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비대면채널의 활성화 방안

비대면채널의 활용 수준 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크게 고객니

드 및 IT인프라 요인을 포함하는 채널경영 측면과 규제 및 감독 요인 등 채널정

책 측면으로 대별된다. 비대면채널은 소비자의 편리성, 다양한 수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에 부합하고 회사의 저비용 채널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반면 비대면채널의 한계로서 불완전판매의 급증 등 소비

자 보호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보험

회사가 향후 비대면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측면

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비대면채널에 의한 소비자 편익과 규제의 적절한 조

화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향후 국내 보험시장에서 비대면채널의 성

장에 따른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보험

회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크게 채널경

영 측면과 규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비대면채널 활성화 방안으로 

채널경영 측면의 개선방안과 규제 측면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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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보험회사 경영 측면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보험전문가

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   )  2 (   )  3 (   )

  ①     ② CRM, DB 

  ③     ④ 

  ⑤     ⑤ 

  ⑦ ( , , ) ⑧ 

  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상품 및 가격전략 측면에서 채널특성에 부합하는 상품 및 가격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채널과 상품을 연계하는 믹스전

략이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경영측면의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대형생보사 및 대형손보사 그리고 외국계 생보사가 채널특성에 부합하는 상품

전략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케팅전략 측면에서 고객데이터(DB) 또는 제휴를 통한 관계마케팅의 

강화가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경영과제로서  

CRM(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및 DB 등을 활용한 마케팅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상품전략의 중요성 다음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채널의 활용률이 높은 중소형 보험회사가 대형사에 비해 더 현저

히 나타났다. 또한 홈쇼핑, 카드회사 또는 통신회사 등과의 제휴를 통한 비대면

채널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휴마케팅의 중요성은 대형사 또는 외국사보

다 중소형사에서 높게 인식되었다. 대형사 또는 일부 외국계 보험사 등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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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채널보다는 전속 중심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전속채널의 형

태를 갖는 제휴모형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보험영

업의 특성 중의 하나는 대면 접촉점이 점차 어렵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

안으로 다양한 관계마케팅(Relation Marketing)을 활용하는 것이다. 관계마케팅

에서는 주로 CRM, DB 마케팅, 제휴관계(Partnership), 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따라서 전통적 대면판매방식의 대체판매수단의 일종인 비대면채널

에서는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 확보를 통한 마케팅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비대면채널과 

관련된 인프라에는 ‘텔레마케터 등에 대한 교육 및 양성체제’와 ‘전산 및 통신인

프라’ 구축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텔레마케터에 대한 교육 및 양성체제 구축은 

제1순위 경영과제로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제2순위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회사그룹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텔레

마케터에 대한 교육 체계 구축이 상품전략이나 마케팅전략에 비해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차선책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산 및 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노력 또한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경영 측면

의 과제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의 

경우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대면채널이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보험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악화되어 대면채널의 성장 또는 보험회사

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형사 또는 외

국사 및 직판사의 경우는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노력을 제1순위 보다는 제2순위

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경영과제별 중요성 인지

도를 보험회사별로 비교·정리하면 <표 Ⅴ-1>, <그림 Ⅴ-1>, <그림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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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분　
경영과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대형사

채널특성 상품개발 56.0 28.6  59.8  14.1  

CRM/DB 마케팅 역량 강화 16.7 16.7 6.5 28.3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2.4 9.5 3.3 4.3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9.5  15.5  5.4  26.1  

제휴(홈쇼핑, 카드사, 통신) 강화 3.6 10.7 8.7 13.0 

전산 및 통신인프라 투자 1.2 2.4 1.1 4.3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10.7 16.7 13.0 7.6 

중소형사

채널특성  상품개발 50.7 10.4 48.4 9.7 

CRM/DB 마케팅 역량 강화 20.9 28.4 19.4 25.8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1.5 7.5 6.5 6.5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7.5  20.9  6.5  12.9  

제휴(홈쇼핑, 카드사, 통신) 강화 16.4 17.9 16.1 16.1 

전산 및 통신인프라 투자 1.5 7.5 3.2 9.7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1.5 7.5 0.0 19.4 

외국사

(생보)

직판사

(손보)

채널특성 상품개발 69.0 14.3 47.4 10.5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9.5 28.6 15.8 26.3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2.4 11.9 21.1 15.8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2.4  14.3  10.5  10.5  

제휴(홈쇼핑, 카드사, 통신) 강화 7.1 14.3 5.3 10.5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2.4 4.8 0.0 10.5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7.1 11.9 0.0 15.8 

보험회사

전체

채널특성 상품개발 57.0 19.2 55.6 12.7 

CRM/DB 마케팅 역량 강화 16.6 23.3 10.6 27.5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1.6 9.3 6.3 6.3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7.8  17.1  6.3  21.2  

제휴(홈쇼핑, 카드사, 통신) 강화 8.8 14.0 9.9 13.4 

전산 및 통신인프라 투자 1.6 4.7 1.4 6.3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6.7 12.4 8.5 11.3 

<표 Ⅴ-1>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경영과제
(단위 : %)



138 경영보고서 2011-1

0.0 20.0 40.0 60.0 80.0 100.0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대
형

사
중

소
형

사
외

국
사

생
명

보
험

제1순위 제2순위

<그림 Ⅴ-1> 회사그룹별 경영과제 :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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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채널특성 상품개발

CRM/DB마케팅 역량 강화

보험광고를 통한 인식 제고

텔레마케터 교육강화 및 양성체제 구축

제휴(홈쇼핑,카드사, 통신) 강화

전산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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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회사그룹별 경영과제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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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채널에 대한 규제 측면  

다음으로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측면의 개선항목을 크게 통신판매

(TM) 관련 규제, 홈쇼핑 및 광고 관련 규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영업행위 규제) 

그리고 판매자책임 관련 규제 등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였다.

 비대면채널의 성장(활성화)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 측면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제1순위 (   )   제2순위 (   )     

    ① 통신판매(TM) 관련 규제 완화              ② 광고규제의 완화

    ③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④ 홈쇼핑 광고규제 명확화  

    ⑤ 규제 위반 시 처벌강화 및 공시             ⑥ 판매자책임원칙의 도입 

    ⑦ 보험판매자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 보완

<표 Ⅴ-2>, <그림 Ⅴ-3> 및 <그림 Ⅴ-4>는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우선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는 비대면채널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 측면의 제1순위 과제로서 통신판

매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제2순위로는 홈쇼핑 

및 광고규제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판매자책임원칙의 필요성은 손해

보험회사 보다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그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대형사의 경우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33.3%), 통신판매 규제 완화(27.4%), 판매자책임원칙 규제의 도입(21.4%)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형사는 통신판매 규제 완화(58.2%)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로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22.4%), 홈쇼핑 및 광고 규제 완화

(14.9%) 순으로, 외국사는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40.5%), 통신판매 규제 완화

(33.3%), 홈쇼핑 및 광고 규제 완화(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생명보험회사에 비

해 통신판매 규제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형사의 경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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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 규제 강화(34.8%)와 통신판매 규제 완화(31.5%)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

으며, 그 다음으로 홈쇼핑 및 광고 규제 완화(23.9%)를 꼽았다. 중소형사는 통신

판매 규제 완화(35.5%), 홈쇼핑 및 광고 규제 완화(29.0%), 소비자보호 규제 강

화(22.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판사는 통신판매 규제완화(73.7%)가 압도적

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회사별 비대면채널의 활용수준과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대형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의 행위규제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판매 또는 홈쇼핑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형사 또는 일부 외국계 보험사는 자신들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체계 개선, 보

험회사 및 홈쇼핑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 제도 개선, 보험광고심의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 그리고 판매자책임의 원칙 법제화 등이다.98)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

은 후술한다. 

비대면채널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TM, 홈쇼핑 등의 불완전판매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

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99) 이 경우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

해 판매자의 행위규제를 느슨하게 운영할 경우 그 결과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피

해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 규제의 엄격성만을 강조하는 지나치게 획일화된 규제

의 강화는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수준과 방향의 결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8) 홈쇼핑 광고규제 및 통신판매규제는 최근 보험업법 개정과 규정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정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99) FY'09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대면 설계사가 1.31%임에 대해 TM 8.08%, 홈쇼핑 
5.03%이다(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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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분
규제 항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대형사

통신판매 규제 완화 27.4 4.8 31.5 17.4

홈쇼핑 및 광고관련 규제 9.6 25 23.9 28.3

소비자보호 규제 33.3 29.8 34.8 21.7

판매자 책임원칙 규제 21.4 22.6 7.6 14.1

기타(처벌, 공시, 법적지위문제 등) 8.3 17.8 2.2 18.5

소  계 100.0  100.0  100.0 100.0 

중소형사

통신판매 규제 완화 58.2 14.9 35.5 19.4

홈쇼핑 및 광고관련 규제 14.9 35.9 29.0 45.2

소비자보호 규제 22.4 23.9 22.6 9.7

판매자 책임원칙 규제 1.5 10.4 6.5 16.1

기타(처벌, 공시, 법적지위문제 등) 3.0 14.9 6.4 9.6

소  계 100.0  100.0  100.0 100.0 

외국사

(생보)

직판사

(손보)

통신판매 규제 완화 33.3   14.3   73.7   5.3   

홈쇼핑 및 광고관련 규제 19.1 33.4 10.5 42.1 

소비자보호 규제 40.5 16.7 15.8 31.6 

판매자 책임원칙 규제 7.1 28.6 0.0 5.3 

기타(처벌, 공시, 법적지위문제 등) 0.0 7.0 0.0 15.7 

소  계 100.0  100.0  100.0 100.0 

보험회사

전체

통신판매 규제 완화 39.4 10.4 38.0 16.2

홈쇼핑 및 광고관련 규제 13.4 30.6 23.2 33.9

소비자보호 규제 31.1 24.9 29.6 20.4

판매자 책임원칙 규제 11.4 19.7 6.3 13.4

기타(처벌, 공시, 법적지위문제 등) 4.7 14.4 2.9 16.1

소  계 100.0  100.0  100.0 100.0 

<표 Ⅴ-2>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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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회사그룹별 규제 개선과제 :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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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회사그룹별 규제 개선과제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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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채널 경영전략  

가. 상품전략

1) 보험상품 구입 영향요인

4Ps(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는 마케팅 믹스 전략의 핵심이 된다. 보

험에서 4Ps는 상품전략, 가격전략, 채널전략 그리고 광고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들 4Ps는 보험상품 판매시 개별적인 차원이 아닌 서로 연계된 전략으로 실

행된다. 여기서는 상품 및 가격을 중심으로 비대면채널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100) 

<그림 Ⅴ-5>는 우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7개 국가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보험보고서(World Insurance 

Report)에서 조사한 소비자들의 보험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여 준다. 

주요 국가에서 보험상품 구입시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과 상품특

성이며, 그 다음으로 자문능력(전문성), 브랜드(신뢰)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인 등의 소개나 보험 가입시 편리성 등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광고 전략은 후술하는 규제 개선 방안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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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보험상품 구입시 영향요인

자료 : Capgemini and EFMA, “Competing in Tomorrow’s Insurance Market”, World Insurance Report, 
2007.

손해보험상품과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구입 영향요인을 나타내는 <그림 Ⅴ-6>

을 보면 상품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 구입시 영향요인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상품의 모두 가격과 상품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

격 요인의 중요도, 즉 가격민감도가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서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반면 전문적 자문, 즉 판매자의 전문성 특성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

보험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과 브랜드(신뢰성)는 생

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을 대표하는 채널이 대

면채널, 단순·저가격을 대표하는 채널이 비대면채널이라고 할 경우, 생명보험보

다는 손해보험에서 비대면채널이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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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보험상품 구입 시 영향요인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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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apgemini and EFMA, “Getting Distributor to Embrace Multi-Distribution”, World Insurance Report, 
2009.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을 구분하여 판매채널의 특성에 따른 보험구입 영향요

인을 보면 <그림 Ⅴ-7>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면채널보다는 비대면채널의 요인

별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 항목별로는 대면채

널은 정보의 정확성 및 평이성이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비대

면채널은 대량정보 접근성(접근 편의성), 우량계약 및 서비스(상품) 그리고 최저

가격지원(가격) 등이 보험구입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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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보험상품 구입 시 영향요인 : 채널별

주 : 복수응답 허용   
자료 : Capgemini and EFMA, “Getting Distributor to Embrace Multi-Distribution”,   World Insurance 

Report, 2009. 

2) 비대면채널의 상품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국가의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을 구입할 때 상

품의 특성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보험회사도 

각 상품 특성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

편화되고 있다.101) 따라서 비대면채널의 목표시장은 채널의 특성에 맞도록 상

품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전략적으로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

해 판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가 비교적 평이한 단순 및 저관여 보

험상품을 비대면채널의 목표시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상품이 비대면채널의 타겟상품이 되는 이유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 비대

면 매체를 통해 단시간 내에 고객에게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이해가 

쉽고 평이해야만 완전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복잡한 상품을 전화 

등을 통해 고객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경

101) 안철경·권오경,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보사의 대응, 보험연구원,  2010. 

pp.117~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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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품의 내용을 고객이 오인하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특약이 첨부된 복잡한 보험상품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

매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대면채널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관여 상품(Low Involvement 

Product) 판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관여도는 특정상황에 특정의 대상에 대

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정도 혹은 중요성 지각정도를 말한다. 관여도는 고관여와 

저관여로 나눌 수 있는데,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구매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많은 대안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상황을 고관여 상황이

라고 하며, 구매결정을 하는데 짧은 시간내에 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저관여 상황이라고 한다. 고관여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주의가 나타나고, 

저관여 상황에서는 주로 비자발적인 주의가 나타난다. 보험고객은 고관여 상황

에서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아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할지라도 합

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고관여 상품인 경우 비대면채널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쉽게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채널 자체

의 효율성도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변액유니버셜보험(UVL)과 같

은 고관여 상품을 구매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는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어도 선택대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 또는 우열을 가려내지 못한다. 

즉 비대면채널과 친화력을 갖는 상품은 단순한 자극이나 감성적인 이미지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저관여 상품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판매에 적합한 상품군이 단순상품 또는 저

관여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채널의 전문적 자문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 즉 비대면채널을 통해 전문적 자문이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각 채널

의 전문적 자문 특성 수준을 볼 수 있는데, <그림 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속

대면채널 대비 비대면채널의 전문적 자문 특성은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2) 이는 결국 비대면채널의 성격이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단

순상품 등에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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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판매채널별 전문적 자문 특성 비교 

주 : 1)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2) 그림은 5점 척도 응답을 전속대면의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환산한 것임. 

국내 보험시장에서 비대면채널의 활용 종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TM의 경

우 생명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상품에서 활용의향 또는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다.103) 실제 영국에서 개인자동차보험의 직판시장 점유율이 40%

를 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 추

세이다. 단순성, 상품(담보 내용 및 약관)의 표준화 가능성, 고객의 이해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대면채널인 TM을 통한 판매에 적합한 보험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정기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단순 상해 

또는 질병(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장기보험상품이나 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 고액보장보험 등은 비대면채

널을 통한 판매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직판시장을 선

102) 설문대상자들은 각 채널의 전문적 자문 특성에 대한 충족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했다.

103) 반면 종신보험, 변액보험, 장기보험 등과 같은 고관여상품은 전문적 자문이 중요한 
상품으로 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안철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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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2010년 4월 기준 2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판매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다소 

복잡한 상품구조는 특약을 최대한 단순화 및 표준화하여 공동의 비대면채널 전

용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비대면채널의 활용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비대면채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군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판매제한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104) 

홈쇼핑 보험판매의 경우도 TV 광고방송을 제외하면 통신판매와 대부분 유사

한 상품특성을 갖는다. 즉 비교적 저렴한 모집비용으로 인해 단순상품을 저가격

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높은 소비자 만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상품

을 단순채널로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

거나 보험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국내 홈쇼핑 보험판매 

상품의 종류를 보면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망라

하여 취급한다. 상품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비표준화된 상품이거나 유행성 상

품이 많아 홈쇼핑 채널의 특성과는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표 Ⅴ-3> 참조). 

또한 국내 홈쇼핑 보험상품의 경우 특약이 많아 주계약 보다는 특약 위주의 상

품구성에 대한 설명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 설명에 대한 이해

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계약과 특약을 착각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

다. 특히 소비자는 홈쇼핑 보험상품이 조금만 복잡하여도 광고의 일면에만 현혹

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사(텔레마케터)가 계약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해

도 최종 구매결정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홈쇼핑 보

험판매를 통해 보험을 구입한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구매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 또는 품질보

증해지로까지 이어져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홈쇼핑 보험판매 상품의 경우도 통신판매와 유사하게 단

104) 특정 채널에 대해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현재 국내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대
리점 하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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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저가형 상품 중심으로 재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주

택종합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및 단순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홈쇼핑 상

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또는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복잡한 상품, 고액 또는 장기성 계약이나 투자형상품 등에 대해

서는 판매상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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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상품유형 주요보장내용

보장성

대한생명 종신
사망보험금+종합입원+종합통원
(40세 남  32,000원-100세납, 종신보장)

동부화재 의료실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 진단금+암수술비+입원일당
(40세 남 45.000원-30년납, 100세 만기)

라이나생명
암 

암진단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40세 남  27,600원-30년납, 80세 만기)

치과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40세 남  28,550 원, 10년납, 10년 만기)

롯데손보 암 
암진단금+암수술비, 암입원비+뇌졸중, 급성심
근경색 진단금
(40세 남 45,000원-30년납, 80세 만기)

신한생명 어린이
암진단금, 3대질병 진단급여금,(조혈모세포이식, 
5대장기,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통
원치료비(5세 남 38,000원)

에이스 치과 
금때우기, 레진, 스켈링치료 등
(6년 만기, 40세 14,000원)

우리아비바생명 암 암진단금(40세 남 51,000원, 80세 만기)

차티스 실버보험
상해사망, Active보험금, 응급입원비
(50세 남22,000원)

현대해상 의료실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 진단금
(40세 남 29,000원-30년납,100세만기)

흥국생명 정기 사망보험금+암진단금(40세 남 40,000원정도)

흥국화재 암
암진단금+암수술비, 암입원비+뇌출혈, 급성심
근경색 진단금(40세 남 27,700)

LIG
실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치매위로금, 7
대질병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40세 남 18,730)

실손의료
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암진단금
(40세 남 34,000)

저축성

현대해상 저축 
10년납, 15년 만기, 만기 시 일시지급  혹은 연금
지급가능

삼성화재 저축 
10년납, 16년 만기, 만기 시 일시지급  혹은 연금
지급가능

동양생명
어린이
저축

사망보장+(중도인출컨셉으로)중도급부지급

주 : 2010.3월 중 조사자료, A손해보험사 제공

<표 Ⅴ-3> 국내 홈쇼핑보험 판매상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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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전략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경쟁력은 사업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즉 대면채

널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 수준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비대면채널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집수당(콜센터 직원 인건비)이 가능하고, 인터넷

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완결할 경우 획기적으로 모집수당을 줄일 수 있다.105) 

국가별로 사업비 체계가 상이하여 단순 직접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보험상품에 대한 채널 간 사업비율을 비교하면 채널의 가격경

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림 Ⅴ-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 자동차보험 

회사의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사업비율을 비교하면, 비대면채널을 주력채널

로 활용하는 보험회사의 사업비율이 대면채널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보험회사에 

비해 평균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6) 따라서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105) 그러나 비대면채널 중에서도 다양한 비용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의 경우는 독립대리점의 형태로 콜센터 운영비, 상담원 급여 외에도 광고제작 
등 홈쇼핑 자체 수익금 등을 대리점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채널
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106) 삼성화재(해외출장보고서, 2009)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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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35%

Aviva(영)
Allianz(독)

Generali(이)
AXA(프)

Direct Assurance(프)
Da direct(독)

Getel(이)
Liner Di rect(스)

Direct Line(영)
Huk24(독)

비대면채널 활용회사

<그림 Ⅴ-9>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사업비율 비교

자료 : 각 사의 Annual Report Analysis(2004) 

영국 개인자동차보험시장에서 복합채널을 활용하는 회사와 비대면채널(직판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 회사의 사업비율 현황을 비교하면 <그림 Ⅴ-10>과 같다. 

영국 내 자동차보험회사 중 전형적인 대면채널(중개사)을 활용하는 AXA의 경우 

사업비 중 모집인 비용 등에 해당하는 수수료(Commission Expenses)는 20.7%임

에 반해 직판채널을 활용하는 RBS는 5.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Ⅴ-10> 영국의 개인자동차보험 사업비율(2008)
(단위 : %)

  

5.4 7.6 8.4 7.8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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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 Aviva Zurich RSA AXA  NFU Mutual 영국평균

수수료 일반경비 기타비용

자료 : Datamonitor, Performance Ratio Benchmarking in UK Motor Insurance 2009. 

비대면채널 활용회사

대면채널 활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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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그룹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및 사업비율을 보면 대형사, 중소

형사는 각각 31.5%, 33.4%임에 반해 직판사는 26.3%로 5~7%p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비대면채널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사업

비 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경쟁력의 도구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Ⅴ-4> 보험회사그룹별 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단위 : %) 

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대형사 74.9 31.5 106.4

중소형사 76.1 33.4 109.5

직판사 82.6 26.3 108.9

주 : 1) 대형사는 상위 4개사, 중소형사는 하위 6개사임.
2)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는 직판 실적이 포함됨.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2007.

비대면채널의 저비용 특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첫째, 낮은 영업보험료의 상품

(저가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것과 둘째, 대면채널 대비 상대적으로 저

렴한 보험료(할인보험상품)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저가격

(Low Price) 또는 저사업비(Low Cost) 상품설계 및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비대

면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보금액 축

소, 복잡한 특약 삭제, 보험기간 축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07) 또한 저사

업비를 위해서는 비대면채널 중에서도 TM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 강점이 

부각되는 인터넷, DM(Direct Mail)108) 등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109) 

채널별 고객의 특성이 상이하고, 특히 비대면채널의 주 고객이 가격민감도가 

107)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비대면채널(직판)의 보험가입금액은 대면채널의 60% 수준이다.

108) DM 방식은 주로 제휴업체를 통한 교차판매(Cross-selling)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
미한다.   

109) 앞의 제Ⅲ장의 영국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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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 전략 수립 시 목표고객에 따른 

가격경쟁력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다. 다양한 비대면 고객접점의 확대 전략

고객접점이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장소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즉 고객접점이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각종 고객정보의 획득 및 기업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서 전통적인 판매채널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110) 판매채널이 단

순화되어 있을 때에는 고객과 보험회사의 접점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규 고객접점들

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규 고객접점이 보험산업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IT의 발달과 관련이 높다. 

IT의 발달로 인해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보험고객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 용이성이 중요한 채널선택 요인이 되면서 새롭

게 등장하는 고객접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대표적인 고객점점으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는 채널로는 인터넷, 홈쇼핑, 스

마트 폰 등을 활용하는 모바일 채널 등이다. 또한 다양한 제휴판매도 결국 이러

한 비대면채널을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고, 고객 친화력을 높이며 아울

러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신규 고객접점을 확대해 나가는 전

략을 추진한다. <그림 Ⅴ-11>은 보험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

110) 고객접점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상품판매 기능, 둘째, 고객의 유
지 및 관리서비스 기능, 셋째, 우호적 관계형성과 상품 및 서비스의 추가판매를 위
한 고객정보획득 기능, 넷째, 고객과의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형성 기능이다. 권혁종·최용석·신기섭, 금융리포트, 삼성금융연구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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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설문대상자들로 하여금 국내 보험판매채널별 보험가입에 대한 편

리성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의 경

우 대면채널보다는 비대면채널의 보험가입 편리성에 대해 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용편의성이 높은 비대면 접점은 신규 고객 창출

에 유리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판매 사업모형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 98.1

111.1
121.5

103.9100 95.8 99.8

122.6

97.7

전속대면 비전속대면 방카슈랑스 비대면 대안채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림 Ⅴ-11> 판매채널별 보험가입 편리성 비교 

주 : 1)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2) 설문대상자들은 각 채널의 전문적 자문 특성에 대한 충족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했으며, 그림  

은 5점 척도 응답을 전속대면의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환산한 것임. 

둘째, 다양한 비대면 접점은 기존 대면 고객접점에 비해 고객층별로 경쟁적 

우위를 갖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젊은층은 인터넷, 주부층은 

홈쇼핑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들에 대해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따라

서 비대면채널을 특정 고객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채널전략의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는 자기 회사의 고객 특성 포트폴

리오를 분석하여 적합한 비대면채널 수단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제휴판매 시 다양한 비대면 접점을 활용할 수 있다. 영국 등 보험선진국

의 경우 ｢제휴판매채널｣(Partnership) 또는 ｢에그리게이터｣(Aggregator)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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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 보험시장의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방법은 주로 기존 고

객접점을 일부 변형하거나 다른 업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획기적으

로 개선된 이용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전략

적 제휴를 통해 다른 업종의 지점에 보험영업소를 입점시키거나,111) TV 홈쇼핑 

또는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보험판매 및 서비스를 결합시킴으로써 고객

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넷째, 비대면채널을 통한 접점의 확대는 상품 판매 외에도 보험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Ⅴ-12>를 보면 복잡한 고

객서비스에는 대면채널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단순한 보험서비

스는 비대면채널의 활용을 선호한다.

5% 7% 12%
36% 40%

4% 7%

35%

33% 21%

기타 은행 인터넷 TM/직판 대면채널

복잡한 서비스 단순 서비스

<그림 Ⅴ-12> 고객서비스별 판매채널 선호도

자료 : Capgemini and EFMA, “Adapting and Supporting a Customer-Centric Business Strategy to Drive 
Profitable Growth”, World Insurance Report, 2007, p.15.

111) 예를 들면 유통업체에 보험대리점이 입점하는 마트슈랑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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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웹마케팅 활용 전략

1) 웹마케팅 환경 추세 

기존의 보험판매가 구전 또는 단순 대면접촉에 의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반

면 점차 매스(Mass)마케팅, 타겟마케팅, DB마케팅, CRM 그리고 최근 들어 웹마

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전 산업에 걸쳐 비즈니스 혁신의 논란을 주도하는 가운

데 웹마케팅이 보험시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

이다. 웹마케팅이란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웹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웹마케팅

이 대두된 배경에는 <그림 Ⅴ-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웹마케팅 수단의 

발전에 기인한다. 최근 들어 웹마케팅은 블로그(Blog)나 위젯(Widget)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112)마케팅을 포함하는 통합마케팅으로 이전 중에 

있으며, 또한 새로운 IPTV나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

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웹마케팅 기법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Ⅴ-13> 웹마케팅 수단의 변천 

자료 : IBM, 웹마케팅 전략방향, IBM Managed Business Process Services, 2010.

112) SNS란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하며, 

전 세계 SNS 사용자는 2007년 3.7억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eMark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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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이용고객이 급속도

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전 인구의 77%가 인터넷을 이용하며, 특히 10~30대의 

경우 95%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반 하에 국내 

금융산업도 웹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기업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단계

이다. 

<그림 Ⅴ-14>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좌:연도별, 우:연령별) 
(단위 : %, 백만 명)

자료 :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인터넷 백서, 2010. 
       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2008.

이러한 웹 환경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서비스 및 판매채널에도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apgemini and EFMA(2007)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의 보험판매자(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자신들의 

보험판매에 주된 경쟁적 위협이 될 판매채널을 조사하였다. <그림 Ⅴ-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보험판매자들이 인터넷과 방카슈랑스를 미래 보험시

장에서 주된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대면시장에서는 방카슈랑스, 비대

면시장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웹 판매채널이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강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보험판매

회사 및 보험회사가 향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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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보험판매자들이 보는 향후 주요 경쟁채널

자료 : Capgemini and EFMA, “Adapting and Supporting a Customer-Centric Business Strategy to Drive 
Profitable Growth”, World Insurance Report, 2007, p.13.

2) 웹(Web)을 활용한 보험판매 

현재까지는 일부 자동차보험의 판매채널을 제외하면 인터넷이 보험회사와 소

비자 간의 단순 보험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채널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은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 보험판매채

널로서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113) 또한 웹 환경에 익숙한 소

비자가 크게 증가하는 미래의 보험시장에서는 웹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추세

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된 상품개발과 본격적인 웹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경우 향후 웹을 통한 보험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시장에서 세부적인 웹 보험마케팅에 대비한 전략을 추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보험에서 웹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이

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한다. 생명보

113) LIMRA(2009)가 미국의 생명보험 구입자 2,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웹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수집자 비중이 2006년 38%에서 2009년 52%로 크게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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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의 경우 연령, 성별, 가입금액별로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체제가 복잡하여 

상품의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 IFSA(2005)의 연구114)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조건

을 얼마나 쉽게 이해시키느냐가 소비자가 생명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복잡하다고 인식하

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로부터 듣기를 원한

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보험구매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충

분한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또 인터넷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만족스

럽게 찾기도 어렵다. 

둘째, 보험계약 시 법적 제한이 인터넷 완결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제출, 설명의무, 자필서명, 증권 및 약관의 교부 등을 

인터넷 상으로 완결 처리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셋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상품개발이 미흡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이들은 

상품 충성도가 낮고, 자료검색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욕구를 온라인을 통해 충

족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상품을 개발,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채널이 보험시장에서 성장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동안 국내외 보험회사들은 웹상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이유는 웹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보다는 주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었기 때문이

다. 이 밖에도 인터넷 구매과정이 고객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가격에 

민감한 고객에게 적합한 저렴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웹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15) 

114)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A Nation Exposed : Closing the 

     Protection Gap”, 2005.

115) 인터넷만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 시 고려요건으로는 ⒜ 인터넷 구매
과정이  고객에게 불편하지 않을 것, ⒝ 단기간에 증권이 발급된다는 것을 알릴 것, 

⒞ 가격에 민감한 고객에 맞는 저렴한 상품개발, ⒟ 인터넷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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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웹상에서의 보험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에그리게이터｣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외국

과 같이 비교가능 보험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의 가격비교사이트

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상위 보험사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면 판매채널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사의 경우

｢에그리게이터｣는 효율적으로 보험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인식된

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이 갱신계약의 비중이 높은 상품은 TV홈쇼핑 채널에

는 적합성이 낮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에그리게이터｣와 같은 인터넷가격비교

사이트에는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에그리게이터｣
는 보험회사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그리게이터｣를 국내 보험시장에

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그리게이터｣에 대한 모집행위 기준 등 법

적 인프라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험상품이 복잡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웹에 적합한 판매상품의 선택

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복잡하다

고 인식하는데, 이는 보험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품의 복잡성 측면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상품 중에서 정기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이 비교적 단순한 상품

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부합하게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손해보험

의 경우 영업용 보험종목(Commercial Line)은 소비자들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개인용 보험종목(Personal Line)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보험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업용 보험종목보다는 개인용 보험종목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보험상품의 판매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셋째, 웹상에서의 보험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웹을 통한 보험판매에 제약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제시하였다. Purushotham, M., Terry, K. R.,  

Tumicki, E. F.(2003), “Term Insurance : U.S. Marketplace Review”, LM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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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소비자들이 대면접촉방식 및 복잡한 상품을 구입할 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Stoykov and Field(2007)116)은 고객이 구매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웹이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소비자가 웹을 통해 독자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조적인 지

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원래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시스템은 

순수하게 인터넷만을 활용한 독자적인 채널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두어 웹 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

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채널을 웹마케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순수한 웹 판매채널로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고객과 웹사이트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상품개발과 운

영시스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을 활용하는 비대면채널은 보험시장에서 주력채널이 되

기는 쉽지 않으며, 인터넷은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연

구117)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인터넷채널을 주력채널로 활용하기보다는  

기존 주력채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16) Stoykov, V and Field, M, Online branding the new frontier, Infinance June 2007.

117) IAB, Visions of a Better World : Why the Internet Matter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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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선 측면118) 

가. 보험설계사 교육체계 확립

비대면채널은 보험판매의 특성상 고객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판매가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면판매에 비해 불완전판

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FY‘09년 불완전판매율을 보면 <표 Ⅴ-5>

와 같다. 생명보험 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은 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슈랑스가 

각각 1.31%, 1.08%, 0.41%인 반면 비대면채널인 TM, 홈쇼핑, 직영 다이렉트가 

각각 8.08%, 5.03%, 5.43%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역시 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

슈랑스가 0.31%, 0.31%, 0.43%인 반면 비대면채널인 TM, 홈쇼핑, 직영 다이렉트

가 각각 3.70%, 4.02%, 2.12%로 다른 채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완전판매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비대면채널

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감

독당국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도 비대면채널의 활용을 기피하게 

되어 비대면채널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Ⅴ-5>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

(단위 : %)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보험회사직영

방카
슈랑스

TM 홈쇼핑 기타 복합 다이렉트

생명보험 1.31 1.08 0.41 8.08 5.03 2.91 4.57 5.43 

손해보험 0.31 0.31 0.43 3.70 4.02 0.91 0.26 2.12

주 : FY’09 기준임.
자료 : 각사 취합자료 

118) 보험 통신판매와 관련한 규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소비자보호 측면의 
문제에 대해 최근 대폭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표
준 rule)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신판매와 관련한 규제 개선방
안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7.2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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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과정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함께 법규 및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대

면 판매채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정

된 보험업법에 설계사의 교육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비대면채널의 불

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기대가 큰 실정이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이 제정 과정에 있으므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사 교육이 이루어질 지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의 기본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대상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리점에 속한 설계사

가 포함될 것이다. 이들 중 법인대리점에 속한 설계사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상

대적으로 적으며,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교육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과목에서도 단순 상품교육은 지양하고 윤리 및 법규준수의무 교육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의 방법은 설계사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합교육은 물론 인터넷 교육 등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일정 기간 또

는 특정 과목의 경우는 반드시 집합교육의 형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의 형태

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 대면전속 설계사와 비대면 설계사는 교육 방법상의 차

이를 두어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감독당국은 교육의 방법, 절차, 전문교육기관의 선정, 그리고 교육평가

시스템 등 철저한 설계사 전문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

국은 본 설계사 교육체계가 정착단계 시까지 실질적인 교육의 이행 여부, 교육

의 실효성 부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계사 교육체계가 조

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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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사 및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개선 노력

감독당국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과정 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신판매의 경우 보험청

약 이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및 완전판매 모

니터링 과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품의 재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약 

후 30일까지 철회기간을 두고 있고,  3개월 이전에는 품질보증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채널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보험회사들의 개선노력이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비대면채널을 주된 사업모형으로 활용하는 보험회사들은 불완전판

매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표 Ⅴ-6>은 비대면채널을 주된 사업모형으로 활용하는 3개 보험회사의 채널

별 불완전판매율 현황이다.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대면채널을 많이 활용

하는 회사들 중에도 회사별로 불완전판매율의 편차가 크다.  

<표 Ⅴ-6> 세부항목별 불완전판매율 현황 : 전체 채널 대상
(단위 : %)

회사구분 
불완전

판매율 

품질보증해지 민원

해지율 　품보 1 품보2 품보3 품보4 소계 

 H사 5.4 0.3 4.9 0.0 0.0 5.3 0.1 

 S사 7.0 0.8 5.3 0.5 0.3 6.9 0.1 

 L사   3.1 0.0 3.0 0.0 0.0 3.0 0.1 

   주 : 품보1 : 약관/청약서 미교부, 품보2 : 상품설명 상이, 품보3 : 자필서명 미이행, 품보4 : 기타 
자료 : 각 사 제공

또한 이들 3개 보험회사의 홈쇼핑대리점과 통신판매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

면 <표 Ⅴ-7> 및 <표 Ⅴ-8>과 같은데, L사를 제외하면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채널

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이 

3% 대에 불과하지만, H사나 S사의 경우 5~7%로 2배 이상 높다. 특히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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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L사에 비해 3~5배에 달할 정도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세부 내용을 보면 품질보증해지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L사와는 

달리 H사와 S사는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자필서명 미이행 등 관리부실에 기인

한 측면이 상당수 나타난다. 

회사구분 
불완전

판매율 

품질보증해지 민원

해지율 　품보 1 품보2 품보3 품보4 소계 

 H사 9.6 0.3 9.2 0.0 0.0 9.5 0.1 

 S사 7.1  0.3 5.4 0.4 1.0 7.1 0.1 

 L사 3.1 0.0 3.1 0.0 0.0  3.1 0.1 

<표 Ⅴ-7> 불완전판매율 세부항목별 분석 : 홈쇼핑대리점
(단위 : %)

   주 : 주 및 자료는 <표 Ⅴ-6>과 동일

회사구분 
불완전

판매율 

 품질보증해지 민원

해지율 　품보 1 품보2 품보3 품보4 소계 

 H사   15.7 0.4 15.3 0.0 0.0 15.7 0.1 

 S사 9.9 1.2  7.4 0.9 0.3  9.8 0.0 

 L사 3.2 0.0 3.1 0.0 0.0 3.2 0.1 

<표 Ⅴ-8> 불완전판매율 세부항목별 분석 : 통신판매
(단위 : %)

   주 : 1) TM 법인대리점 및 직영다이렉트를 합산한 실적임.
       2) 주 및 자료는 <표 Ⅴ-6>과 동일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우선적으로 약관 및 청약서 미전달 등 관리 소홀에 따

른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율을 줄이기 위

해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불완전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명 

불충분 등은 판매자교육 강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홈쇼핑 보험판매 시 불완전판매는 광

고에 기인하여 유발되는 측면과 설계사(텔레마케터)의 부실 설명 등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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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대별된다.119) 특히 홈쇼핑 보험판매의 흐름을 보면, 고객은 보험광고를 시

청한 후 바로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상담원)에서 상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상품의 

구체적 설명과 실질적인 판매활동은 최종적으로 상담원(텔레마케터)이 수행하

게 된다. 따라서 아울러 상담원(텔레마케터)의 부실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를 줄이기 위해 상담원 교육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성과에 따

른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홈쇼핑 보험판매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보험판매채널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이 채널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

선 홈쇼핑 보험판매조직은 일반 보험대리점과는 다소 상이하게 운영된다. 즉 대

리점의 운영 및 관리는 홈쇼핑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속 설계사는 각 보험회

사가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관리책임을 전

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홈쇼핑보험대리점의 ｢완전

판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

당 보험회사에 대한 거래물량제한, 해당상품 규제, 방송을 통한 공시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또한 홈쇼핑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은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

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120) 이러한 공시를 통해 홈쇼핑으로 

보험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우량한 홈쇼핑보

험대리점 및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9) 2007~2010.6월 기간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직접 
피해를 구제한 총 2, 966건 중 보험모집관련 건수는 754건(25.4%)이었다. 754건을 피해유
형별로 보면 허위·과장설명 및 설명 불이행이 375건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하였다.

120) 이러한 방식은 신용카드사의 법인보험대리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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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중심의 비대면채널 규제 정책

최근 당국 및 보험업계는 보험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다. 예

를 들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심의기준이 2009년 12월 대폭 강화되었

고, 2010년 6월에는 허위·과장광고의 법적 근거를 보험업법에 신설하였다. 또

한 기존의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 한층 강화된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2010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같이 비대면채널에 

대한 관련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비대면채널의 보험소비자 보호 규제체

제는 상당부분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광고의 효과가 감소하고 광고로 인한 매출이 줄

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통신판매 규제의 강화로 비대면채널의 활용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광고의 경우 규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학회(2010) 연구에 따르면 엄격한 규제로 인해 광고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

한되면, 그 광고는 광고 수용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되고 광고의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법칙에 비추어 시

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4.23.선고 2009다1313판결)’라

고 판시하여 광고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광고의 본

질적인 속성상 허위나 과장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비대면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와 광고의 순기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가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사실과 전

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타 금융업종 및 동종업종의 해외

광고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는지 규제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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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보험광고를 통한 비대면채널 활성화 시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저가의 보장성 보험이나 단순상품 등의 구입 편의성을 확보

함으로 보험시장의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 보험광고심의기준 운영의 일관성 

최근 개정(2009년 12월)된 보험광고심의기준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광고

심의 판정 기준을 대부분 일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이하게 운영될 소

지가 있어 보험회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광고 심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광고심의 건

수는 생명보험 1,707건, 손해보험 1,330건으로 총 3,037건으로 광고심의를 시작

한 2006년(1,223건)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생명보험 상품광고심의의 약 70%

는 변액보험이며, 홈쇼핑 판매방송 심의건수는 200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손해보험 광고심의는 상품광고 및 홈쇼핑 판매방송 모두 2006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21) 

<표 Ⅴ-9> 보험광고 심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5

생명

보험

상품광고 688 1,191 1,460 1,441 1,238

홈쇼핑판매방송 221 405 295 266 1,315

소계 909 1,596 1,755 1,707 7,333

손해

보험

상품광고 237 718 774 1,004 2,438

홈쇼핑판매방송 77 289 283 326 190

소계 314 1,007 1,057 1,330 2,628

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121) 2010년 실적은 5월 기준이므로 이하에서의 설명은 2009년 실적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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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품광고 심의결과 부적격율(부적격 건수/심의 건수)을 살펴보면 

2010년 5월까지의 부적격률 평균이 생명보험의 경우 1.7%, 손해보험의 경우 

23.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생명보험의 경우 심의판정방법

이 적격/부적격/조건부적격으로 세 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손해보험은 적

격/부적격 두 개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해 

각각 별도의 광고심의를 수행함으로써 상이한 광고심의 판정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부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06 20 2.9 323 46.9 3 1.3 

2007 15 1.3 762 64.0 78 10.9 

2008 4 0.3 862 59.0 103 13.3 

2009 10 0.7 926 64.3 162 16.1 

2010.5 51 4.1 897 72.5 866 35.5 

합계 100 1.7 3,770 62.6 1,212 23.4 

<표 Ⅴ-10> 상품광고심의 결과 부적격 현황
(단위 : 건, %)

 

주 : 2007년 10월 이전까지는 사후 심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전심의로 전환됨. 사전심의 판정방법이 
생명보험은 적격/부적격/조건부적격 임에 반해 손해보험은 적격/부적격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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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광고심의 판정결과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 심의 위반 건수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8.3% 수준이며,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CY2006부터 CY2010 

5월까지의 평균 위반 건수 비중은 생명보험 11%, 손해보험 5.3%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판정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심의 위반 비중 심의 위반 비중 심의 위반 비중

2006 221 24 10.9 77 0 0.0 298 24 8.1 

2007 405 54 13.3 289 11 3.8 694 65 9.4 

2008 295 23 7.8 283 5 1.8 578 28 4.8 

2009 266 21 7.9 326 20 6.1 592 41 6.9 

2010.5 128 22 17.2 190 26 13.7 318 48 15.1

합계 1,315 144 11.0 1,165 62 5.3 2,480 206 8.3 

<표 Ⅴ-11> 홈쇼핑 판매방송 규정위반 현황
(단위 : 건,  %)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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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홈쇼핑 보험판매 규정위반율 추이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10년 5월까지 생명보험 2억 3

백만원, 손해보험 1억 5천 3백만원으로 각각 부과건당 1,215만원과 546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Ⅴ-12> 제재금 부과현황
(단위 : 건, 만 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2006 1 3,000 - -

2007 11 15,000 5 2,500

2008 4 2,100 2 2,200

2009 1 1,500 8 7,500

2010.5 2 1,500 13 3,100

합계 19 23,100 28 15,300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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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광고심의규정을 통일된 방향으로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별도의 심의기구 운영으로 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간 광고심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일관된 심의기준과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자 책임 규제 신설

현재의 국내 보험업법 하에서는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계약 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대리점의 불법적 행위가 방치되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소

비자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채널의 대리점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사례를 보자. 현재 

홈쇼핑 보험광고를 보면 실제로 광고의 내용이나 쇼호스트의 활동 등 대부분의 

광고제작 과정은 홈쇼핑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고의 제작이나 실

제 방송의 실행은 홈쇼핑회사가 주도를 하고 보험회사는 단지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한다면 광고심의 부적격 심사에 대한 책임, 예를 들

면 제제금의 부과 등은 홈쇼핑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홈쇼핑

회사도 보험대리점이므로 보험대리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겠지만, 

판매광고에 대해서 거의 독자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광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형독립대리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려는 

논의와도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카드사의 보험대리점도 이와 유사한다. 홈쇼핑 대리점이건 카드사의 대리점

이건 그 지위는 보험대리점이다. 따라서 모집 시 설계사(텔레마케터) 또는 대리

점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대리점

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법적 배상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보험업법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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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반 보험대리점과는 

상이한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

내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대리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것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듯이, 홈쇼핑회사 또는 카드사 대리점 등에 대하여서도 일반대리점에 대

한 규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홈쇼핑 판매방송, 판매자책임 등에 대한 특별규

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22)

바. 보험종목별 광고 가이드라인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다. 따라서 외국과는 달리 보험판매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등이 실

질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험광고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능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광고의 실효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광고규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험

종목별 특수성에 부합되도록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광고규제는 대부분 전 보험종목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점

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텍사스(Texas)주의 보험광고는 전반적인 광고 가이드

라인과 보험종목별 광고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특수

성을 광고 제작 시 반영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의 경우 “보상이 병원, 요양기관, 자택

의 입원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광고 특히, 입원 일당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월 단위, 주 단위의 보험금 광고를 

122) 노일석,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제도 개선방안｣, 보험판매채널 건전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생명보험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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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종목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해도 되는 종목을 구분하여 광고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면 소비자보호

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광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대리점에 대한 광고 가이드라인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

내 광고규제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향후 독립대리점(홈쇼핑

대리점 포함) 또는 보험판매회사의 광고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합한 광고규제

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대리점 광고는 해당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를 통해 심

의를 신청하고 있다. 향후 대리점 등 다양한 채널의 보험광고에 대비하여 채널

별 특성에 맞는 광고 규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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