사 직판채널을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알

아냈다. Regan(1997)도 거래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채널선호도를 연구하였는

데, 복잡한 보험상품은 독립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표준화된 상품은 전속대리

점을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는 중개사

(Brokerage), 독립대리점(PPGA), 은행, 증권중개사 등은 유니버셜 및 변액연금

과 같이 금융형상품 판매에 특화하고, 전속대리점은 종신보험을 위주로 여러 보

험상품을 골고루 판매한다. 그리고 직접판매채널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을 주로 판매하고 저축성보험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74)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품과 채널의 특성에 따른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험

상품의 판매채널 결정 요인은 보험료와 함께 상품의 복잡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

가 된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는 채널별·고객별로 주력상품을 확연하게 구분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변액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상품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을 전 

채널을 통해 판매하여 채널에 따른 주력상품 전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서 비대면채널이  적

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개인자동차보험은 절반 이상, 

기타 개인보험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전통적 대면채

널과 함께 주도적인 채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도적인 채널

74) LIMRA, MarketTrends : LIMRA's FactBook,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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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대면채널을 보조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비대면채널을 다소 상이하게 활용하는 배경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기

술의 발달 수준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 그리고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는 특히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영국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자동차보험 직판시장은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어 

영국의 초기 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보험시장은 영

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비대면채널이 부진하여 대면채널의 보조

적인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국내의 

비대면채널은 인바운드 영업보다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주도적인 사업모델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넷째, 비대면채널의 활용 대상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나 교육 등

이 수월한 젊은 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75) 국내의 경우도 비대면채널의 목표시

장은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홈쇼핑 보험판매와 같은 

경우는 주부 등 특정 고객층이 주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비대면시장은 보험상품의 특성, 고객의 선호 측면에서 대면채널을 대체하

기 보다는 보완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75) Capgemini and EFMA(2008)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국에서 생손보를 합하여 보험계약
자의 11%가 인터넷으로 보험을 구입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
를 얻는 사람의 경우 56%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가 비대면채널의 활용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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