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비대면채널의 성장성 분석

1. 분석의 설계

가. 분석의 목적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

자 한다. 

 

• 국내에서 비대면 판매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 비대면 판매채널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설문대상자는 보험상품 및 채널의 특성과 보험시장 경영 및 규제동향, 그리고 

소비자의 성향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이 상당부분 고도의 사전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소

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판매시장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대상 집단을 생·손보 보험회사 임직원(경영기획 및 관리, 채널기획

(대면/비대면), 영업부서)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채널 현황 및 향후 채널 성장성, 비대면채널의 성장(또는 활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경영적 요인, 소비자 특성 요인 및 정책적 

요인, 채널 특성 간의 적합성 평가,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경영 및 규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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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 비대면채널 운영방식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회사그룹별 비대면채널의 활용 현황과 향후 성장성에 

대한 예측 등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함으로써 비대면 판

매채널의 성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대면채널 성장에 미치는 잠재

요인(Latent Factor)과 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분석을 실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순위 프로빗 분석(Ordered Probit Analysis)을 실시하

여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보험전문가들은 비대면

채널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어떠한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의 비대

면채널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분석자료

1) 설문의 작성 및 구성

먼저 보험판매채널 유형별 활용수준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전속대면

채널(설계사, 대리점), 비전속대면채널(GA, 중개사), 방카슈랑스, 비대면채널

(TM, 홈쇼핑 등 직판), 기타 대안채널(제휴, 마트슈랑스 등)을 채널 유형의 예시

로 설정하여 설문 대상의 현재 주력 판매채널,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판매채널,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판매채널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설문대상 회사의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에 

대한 질문과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요인, 

경영적 요인, 소비자 특성요인, 정책 및 규제요인 등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 정

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판매채널의 유형별로 채널 평가항목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주요 보험 상품별로 채널선택 기준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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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

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각 채널별 적합성과 보험상품의 선택기준에 

대해 모두 45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고 소속 회사, 소속 부서, 관련 업무, 보험관

련 근무경력 등 설문대상의 기초자료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를 통해 수정·보완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의 구성내용은 <표 Ⅳ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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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분류 세부항목 문항수

보험판매채널 

유형별

활용 전망

자사 주력 판매채널 2
자사 향후 주력 판매채널 2

시장 주력채널 2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

5
비대면채널의 성장을 위한 과제

비대면 판매채널 

성장요인

환경적 요인

금융겸업화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전자금융의 활성화
실업의 증가

경영적 요인

광고/홍보 효과

6

저사업비 경영전략
차별화된 채널전략
교차판매전략
고수익 채널전략
복합채널전략
신성장/틈새시장전략

소비자 특성요인
가격민감도 증가

3보험지식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정책 및 규제

요인

채널 간 경쟁 격화

5
광고 통신판매 규제강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판매자 배상책임원칙의 강화
불완전판매 및 민원의 증가

채널별 적합성 

평가
채널별 평가 항목

전문적 자문

8

보험가입 편리성
가입 후 계약자 관리
판매자의 신뢰성
보험정보의 전달성
채널비용(수수료+교육비 등)
고객지향성
전반적 고객선호도

보험상품 

선택기준 평가

생손보

상품별 선택기준
상동 8

소계 45

기타
소속 회사/소속 부서/

관련 업무/보험관련 근무경력
4

<표 Ⅳ-1> 설문의 구성

주 :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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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특성

본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 14개사, 손해보험회사 12

개사의 보험전문가 333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보

험회사의 응답자 수는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회사유형비율은 생명보험의 경우는 대

형사가 42.9%, 중소형사는 35.1%, 외국사는 22.0%이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형

사 64.8%, 중소형사 21.8%, 직판사는 13.4%이다. 보험전문가들의 소속부서 비율

은 생명보험에서 경영기획이 26.4%, 채널관리가 56.0%, 영업이 17.6%였고, 손해

보험에서는 경영기획이 30.3%, 채널관리가 43.0%, 영업이 26.8%로 소속부서는 

채널관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관련 근무경력은 생명보험이 5년 미만이 11.1%, 5년 이상~10년 미만이 

37.8%, 10년 이상이 50.3%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의 경우 5년 미만이 7.7%, 5년 

이상~10년 미만이 17.6%, 10년 이상이 76.6%로 조사대상 대부분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보

험영업의 판매채널에 관하여 전문가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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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 수 비율

소속회사

구분

생명보험회사 191 57.4%

손해보험회사 142 42.6%

소속회사

구분

생명보험

대  형

중소형

외국사

82

67

42

42.9%

35.1%

22.0%

손해보험
대  형

중소형(직판사 포함)

92

50

64.8%

35.2%

소속부서

생명보험

경영기획

채널관리

영    업

51

108

34

26.4%

56.0%

17.6%

손해보험

경영기획

채널관리

영    업

43

61

38

30.3%

43.0%

26.7%

보험관련 

근무경력

생명보험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23

73

97

11.9%

37.8%

50.3%

손해보험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11

25

106

7.8%

17.6%

74.6%

<표 Ⅳ-2> 표본의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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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

가. 향후 회사그룹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

향후 비대면채널이 보험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

형의 회사들이 이러한 채널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주목된다. 본 절에서는 

보험회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비대면채널의 

향후 활용수준을 파악하도록 한다.76)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나타난 결과를 보면 향후 비대면채널은 생명보험회

사보다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활용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생명보험

회사의 활용수준이 4.43점(7점 만점)인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활용수준은 5.25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채널운영 전략이나 상품의 특성과 무관하

지 않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실손건강보험 등 손해보험상품 분야

는 생명보험상품에 비해 비대면채널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손

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직판채널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직판채널의 보험료 비중은 22%(2010. 4월 현재)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77) 따라서 상품 특성 및 회사의 채널경영전략에 따라서

는 비대면채널이 핵심채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비대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대면채널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회사는 2000년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회사 그룹별로 

활용하는 채널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그룹별로 향후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형사, 외국사, 중소형사 순으

로 비대면채널의 활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정도는 비교적 유사한 반면, 비대면채널

76)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77) 참고로 영국의 개인자동차보험시장에서 직판채널의 비중은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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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된 사업모형으로 하는 직판사의 경우는 비대면채널 활용수준이 현재와 같

이 매우 높아 주도적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전속대면채널 중심으로 채널

을 운영하면서 보조적인 채널로서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전속대면채널의 구축이 현실적

으로 열악한 중소형 보험회사 또는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을 활용

한 채널전략이 주된 사업모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Ⅳ-3>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 : 회사그룹별
(단위 : 건, 점 / 7점 만점)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직판사)
전체

생명

보험

관측 수 84 67 42 193

평균 4.07 4.91 4.38 4.43

손해

보험

관측 수 92 31 19 142

평균 4.99 5.13 6.68 5.25

주 : “귀하는 향후 귀사에서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나. 향후 주력채널별/규모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주력판매채널78) 또는 회사규모별(대형사/기

타회사)로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을 조사하였다. 주력채널 실태를 조사한 결

과, 생명보험회사는 총 조사대상 회사 14개 회사 중에서 주력채널이 전속대면채

널인 경우가 10개사였고 나머지 4개사는 전속대면 이외의 채널을 주력채널로 

운영하고 있었다. 주력채널이 전속대면인 10개 회사 중에도 외국계 생보사

(3.89)나 대형 생보사(4.07)보다는 중소형 생보사(4.76)의 비대면채널 활용의향

78) 채널별 신계약 시장점유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채널을 주력채널로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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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주력채널로서 대면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형 

생보사는 향후 비대면채널의 활용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전속대면채널이 주력채널이 아닌 회사는 총 4개사였는데, 이들 회사

들은 모두 현재 전속대면채널이 주력채널인 회사들보다 향후 비대면채널의 활

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주력채널이 전속대면인 경우와 전속대면이 아닌 경우가 각각 6개사였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력채널이 전속대면채널인 경우에 비해 전속대

면 이외의 채널이 주력채널인 경우가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의향이 높다고 응답

하였다. 특히 직판사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에도 비대면채널 활용의향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주력채널별로 향후 비대면 활용수준 의향을 보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 : 주력채널별
(단위 : 건, 점 / 7점 만점)

구분 주력채널 회사그룹 회사 수 활용의향

생명보험

회사

전속대면

대형사 3 4.07

중소형사 3 4.76

외국사 4 3.89

전속대면

이외의 채널

중소형사 3 5.06

외국사 1 6.86

손해보험

회사

전속대면
대형사 4 4.99 

중소형사 2 4.53 

전속대면 

이외의 채널

중소형사 3 5.86 

직판사 3 6.68 

주 : “귀하는 향후 귀사에서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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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채널특성에 따라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t-test)을 수행하였다. 규모특성에 따른 분류는 대형 회사인가 아닌가를 기준으

로 하였고, 채널특성에 따른 분류는 주력채널이 전속대면채널인 회사인가 그렇

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이 대형 보험회

사보다는 대형사가 아닌 보험회사가 높고, 전속대면채널을 주력판매채널로 활

용하는 회사보다는 타 채널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대형사가 주력판매채널로 전속대면

채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5> 향후 비대면채널 활용수준 : 규모 및 채널특성별 
(단위 : 건, 점 / 7점 만점)

구분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생명

보험

회사

규모

특성

대형회사 84 4.07 1.45
2.7527***

기타회사 109 4.71 1.68

채널

특성

전속채널회사 41 4.18 1.62
4.3712***

기타회사 152 5.37 1.24

손해

보험

회사

규모

특성

대형회사 92 4.99 1.43
3.0698***

기타회사 50 5.72 1.31

채널

특성

전속채널회사 109 4.92 1.32
5.6389***

기타회사 33 6.33 1.05

주 : 1) 향후 활용수준은 “귀하는 향후 귀사에서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됨. 

2) ***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 향후 고성장 채널 

향후 5년 이내에 보험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채

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향후 성장성이 높은 채널로 비전

속대면채널, 비대면채널 순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제1순위로는 비전속대면채널(독립대리점)의 성장성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 분석 97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다음으로 비대면채널, 전속대면채널, 방카슈랑스 순

으로 나타났다. 제2순위로 성장성이 높은 채널로는 회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대면채널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면채

널의 성장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면전속 채널을 주력

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형사의 경우에도 향후 채널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비전속

대면채널(독립대리점 등)과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을 높게 예상하였다. 따라서 

대형사의 비대면채널은 주도적 채널로서의 역할보다는 대면채널을 보완하는 채

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의 경

우는 비대면채널을 더 높게 사용함으로써 대면채널과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성

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6> 향후 고성장 채널 : 생명보험
(단위 : %)

회사구분 채널유형 제1순위 제2순위

대형사

전속대면 22.6  10.7  
비전속대면 52.4  31.0  
방카슈랑스 8.3  29.8  

비대면 및 기타 16.7  28.6  
소계 100.0  100.0  

중소형사

전속대면 7.5  13.4  
비전속대면 65.7  16.4  
방카슈랑스 7.5  20.9  

비대면 및 기타 19.4  49.3  
소계 100.0  100.0  

외국사

전속대면 19.0  7.1  
비전속대면 54.8  26.2  
방카슈랑스 7.1  26.2  

비대면 및 기타 19.0  40.5  
소계 100.0  100.0  

생명보험회사

전체

전속대면 16.6  10.9  
비전속대면 57.5  24.9  
방카슈랑스 7.8  25.9  

비대면 및 기타 18.1  38.3
소계 100.0  100.0  

주 : 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향후(5년간)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은 
어느 것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비대면 기타 채널은 비대면채널과 마트슈랑스 등을 포함함.



98 경영보고서 2011-1

<표 Ⅳ-7>은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향후 고성장 채널에 대한 

예상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고성장

이 예상되는 제1순위 채널로서 비대면채널을 꼽았고, 제2순위로는 비전속대면채

널로 응답하였다. 대형사의 경우는 제1순위로 비대면채널과 비전속대면채널이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제2순위에서는 비대면채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방카슈

랑스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성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손해보험회사의 채널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형사의 

경우 전속대면채널의 성장성은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보이는 가운

데, 비대면채널과 비전속대면채널이 채널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사나 직판사의 경우는 특히 비대면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비대면채널

과 비전속대면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구조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7> 향후 고성장 채널 : 손해보험
(단위 : %)

회사구분　 채널유형 제1순위 제2순위

대형사

전속대면 15.2 14.1 
비전속대면 37.0 37.0 
방카슈랑스 9.8 5.4 

비대면 및 기타 38.0 43.5
소계 100.0 100.0 

중소형사

전속대면 12.9 9.7 
비전속대면 35.5 25.8 
방카슈랑스 0.0 6.5 

비대면 및 기타 51.6 58.1
소계 100.0 100.0 

직판사

전속대면 5.3 0.0 
비전속대면 10.5 52.6
방카슈랑스 0.0 10.5 

비대면 및 기타 84.2 36.8 
소계 100.0 100.0 

손해보험회사

전체

전속대면 13.4 11.3 
비전속대면 33.1 36.6
방카슈랑스 6.3 6.3

비대면 및 기타 47.2 16.9 
소계 100.0 100.0 

주 : 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향후(5년간)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은 
어느 것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비대면 기타 채널은 비대면채널과 마트슈랑스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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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중점 투자79) 채널

향후 5년 이내에 보험회사의 채널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투자해야 하는 

판매채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Ⅳ-8> 및 <표 Ⅳ-9>와 같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제1순위로는 전속대면채널을 꼽았

다. 제2순위로는 대형사는 비전속대면채널, 중소형사는 비전속대면채널과 비대

면채널, 외국사는 비전속대면채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비대면채널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면채널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8> 향후 중점 투자 채널 : 생명보험
(단위 : %)

회사구분　 채널유형 제1순위 제2순위

대형사

전속대면 69.0  9.5  
비전속대면 20.2  58.3  
방카슈랑스 1.2  14.3  

비대면 및 기타 9.5  17.9  
소계 100.0  100.0  

중소형사

전속대면 71.6  13.4  
비전속대면 13.4  38.8  
방카슈랑스 1.5  13.4  

비대면 및 기타 13.4  34.3  
소계 100.0  100.0  

외국사

전속대면 57.1  14.3  
비전속대면 19.0  45.2 
방카슈랑스 4.8  16.7  

비대면 및 기타 19.0  23.8  
소계 100.0  100.0  

생명보험회사

전체

전속대면 67.4  11.9  
비전속대면 17.6  48.7 
방카슈랑스 2.1  14.5  

비대면 및 기타 13.0  24.9  
소계 100.0  100.0  

주 : “귀하는 향후(5년간) 귀사의 판매채널 전략에서 어느 채널에 역점(중점투자)을 두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79) 설문조사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향후 역점을 두어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보험회
사가 채널구축비용, 수수료의 결정 등 채널전략 수립 시 자원배분의 우선적 고려대
상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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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도 생명보험회사와 비슷하게 전속대면채널에 대한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지만 비대면채널 및 기타 채널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는 전속대면채널보다도 비대면채널에 대한 투자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비대면채널의 활성화

에 대비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회사구분　 채널유형 제1순위 제2순위

대형사

전속대면 70.7 8.7 

비전속대면 8.7 42.4 

방카슈랑스 0.0 10.9 

비대면 및 기타 20.7 38.0 

소계 100.0 100.0 

중소형사

전속대면 35.5 19.4 

비전속대면 22.6 25.8 

방카슈랑스 0.0 3.2 

비대면 및 기타 41.9 51.6 

소계 100.0 100.0 

직판사

전속대면 0.0 0.0 

비전속대면 0.0 21.1 

방카슈랑스 0.0 0.0 

비대면 및 기타 100.0 78.9 

소계 100.0 100.0 

손해보험회사

전체

전속대면 53.5 9.9

비전속대면 10.6 35.9 

방카슈랑스 0.0 7.7 

비대면 및 기타 35.9 54.9 

소계 100.0 100.0 

<표 Ⅳ-9> 향후 중점 투자 채널 : 손해보험
(단위 : %)

주 : “귀하는 향후(5년간) 귀사의 판매채널 전략에서 어느 채널에 역점(중점투자)을 두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모두 향후 대면채널의 

성장성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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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채널경영에 있어서는 대면채널이 중점 투자 대상 채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안정적 매출과 고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

는 전속대면채널의 역할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속

대면채널의 구축 및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 찾을 수 

있다.80) 반면 비전속대면채널이나 비대면채널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예상되지

만,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중점 투자의향이 낮은 이유는 이들 채널의 확보와 유

지가 전속대면채널에 비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마. 향후 비대면 판매방식별 활용수준 

비대면채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는 수단

(Platform)에 따라 전화(통신판매), 인터넷(CM), TV홈쇼핑,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방식(Hybrid Type)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대면채널의 판매방식 중 향후 5년 이내에 보험시장에서 성장성

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하이브리드형 채널(54.4%)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중심의 직판 또는 제휴방식

(25.4%)을 꼽았으며, 통신판매 중심의 직판 및 제휴방식(12.4%)이라는 응답은 

인터넷 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중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현재 비대면채

널의 활용방식이 대부분 통신판매 중심의 직판 및 제휴방식이지만, 향후 이러한 

사업모형은 줄어들고 점차 인터넷 또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게 하이브리드형 방식(40.1%)

80) 채널비용(교육비+모집수당)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에서 대면전속채널 점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 비대면채널은 85.2(생보), 90.6(손보)로 나타나 대면채널에 비해 비
대면채널의 비용이 낮을 것임을 시사하였다(안철경·정세창·서성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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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방식(31.0%) 

및 통신판매 방식(19.7%)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회사그룹별로는 응답자가 대형사에 속해있는 경우 인터넷 중심 직판 

및 하이브리드 방식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응답자가 중

소형사 및 직판사에 속해있는 경우 인터넷 방식보다는 통신판매 방식의 성장성

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하이브리드형 방식을 가장 높게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면채널 활용의 주된 방식인 통신판매와 인터넷 판매

의 성장성에 대한 예상은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통신판매보다

는 인터넷 판매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현재 비대면 방식

이 통신판매 중심에서 향후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81) 

81) 비대면채널이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를 보면 2005년을 전후하여 통신판매(콜센터 모
형)에서 인터넷 모형으로 전환되었다. 안철경,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
전략, 보험경영인조찬회, 보험연구원, 20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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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향후 비대면 판매방식별 성장 가능성   
(단위 : %) 

회사구분 비대면 방식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사

통신판매 중심 16.7  9.8 

인터넷 중심 23.8  41.3  

홈쇼핑 중심 9.5  9.8  

하이브리드 50.0  39.1  

소계 100.0  100.0  

중소형사

통신판매 중심 9.0  29.0  

인터넷 중심 25.4  12.9  

홈쇼핑 중심 7.5  6.5  

하이브리드 58.2  51.6  

소계 100.0  100.0  

외국사(생보)

직판사(손보)

통신판매 중심 9.5  52.6  

인터넷 중심 28.6  10.5  

홈쇼핑 중심 4.8  10.5  

하이브리드 57.1  26.3  

소계 100.0  100.0  

보험회사

전체

통신판매 중심 12.4  19.7  

인터넷 중심 25.4  31.0  

홈쇼핑 중심 7.8  9.2  

하이브리드 54.4  40.1  

소계 100.0  100.0  

주 : 다음과 같은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임. 
향후 5년 이내 보험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채널 
활용방식은 다음 중 어느 방식입니까?
① 통신판매(TM) 중심 직판 또는 제휴 ② 인터넷(CM) 중심 직판 또는 제휴
③ 홈쇼핑 중심 제휴 ④ TM·CM +대면(하이브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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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 비대면채널의 조직운영 방식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제3의 주체가 개입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중개

자(Intermediaries)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본체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직접운영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 제3의 유

통업자 또는 중개자를 통해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간접운영방식이다. 통상적으

로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를 직접판매(Drect Selling) 또는 직접인수

회사(Direct Writers)라고 하고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를 대리점방식

회사(Agency Writers)라고 한다.82)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시장에서 향후 성장성이 높은 비대면채널 

운영방식으로는 직접판매 방식보다는 대리점 방식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응답자가 어느 회사 그룹에 속하는가에 따라 성장성에 대한 예상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대형사에 속한 응답자들은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판매 방식의 성장성이 대리점 방식의 성장성

보다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본체 내 판매조직 운영능력이 

취약한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에 소속된 응답자들 중 제휴 또는 대리점 방식의 성

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대형사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판사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에서의 직접판

매 방식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

다. 회사 그룹별로는 응답자가 대형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와 비슷한 비중의 응답자가 직접판매 방식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

으나, 직판사는 보험시장에서 직판방식의 성장성이 대리점 방식의 성장성에 비

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가 중소

82) 보험회사는 이 두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보험판매조직을 운영하지만, 상대적으
로 직접인수방식을 이용한 비중이 큰 경우 직접인수회사(direct writers)로 분류하고, 

반대의 경우 독립대리점방식회사(agency writers)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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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속일 경우에는 직판방식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16.1%)

에 비해 대리점 방식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83.9%)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운영방식이 

간접운영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 현재의 대면 조직과는 달리 비대면 조직은 직접

운영 방식보다는 간접운영 방식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회사구분 비대면채널 운영방식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사
직접판매 방식 45.2  42.4  

제휴 또는 대리점 방식 54.8  57.6  

중소형사
직접판매 방식 22.4  16.1  

제휴 또는 대리점 방식 77.6  83.9  

외국사(생보)

직판사(손보)

직접판매 방식 31.0  68.4  

제휴 또는 대리점 방식 69.0  31.6  

보험회사

전체

직접판매 방식 34.2  40.1  

제휴 또는 대리점 방식 65.8  59.9  

<표 Ⅳ-11> 향후 비대면채널의 운영방식 
(단위 : %)

주 :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임.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채널 운영방식은 어느 방식입니까? 
① 직판방식(보험회사 내 조직으로 운영, 예를 들면 회사 내 콜센터)
② 제휴 또는 대리점 방식(홈쇼핑사, 카드사 등 제휴업체의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방식)

3. 비대면채널 성장의 결정요인 

가.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비대면채널의 성장 또는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다. 요인분석은 관찰되는 다수

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변수들을 몇 가지 공통의 요인(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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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

의 공통요인으로 압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의 요

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과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포함하는데, 두 방법은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공통요

인으로 줄인다는 목적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비슷해 보이나 몇 가지 큰 차이점을 

갖는다. 공통요인분석은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공통요인을 추출하

는 방법이고, 주성분분석은 측정변수들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들

을 선형결합하여 주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주성분분석은 고유분산이 없는 

것을 가정하는 반면, 공통요인분석은 고유분산이 있는 것을 가정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측정변수는 고유분산(잔차)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83)

요인분석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최우추정법(MLFA :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과 주성분요인분석법(PFA : Principal Factor Analysis) 등이 있다. 

최우추정법은 특정분포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주성분요인분석

방법은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요인분석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성분요인분석법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Scree Plot법과 고유

값의 누적비율을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고유값

(Eigenvalue)의 설명력, 경험에 의한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의 크기, 고유값의 누적비율(Cumulative 

Proportion)과 해석가능성을 검토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84) 

연구모형은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83) 아울러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 간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였으며, 계산된 상관계수 행렬값이 1에 가까운 값 또는 0에 가까운 값이 없으
므로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수 간 상관계
수가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계수값
이 0에 가까우면 자료에서 요인구조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84)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Kaiser기준, 즉 요인의 고유값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Kaiser criterion; minimum eigenvalue criterion)이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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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변수들을 각각 환경 요인, 경영전략 요인, 소비자 특성 요인, 정책적 요인들

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은 연구자의 사전적 지식과 보험전문가들과

의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하였다. 즉 연구모형은 결과변수인 대면채

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이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요인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Ⅳ-1> 연구모형

나 탐색적 요인분석

<표 Ⅳ-12>는 요인분석과 순위 프로빗 모형 분석에 이용할 변수들의 기호 및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모두 19개의 변수를 환경 요인, 경영전략 요인, 소비자특

성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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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범주

v13
v14
v15
v16

금융겸업(방카슈랑스) 진행
정보통신기술 발전
전자금융 활성화

실업의 증가

환경 요인

v17
v18
v19
v20
v21
v22
v23

인지도 광고·홍보
보험회사의 저사업비 전략
차별화된 상품별 채널전략

추가·교차판매 전략
보험회사의 고수익 채널전략
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
틈새(또는 목표)시장 전략

경영전략
요인

v24
v25
v26

소비자 가격민감도
소비자의 보험지식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소비자특성
요인

v27
v28
v29
v30
v31

채널 간 경쟁 격화
광고 및 통신판매 규제
개인정보보호 규제
판매자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정책적
요인

<표 Ⅳ-12> 변수의 기호 및 정의 

1) 생명보험

요인에 포함된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계

수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범주 및 전체 설문자료로부터 계산된 계수가 0.6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주 요인분석 변수 Cronbach's α

환경 요인 v13, v14, v15, v16 0.6548

경영전략 요인 v17, v18, v19, v20, v21, v22, v23 0.6822

소비자특성 요인 v24, v25, v26 0.7251

정책적 요인 v27, v28, v29, v30, v31 0.8174

전체변수 0.8443

<표 Ⅳ-13>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α 값 :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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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에서 사용한 요인 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누적분산비율이 약 60% 이상이 되는 수준에서 요인 

수를 정하거나 75~85% 이상 수준에서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

이다. <표 Ⅳ-14>는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고유값,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서 설명비율이란 전체 분산에서 각 요인이 설명

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을 채택하는 기준과 

누적분산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요인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요인 수

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번호
고유값

(Eigenvalue)
설명비율

(Proportion)
누적설명비율

(Cumulative Prop.)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4.5587

1.8260

1.4563

1.4051

1.0999

0.2849

0.1141

0.0910

0.0878

0.0687

0.2849

0.3990

0.4901

0.5779

0.6466

Factor6

Factor7

Factor8

Factor9

Factor10

0.8842

0.8480

0.7520

0.6466

0.5206

0.0553

0.0530

0.0470

0.0404

0.0325

0.7019

0.7549

0.8019

0.8423

0.8749

   주 :   = 1031.81  Prob>  = 0.0000

<표 Ⅳ-14> 요인 수 결정 : 생명보험

앞서 제시한 고유값과 누적설명비율 조건에 의해 요인의 수를 결정한 다음  

이를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요인행태행렬(Factor Pattern Matrix)을 베리맥

스 회전방법(Varimax Rotation)85)으로 회전하여 요인의 설명력(기여율)과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86)을 <표 Ⅳ-15>와 같이 계산하였다. 

85) 각각의 요인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회전시키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의 하나로 요인행렬에서 각 열의 요인적재값을 제곱한 값의 분산을 최대화시켜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기에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이 1과 0의 양극에 가깝도록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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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v13

v14

v15

v16

v18

v19

v20

v22

v23

v24

v25

v26

v28

v29

v30

v31

0.0147

0.0960

0.1653

-0.0132

0.0797

0.0522

0.2411

0.1131

0.2896

0.1412

0.1290

0.1227

0.7943

0.8104

0.8170

0.8099

 0.3342

 0.1166

-0.0598

 0.3117

 0.0592

 0.5092

 0.6624

 0.7415

 0.6637

 0.0078

 0.1891

 0.1253

 0.2830

 0.2824

-0.0254

-0.0340

 -0.1285

  0.2256

  0.0931

 -0.0394

  0.1181

  0.3717

  0.1709

  0.0982

  0.0863

  0.7943

  0.7757

  0.6878

  0.0987

  0.0513

  0.1965

  0.0540

 0.3560

 0.8318

 0.8306

 0.5217

 0.1164

-0.0803

 0.0338

 0.0381

 0.1795

 0.2318

 0.0670

 0.1011

 0.1123

 0.1763

 0.0288

 0.0326

 0.4823

 0.0054

 0.1421

 0.1240

 0.8412

 0.3584

-0.1239

 0.2444

-0.0087

 0.0321

 0.0996

 0.0282

-0.1705

-0.1563

 0.2279

 0.2647

분산 2.8633 2.1309 2.0355 1.9495 1.3666

차이 0.7323 0.0954 0.0859 0.5829 .

설명비율 0.1790 0.1332 0.1272 0.1218 0.0854

누적설명비율 0.1790 0.3121 0.4394 0.5612 0.6466

   = 1031.81   Prob> = 0.0000

<표 Ⅳ-15> 요인분석 결과-요인적재값 및 설명력 : 생명보험

    주 : 전체 변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후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변수(v17, v21, v27)를 삭제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한 결과임.

요인적재값은 각 변수와 해당 요인 간의 상관관계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수의 적재값을 여러 요인에 걸쳐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적재값을 찾아서 분류해 

86) 한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높으면 그 항목들은 
한 점으로 집중됨(converge)을 의미한다. 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p <0.05)경우, 그 항목들 간에는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인적
재값이 비록 낮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표준화 요인적재값(Standardized Factor Loading)이 0.5 이상
이 되어야 하며 0.7 이상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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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다음의 <표 Ⅳ-16>과 같다. 각 변수로 묶은 요인들의 특징에 따라 변수 4

개에서 추출된 요인 1은 규제 및 소비자 보호로, 다른 변수 4개에서 추출된 요인 

2는 채널 전략, 요인 3은 고객니드, 요인 4는 IT인프라로 각각 명명하였고, 요인 

5에는 저비용채널 전략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요인적재값이 작은 변수 3개

는 삭제하였다. 

요인 변수 요인특징

factor1 v28, v29, v30, v31 규제 및 소비자 보호

factor2 v19, v20, v22, v23 채널전략

factor3 v24, v25, v26 고객니드

factor4 v14, v15, v16 IT인프라

factor5 v13, v18 저비용채널 전략

삭제된 변수 v17, v21, v27

<표 Ⅳ-16> 요인분석에 따른 변수 묶기 : 생명보험

2)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Cronbach's α계수를 계산한 결과 환경 요인범주를 제

외한 대부분 범주 및 전체 설문자료의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주 요인분석 변수 Cronbach's α

환경 요인 v13, v14, v15, v16 0.5564

경영전략 요인 v17, v18, v19, v20, v21, v22, v23 0.7268

소비자특성 요인 v24, v25, v26 0.6322

정책적 요인 v27, v28, v29, v30, v31 0.7247

전체변수 0.8152

<표 Ⅳ 17>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α 값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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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고유값 누적분산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건

을 적용하여, 요인 수를 결정한 결과 손해보험의 경우 <표 Ⅳ-18>과 같이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번호
고유값

(Eigenvalue)

분산비율

(Proportion)

누적분산비율

(Cumulative Prop.)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3.64954

2.23011

1.70489

1.36548

1.08427

0.2433

0.1487

0.1137

0.0910

0.0723

0.2433

0.3920

0.5056

0.5967

0.6690

Factor6

Factor7

Factor8

Factor9

Factor10

0.89400

0.77781

0.63845

0.51486

0.50880

0.0596

0.0519

0.0426

0.0343

0.0339

0.7286

0.7804

0.8230

0.8573

0.8912

주 : (105) = 663.72   Prob>  = 0.0000

<표 Ⅳ-18> 요인 수 결정 :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행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고유값과 누적설명비율 조건에 의해 

요인의 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직각회전의 한 방법인 베리멕스 회전방법을 사

용하여 회전된 요인적재값과 각 요인의 설명력은 <표 Ⅳ-19>와 같다. 



비대면채널의 성장성 분석 113

변수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v13

v14

v15

v17

v18

v19

v20

v21

v22

v23

v24

v28

v29

v30

v31

0.5080

0.2134

0.0400

0.0512

0.1711

0.5549

0.5919

0.7611

0.7007

0.6251

-0.0458

-0.0019

0.0561

0.1830

0.1002

0.1016

0.1043

0.0641

0.1786

0.0711

-0.1159

0.1923

0.0878

-0.0794

0.1251

-0.1044

0.8891

0.8964

0.4612

0.4020

0.1944

0.3301

0.0156

0.7206

0.8372

0.1017

0.2907

0.3471

-0.0400

-0.2501

0.4572

0.1268

0.0521

-0.1260

-0.0872

0.0561

0.6952

0.8432 

0.0566 

0.1005 

0.3346

-0.0744

-0.1132

0.3170

0.4685

0.4216

0.0464

0.0827 

-0.1283

-0.1332

-0.3616

-0.0491

-0.0701

-0.2283

 0.0454 

 0.3546

-0.1761

 0.0443

 0.3056

 0.0247

 0.5147

 0.0635

 0.1366

0.6400

 0.6966

분산 2.5051 2.1215 1.8980 1.8820 1.6274

차이 0.3835 0.2235 0.0159 0.2546 ․
설명비율 0.1670 0.1414 0.1265 0.1255 0.1085

누적설명비율 0.1670 0.3085 0.4350 0.5605 0.6690

 (105) = 663.72  Prob> = 0.0000

<표 Ⅳ-19> 요인분석 결과-요인적재값 및 설명력 : 손해보험 

주 : 전체 변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후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변수(v16, v25, v26, v27)를 삭제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한 결과임.

각 변수의 적재값을 여러 요인에 걸쳐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적재값을 찾아서 

분류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각 변수로 묶은 요인들의 특징에 따라 요인 1

은 채널전략, 요인 2는 규제, 요인 3은 비대면전략, 요인 4는 IT인프라, 요인 5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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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요인특징

factor1 v13, v19, v20, v21, v22, v23 채널전략

factor2 v28, v29 규제

factor3 v17, v18 (v24) 비대면전략

factor4 v14, v15 (v24) IT인프라

factor5 v30, v31 (v24) 소비자 보호

삭제된 변수 v16, v25, v26, v27

<표 Ⅳ-20> 요인분석에 따른 변수 묶기 : 손해보험

다. 분석결과 요약

본 절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변

수들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 측정변수(설문)들을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공통 요인들로 축약하였다. 

분석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각각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Ⅳ-16>

과 <표 Ⅳ-20> 참조). 생명보험의 경우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채널전략, 고객니

드, IT인프라, 저비용채널전략이 주요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손해보험의 경

우 채널전략, 규제, 비대면전략, IT인프라, 소비자 보호가 주요 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첫째, 생

명보험의 경우 규제 및 소비자 보호(v28, v29, v30, v31의 공통요인)가 하나의 요

인으로 묶인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는 규제(v28, v29)와 소비자 보호(v30, v31)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손해보험에서는 채널전략(v13, v19, v20, v21, 

v22, v23)으로 분류된 요인이 생명보험에서는 채널전략(v19, v20, v22, v23), 저비

용채널전략(v13, v18)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서는 고객니

드로 축약되는 요인이 손해보험에서는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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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채널 성장성 영향 분석 

가. 연구방법 및 측정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

가 사전에 각각의 잠재요인에 대해 결정한 측정변수들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

한 분석방법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

는 방법인데 반해, 확인적 요인분석은 각 잠재요인과 관련하여 사전에 결정된 

측정변수들이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조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추출한 후, 추출된 각 요인들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지를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나. 설명변수의 선택 : 확인적 요인분석

1) 생명보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잠재요인의 측정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조방정

식 모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시행중 적

합도와 경로계수가 최적인 모형 설정을 위해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측정

모형의 타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v31, v19, v20, v16을 삭제

하였다. 또한 저비용채널 전략 요인은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낮아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관한 측정모형을 확

인적 요인분석의 최적 경로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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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생명보험

다음으로 잠재요인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추출분산(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값과 잠재요인

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표 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모형의 

타당성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v30, v22, v26, v15의 표준화 요인적

재값(Standardized Factor Loading) 값이 각각 0.625, 0.605, 0.517, 0.655로 0.7 기

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

다.87) 잠재요인신뢰도와 평균추출분산의 경우도 바람직한 기준치인 0.7과 0.5

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어 요인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87) 이학식·임지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법문사,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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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잠재요인

표준화

요인적재값
오차분산 CR88) AVE89)

v30 ←

규제 및 

소비자 보호

0.625 0.886

0.79 0.65v29 ← 0.914 0.247

v28 ← 0.848 0.427

v23 ←
채널전략

0.894 0.188
0.73 0.58

v22 ← 0.605 0.644

v26 ←

고객니드

0.517 0.903

0.69 0.48v25 ← 0.738 0.514

v24 ← 0.798 0.476

v15 ←
IT인프라

0.655 0.885
0.74 0.69

v14 ← 0.976 0.062

<표 Ⅳ-21> 요인별 타당성 평가 :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MIN/DF, GF, AGFI 등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명보험 비대면채널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은 적

합성을 만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88) 잠재요인신뢰도는 잠재요인(Construct)의 측정변수들 간의 공유분산(Shared Variance 

]among Observed Variables)을 가리킨다. CFA 실시 결과 도출되는 요인적재값과 오차
분산의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값이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89) 평균추출분산은 표준화 요인적재값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다. 일반적으로 0.5 이상
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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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DF90) RMR91) GFI92) AGFI93)

모형 1.705 0.06 0.952 0.908

기준 <3 <0.05 >0.9 >0.9

평가 수용 수용가능 수용 수용

TLI94) NFI95) CFI96) RMSEA97)

모형 0.950 0.928 0.968 0.06

기준 >0.9 >0.9 >0.9 <0.08

평가 수용 수용 수용 수용

<표 Ⅳ-2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 생명보험

자료 : Jen-Her Wu, Shu-Ching Wang and Li-Min Lin(2007), p.71. 참조 

순위 프로빗 모형 분석에서 활용할 생명보험 변수들은 상기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들인 규제, 채널전략, 고객니드, IT인프라이고, 이들 각 

90) Normed   또는 Q값이라고 하며, 자유도의 증감에 따라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

표로서 로 계산한다.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3.0 이하(엄격하
게는 2.0 이하)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Six edition,  Pearson Education, 2006.).

91) RMR(Root Mean Residual)분석된 행렬과 미지수들에 의해 재생된 행렬 간의 잔차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0.05~0.08 이하의 범
위에 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값이 적을수록 제시된 모형이 주
어진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RMR값이 0.05를 넘기면 좋지 않은 모형으로 판단하
는 경우도 있다. 

92) GFI(Goodness-of-Fit Index)는 입력 공분산행렬 내의 분산/공분산이 추정 공분산행렬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90

보다 크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93)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GFI를 자유도에 의
해 조정한 수치이다. GFI보다 값이 낮고 일반적 기준치는 .90이다.

94) TLI(Tucker-Lewis Index)는 CFI처럼 NFI를 발전시킨 지수이다.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90 이상이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95) NFI(Normed Fit Index)는 연구모형의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값이 클수록 연구모형
의 적합도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며, .90이상이면 적합도를 인정할 수 있다.

96) CFI(Comparative Fit Index)는 NFI를 발전시킨 지수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지수들 
중의 하나이다.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90 이상이면 적합도를 사용할 수 있다.

97)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이다.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대체로 .08(혹은 .10)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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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속하는 입력변수(7점 척도 설문항목)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

성하였다. 이들의 기초통계를 요약하면 <표 Ⅳ-23>과 같다.

변수명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규제 및 소비자 

보호
193 5.3730 1.0791 1.667 7

채널전략 193 5.4196 .8050 3 7

고객니드 193 5.33330 .9461 2 7

IT인프라 193 3.5422 .7702 2 7

<표 Ⅳ-23> 추출된 요인들의 기초통계 : 생명보험

2)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서의 비대면채널 활용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v13, v20, v21, v24는 잠재요인의 타당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보

험의 경우에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서 삭제 요인 없이 5개의 요인이 모두 잠

재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손해보험의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관한 측정모형을 확

인적 요인분석의 경로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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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전략v23z3
.66

v19z1 .67

규제

v29z5

v28z4

.92

.84

비대면전략

v18z8

.78

v17z6 .66

IT인프라

v15z10

v14z9
.53

.89

.11

.18

.48
.22

.16

.46

v22z11

.81

소비자보호

v31z14

v30z13
.74

.83

.25

.52

-.08

-.04

<그림 Ⅳ-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손해보험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의 요

인적재값과 잠재요인신뢰도와 평균추출분산을 가지고 잠재요인의 타당성 을 평

가하였으며, 분석 결과 <표 Ⅳ-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의 타당성은 수용할 만한 수준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잠재요인신뢰도와 평균추출분산도 바람직한 기준치인 

0.7과 0.5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어 요인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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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잠재요인

표준화

요인적재값
오차분산 CR AVE

v19 ←

채널전략

0.670 0.479

0.76 0.51v22 ← 0.809 0.342

v23 ← 0.659 0.597

v29 ←
규제

0.842 0.396
0.83 0.77

v28 ← 0.917 0.257

v18 ←
비대면전략

0.661 0.845
0.59 0.53

v17 ← 0.785 0.627

v15 ←
IT인프라

0.890 0.192
0.61 0.54

v14 ← 0.532 1.076

v31 ←
소비자 보호

0.827 0.453
0.68 0.61

v30 ← 0.735 0.716

<표 Ⅳ-24> 요인별 타당성 평가 :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MIN/DF, GFI, AGFI 등 대부분

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조건을 충족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

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비대면채널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CMIN/DF RMR GFI AGFI

모형 1.058 0.059 0.955 0.913

기준 <3 <0.05 >0.9 >0.9

평가 수용 수용가능 수용 수용

TLI NFI CFI RMSEA

모형 0.993 0.927 0.996 0.020

기준 >0.9 >0.9 >0.9 <0.08

평가 수용 수용 수용 수용

<표 Ⅳ-2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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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경우 채널전략, 규제, 비대면전략, IT인프라, 소비자 보호가 확인

적 요인분석에 의해 잠재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들 각 요인에 속하는 측정변수

(7점 척도 설문항목)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기초통계를 

요약하면 <표 Ⅳ-26>과 같다.

변수명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채널전략 142 5.3450 .8872 3 7

규제 142 5.9014 1.0656 2 7

비대면전략 142 5.4014 1.0539 2 7

IT인프라 142 5.6126 .9989 2 7

소비자 보호 142 5.2464 1.1072 1 7

<표 Ⅳ-26> 추출된 요인들의 기초통계 : 손해보험

다. 순위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이제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각 요인들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대면채널 대비 비대

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리커트(Likert)형 응답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도록 한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비대면채널 성장의 결정요인들과 회사특성변수

를 활용한다.

 귀하는 향후 귀사에서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비슷한 수준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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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

<표 Ⅳ-27>는 생명보험회사 응답자들의 해당회사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대

한 응답의 분포를 보여준다. 대면채널과 대비하여 매우 낮은 성장성을 보일 것

(y=1)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3.1%, 대면채널 대비 비슷한 수준일 것(y=4)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20.7%, 매우 높을 것(y=7)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9.3%로 나타났

다. 평균은 4.43으로 대체로 향후 응답자가 소속된 생명보험회사에서의  비대면

채널의 성장이 대면채널의 성장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 비중(%)

1 6  3.11

2 23 11.92

3 27 13.99

4 40 20.73

5 38 19.69

6 41 21.24

7 18  9.33

계 193 100.00

주 : 1) “귀하는 향후 귀사에서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리커트(Likert)형으로 응답함. 

2) 1은 매우 낮음을, 4는 비슷한 수준을, 7은 매우 높음을 의미함. 

<표 Ⅳ-27>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 : 생명보험

<표 Ⅳ-28>은 전속채널중심회사 더미변수와 회사그룹 더미변수를 독립변수

로 한 다음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한 순위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속한 보험회사는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분류되며, 본 분석에서는 대형 생명보험회사 더미와 중소형 생

명보험회사 더미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 모형Ⅰ : 결정요인변수, 회사그룹별 특성 더미

• 모형Ⅱ : 결정요인변수, 주력채널 특성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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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대면채널 성장성(활용수준)

모형 Ⅰ Ⅱ

규제 및 소비자 보호
.2504

(.0872)
*** .2736

(.0866)
***

채널전략
.5881

(.1182)
*** .5845

(.1183)
***

고객니드
.3823

(.1211)
*** .3301

(.1238)
***

IT인프라
.2283

(.0776)
*** .2036

(.0773)
***

 대형생보사
-.1838

(.2084)
-

중소형생보사
.5095

(.2205)
**

-

전속채널중심회사 -
-.8426

(.1949)
***

_cut1
4.5209
(.6712)

3.5444
(.6670)

_cut2
5.7209
(.6894)

4.7413
(.6749)

_cut3
6.3856
(.7053)

5.4062
(.6850)

_cut4
7.1449
(.7257)

6.1557
(.7012)

_cut5
7.8679
(.7463)

6.8749
(.7201)

_cut6
9.0297
(.7878)

8.0851
(.7671)

관측 수 193

Log likelihood  -291.6349 -290.1004

AIC  607.2699 602.2008

Pseudo R2       0.1757 0.1800

Prob > chi2 0.0000 0.0000

<표 Ⅳ-28> 순위 프로빗 분석 결과 : 생명보험

주 : 1) ***, **은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은 표준오차임 
3) 종속변수는 1~7의 값을 가지며, 향후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성장성)이 매우 낮으면 1, 매우 높

으면 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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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빗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는 종속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일반적인 회

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와 같이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수의 부호를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본 회귀분석에서는 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해당 독립변수가 높을수록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할 가능

성도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두 모형(모형 Ⅰ, Ⅱ)에서 독립변수인 규제 요인, 채널전략 요인, 고객니즈 요인, 

IT인프라 요인은 모두 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Ⅰ

의 경우 중소형생보사 더미변수의 계수가 유의한 양수로 추정되어 중소형생보사

가 외국계생보사에 비해 향후 비대면채널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모형 Ⅱ의 전속채널중심회사 더미변수의 계수는 음수이고 유의수준 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속채널중심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

해 향후 비대면채널 성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9>는 모형 Ⅱ를 기초로 하여 각 설명변수가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요인, 채널전략 요인, 고객니즈 요

인, IT인프라 요인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영향이 강하다고 판단할수록 해

당 회사의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대면채널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을 것(y=2, 3, 4)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의 요인들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영향을 강하다고 판단할수록 비

대면채널의 상대적 성장성이 높을 것(y=5, 6, 7)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높아진다

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네 가지 요인 중 채널전략 요인이 비대면채널의 성장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객니드 요인이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속채널중심회사 더미의 영향을 살펴보면, 해당 회사가 전속채널중심

회사일 경우 향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은 비슷하거나 낮을 것(y=2, 3, 4)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 반대로 높을 것(y=5, 6, 7)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낮

을 것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가 전속채널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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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을 것(y=6)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20.8% 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험전문가 집단은 규제가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대

한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이 비대면채널의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수록, 고객니드 및 IT인프라가 비대면채널 성장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은 높을 

것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전문가 본인이 

속한 회사가 전속채널중심회사인 경우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할 

확률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Pr(y=1)
=0.004

Pr(y=2)
=0.069

Pr(y=3)
=0.143

Pr(y=4)
=0.267

Pr(y=5)
=0.267

Pr(y=6)
=0.217

Pr(y=7)
=0.029

규제 및 
소비자 
보호

-0.003　
(0.00223)

-0.035***
(0.013)

-0.042***
(0.015)

-0.029**
(0.011)

0.023**
(0.010)

0.068***
(0.023)

0.018**　
(0.077)

채널
전략

-0.007 
(0.00461)

-0.075***
(0.020)

-0.090***
(0.023)

-0.061***
(0.020)

0.049*** 
(0.018)

0.146***
(0.034)

0.039***
(0.013)

고객
니드

-0.004 
(0.00293)

-0.042**
(0.017)

-0.051** 
(0.020)

-0.035** 
(0.016)

0.028** 
(0.013)

0.082** 
(0.033)

0.022** 　
(0.010)

IT
인프라

-0.002 
(0.00176)

-0.026**
(0.010)

-0.031**
(0.013)

-0.021** 
(0.010)

0.017**
(0.008)

0.051**
(0.020)

0.013** 　
(0.006)

전속채널
중심회사

0.006 
(0.004)

0.079*** 
(0.020)

0.114***
(0.028)

0.116*** 
(0.036)

-0.018　
(0.020) 

-0.208***
(0.05)

-0.090** 
(0.035)

<표 Ⅳ-29> 순위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 결과 : 생명보험(모형 Ⅱ)

주 : 1) ***, **은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은 표준오차임.

2) 손해보험 

손해보험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Ⅳ-30>과 같다. 대

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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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범주는 모두 6개로 결정되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3.4%였으며,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

의 비중은 y=6인 경우 21.1%, y=7인 경우 23.2%로 나타났다. 평균도 5.25로 나타

나 생명보험과 비교했을 때 향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을 높게 평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도 비중(%)

1 0  0.0

2 6  4.23

3 12  8.45

4 19 13.38

5 42 29.58

6 30 21.13

7 33 23.24

계 142 100.00

주 : 1) “귀하는 향후 귀사에서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리커트(Likert)형으로 응답함. 

2) 1은 매우 낮음을, 4는 비슷한 수준을, 7은 매우 높음을 의미함.

<표 Ⅳ-30>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응답 분포 :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전속채널중심회사 

더미변수와 회사그룹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한 순위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였다. 응답자들이 속한 보험회사는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

소형 손해보험회사, 직판전업 손해보험회사로 분류되며, 본 분석에서는 대형 손

해보험회사 더미와 직판전업사 더미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31>은 손해보험에서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대한 순위 프로빗 회귀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채널전략 요인, 규제 요인, 비대면전략 요인, 소비자 

보호 요인 계수들은 각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에 따라 네 개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추정계수 상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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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러나 IT인프라 요인 계수의 경우 모형 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모형 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의 방향을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 요인을 제외한 네 가지 요인들의 계수는 양수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이들 요인이 비대면채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향후 

해당 회사에서 비대면채널의 상대적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확률이 높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보호 요인의 경우 응답자가 소비자 보호 

요인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영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회사

의 향후 비대면채널 성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그룹별 특성 더미와 주력채널 특성 더미의 계수들의 경우, 직판전업사 더

미 계수와 전속채널중심회사 더미 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영향의 방향을 살

펴보면, 직판전업사 더미 계수가 양수로 추정되어 직판전업사의 경우 중소형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면 채널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속채널중심회사 더미 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어 응

답자가 전속채널중심회사 소속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대면 채널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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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대면채널 성장성(활용수준)

모형 Ⅰ Ⅱ

채널전략
.4849

(.1223)

*** .4330

(.1189)

***

규제
.3341

(.1004)

*** .2829

(.0976)

***

비대면전략
.3596

(.0993)

***  .3546

(.0992)

***

IT인프라
.1710

(.1059)

.2032

(.1047)

**

소비자 보호
-.2607

(.1022)

** -.3032

(.0996)

***

대형손보사
 .0779

(.2289)
-

직판전업사 
1.7016

(.4147)

***
-

전속채널중심회사 -
-.9733

(.2582)

***

_cut1
3.8370
(.9421)

2.2122
(.9211)

_cut2
4.6805
(.9491)

3.0584
(.9247)

_cut3
5.3719
(.9627)

3.7433
(.9356)

_cut4
6.5202
(.9953)

4.8667
(.9639)

_cut5
7.4833

(1.0292)
5.7934
(.9852)

관측 수 142

Log likelihood -180.1531 -183.4241

AIC 384.3064 388.8483

Pseudo R2       0.2262 0.2121

Prob > chi2  0.0000  0.0000

<표 Ⅳ-31> 순위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 손해보험

주 : 1) ***, **은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은 표준오차임. 

3) 피설명변수는 1~7의 값을 가지며, 향후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성장성)이 매우 낮으면 1, 매우 
높으면 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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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손해보험 순위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

를 통한 분석은 모형 Ⅰ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한계효과 분석 결과는 <표Ⅳ-32>와 

같다. 

Pr(y=2) Pr(y=3) Pr(y=4) Pr(y=5) Pr(y=6) Pr(y=7)

채널

전략

-0.008

(0.005)

-0.038**

(0.014)

-0.071***

(0.023)

-0.075***

(0.027)

0.087***

(0.029)

0.105***

(0.030)

규제
-0.005

(0.004)

-0.026**

(0.011)

-0.049***

(0.017)

-0.051**

(0.021)

0.060***

(0.022)

0.072***

(0.024)

비대면

전략

-0.006

(0.004)

-0.028**

(0.011)

-0.053***

(0.018)

-0.055**

(0.022)

0.064***

(0.023)

0.078***

(0.024)

IT

인프라

-0.003

(0.002)

-0.013

(0.009) 

-0.025

(0.016)

-0.026

(0.018) 

0.031

(0.020) 

0.037

(0.023)

소비자

보호

0.004

(0.003)

0.021**

(0.010)

0.038**

(0.017)

0.040**

(0.019)

-0.047**

(0.021)

-0.056**

(0.023)

대형

손보사

-0.001

(0.004) 

-0.006

(0.019) 

-0.011

(0.034) 

-0.012

(0.034) 

0.014

(0.042) 

0.017

(0.048) 

직판

전업사

-0.010

(0.007) 

-0.060***

(0.020)

-0.142***

(0.033)

-0.341***

(0.072)

0.001

(0.081) 

0.552***

(0.145)

<표 Ⅳ-32> 순위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 결과 : 손해보험(모형 Ⅰ)

주 :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은 표준오차임.

<표 Ⅳ-32>에 따르면 채널전략, 규제, 비대면전략, IT인프라 등의 요인이 비대

면채널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비대면채널의 상대적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y=6, 7)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위의 요인들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향

후 소속회사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y=2, ..., 5)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소비자 보호 요인의 경우, 응답

자가 소비자 보호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향후 소속회사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y=6, 7)이라고 응답할 확률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의 요인 중 차별화된 상품별 채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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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 틈새시장 전략 등에서 추출된 채널전략이 손해보험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강화와 광고 및 통신판매 규제의 강화 등과 관련된 규제요인과 인지

도 광고, 홍보와 보험회사의 저사업비 전략 등과 관련된 비대면전략 요인이 채널

전략에 이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판전업사 더미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속회사가 직판전업사일 

경우 향후 비대면채널의 성장은 대면채널의 성장보다 낮거나 비슷할 것(y=3, 4, 5)

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낮을 것이며, 매우 높을 것(y=7)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높

을 것임을 보여준다. 

라 결과 요약

본 절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축된 요

인모형(Factor Model)이 관찰되는 자료들을 잘 설명해 주는지 그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대면채널 대

비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Ⅳ-33>과 <표 Ⅳ-34>는 순위 프로빗 모형 분석에서 설명변

수로 사용된 주요 요인들과 각 요인들과 관련된 측정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IT

인프라 요인, 채널전략 요인, 규제 요인이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에서 비

대면채널의 성장성(활용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 중에서 차별화된 상품별 채널전략, 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 틈새시장 전

략 등과 관련된 채널전략 요인의 영향이 가장 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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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요인 계수의 부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전자금융의 활성화

IT인프라 양

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
틈새(또는 목표)시장 전략

채널전략 양

소비자 가격민감도의 증가
소비자의 보험지식 증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고객니드 양

광고 및 통신판매 규제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강화

판매자 배상책임원칙의 강화
규제 양

전속채널 중심회사 음

<표 Ⅳ-33> 비대면채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명보험

측정 변수 요인 계수의 부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전자금융의 활성화

IT인프라 양

상품별 차별화된 채널전략
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
틈새(또는 목표)시장 전략

채널전략 양

회사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홍보
보험회사의 저사업비 전략

비대면전략 양

광고 및 통신판매 규제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강화

규제 양

판매자 배상책임원칙의 강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증가

소비자 보호 음

직판전업사 양

전속채널 중심회사 음

<표 Ⅳ-34> 비대면채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생명보험부문에서 소비자 

가격민감도, 소비자의 보험지식,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서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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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니드 요인은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추

출되었으나, 손해보험부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성 또는 의무보험

의 성격을 가진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에서보다는 생명보험에서의 고객니드

의 요인이 채널의 성장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둘째, 회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및 홍보, 보험회사의 저사업비 경영

전략과 관련된 비대면전략 요인은 손해보험부문에서는 비대면채널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선택되었으나, 생명보험부문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셋째, 생명보험

의 경우 규제 및 소비자 보호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규제 및 소비자 보호의 비

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응답자가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요인의 영향력이 강

하다고 생각하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 규제 요인과 소비자 보호 요인이 

독립된 두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두 요인의 영향 방향도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광고 및 통신판매 규제의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향후 소속회사의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달리 판매자 배상책임원칙 강화와 

불완전판매 및 민원 증가의 비대면채널 성장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록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확률이 높았다. 

주요 요인 외에 회사그룹별 특성이나 판매채널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생명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규모보다는 전속채널중심회사인지 여부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전속채널중심회사 여부보다는 직판전업사 여부가 비대면채널의 성장

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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