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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과거 지속적인 성장을 누렸던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고객니즈의 질적

인 변화, 시장의 성숙화 등에 따라 과거와 같은 양적인 성장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새로운 시

장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전략의 전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특

히 생명보험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양극화 현상은 마

케팅 경쟁전략의 전개에 하나의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즉 이

미 시장은 성숙화되어 있어 시장의 규모확대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자원 역시 기업별

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동일하고 유

사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가 과연 올바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판매채널의 운용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경쟁전략에 관

한 이론을 실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 적용시킴으로써 시장의 경쟁

지위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를 검토하였다.

시장 경쟁지위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에 대한 새로운 시도

가 성장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경영목표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

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전략과 이

에 따른 판매채널의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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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시장양극

화의 심화와 판매채널의 생산성 하락, 그리고 보험회사별 생산성 차

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판매채널이 고객에게 적절한 가치를 전달

하기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차이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이는 보험회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그 이면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적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책정과 판매채널의 선택 및 전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마케팅 경쟁전략은 시장에서

의 경쟁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동일한 전략을 전개함으로

써 시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뿐 아니라 개별기업간의 생산성 차이를

초래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에 대한 필요

성이 절실한 상황임.

2 .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

－ 향후에는 경영자원의 보유정도를 중심으로 개별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마케팅 경쟁전략이 필요할 것임.

시장의 성숙화에 따라 기존시장을 둘러싼 보험회사간의 치열한

경쟁의 전개 그리고 금융자유화에 따른 타 금융권과의 경쟁격화

와 업계의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보장성보

험, 자산운용상품시장과 같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임.

－ 특히 보험회사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판매

채널이 속해 있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음.



판매채널의 비효율성이 단순히 재무상의 비효율성 차원에서 회자

되고 있지만, 실은 판매채널이 고객이 지불하는 돈에 비하여 낮

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판매채널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이기 위해서 각사는 시장에

서의 경쟁지위에 적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수립과 전개가 필요함.

3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 구분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자원의 정도를 재분류한 후 도출된 시

장에서의 상대적 경쟁지위 매트릭스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생명보험회사의 양적 및 질적 경영자원을 표준화하여 시장지위를

구분한 결과, 생명보험시장의 리더는 C사이며, 챌린저는 A사와

E사, 그리고 니쳐형 회사는 L사와 Q사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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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방향

□ 시장에서의 경쟁지위가 가장 강력한 보험회사의 경우

－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장추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에 대한 참여

가 고려될 수 있으며, 단지 시장의 성장매력도가 낮은 종목에서

는 선별적인 선택도 필요할 것임.

시장의 목표는 수요확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

이 고려될 수 있음.

- 크로스셀링(cross-selling) 등 다양한 복수의 판매채널전개를 통

한 수요확대, 예를 들어 생명보험상품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다 다양한 상품의 판매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리더기업으로서의 풍부한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CRM을

구축함으로써 고객관계유지를 통한 기존시장의 유지와 새로운

시장의 수요확대 등이 필요함.

－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지금까지 리더격의 보험회사들은 안정된 환경의 덕택으로 매스마

케팅 전략으로 충분하였으나, 이제는 고객 니즈의 질적인 변화로

인하여 타켓마케팅도 필요하게 되었음.

한편 리더기업으로서는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이미지 소구와 같은 비가격경쟁

에 주력하면서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경영노력이 요구됨.

－ 판매채널의 구축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면 시장에서의 실효성이 입증된 판매채널

의 구축을 통하여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경쟁의

격화와 함께 고객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시장이라면 금융어드바이

저형 판매채널이나 머천다이저형 판매채널과 같은 다양하고 전문

화된 복수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챌린저형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챌린저형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시장목표는 시장점유율 확대임.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리더와 정면에서 경쟁하여 고객의 수요를

획득하는 직접경쟁 방법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경쟁이 작은 분야 중 리더기업이 종래의

마케팅전략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에 대응할 수 없

는 분야를 선택하는 간접경쟁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시장점유율의 확대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기업

과 대비되는 경쟁우위의 형성( 차별화 )이 가장 중요함.

- 챌린저격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마케팅 믹스로 시장

전체를 목표로 하는 매스마케팅과, 둘 이상의 마케팅 믹스로

개별 시장 세그먼트를 목표로 하는 타켓마케팅(차별화 마케팅)

의 전개가 가능할 것임.

또 다른 대안으로는 매수·합병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이

있음.

- 이는 자사의 사업을 보완하고 자사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시

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기대효과가 클 것임.

－ 판매채널의 구축

여성이나 실버 등 타켓에 초점을 맞춘 판매채널이 전개된다면 과

거의 기본전략이었던 매스마케팅에 의한 판매채널의 전개와 비교

하여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단, 복수의 다양한 판매채널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별 판매채

널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임.

매수·합병을 통한 리더와의 경쟁을 지향한다면, 매수·합병에

따른 판매채널조직의 증가를 사업규모의 증대로 전환시킬 수 있

도록 판매채널을 재구축 하는 것이 필요함.



□ 폴로워형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

－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폴로워형 보험회사의 경우는 경쟁의 격화와 경영자원의 빈약함으

로 인하여 생존을 우선시 하는 시장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나, 개

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니쳐로의 전환 또는 챌린저로의 도약과 같

은 성장전략도 필요할 것임.

또한 상대적인 질적 경영자원의 축적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문보

험회사로의 가치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마케팅 경쟁전략의 기본은 생존을 위한 벤치마킹 즉, 전략의 모

방인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적인 차별화인가가 중요함.

시장목표의 확립을 통한 마케팅 경쟁전략은 여러 조건을 숙고하

여 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업계의 상품개발 측면에서 기술의 혁신정도가 낮고 기술

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부가할 만큼 복잡하지 않다면

폴로워형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마케팅 경쟁전략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임.

- 또한, 리더기업과의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리더를

추종하여 벤치마킹한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하는 편이 타당

할 것임.

－ 판매채널의 구축

시장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보험종목에서의 철수와 이러한 잉여

자원의 성장성이 있는 보험종목시장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종신보험으로의 자원집중을 통한 고객

별 판매채널의 전개 그리고 성장성이 높다하더라도 많은 경영자

원의 투입이 불가피한 연금, 건강보험시장의 선택적 시장참여 및

전략적 철수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니쳐형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

－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기존 시장의 경우 선점시장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

에 선점시장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신규시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한된 경영자원으로 인하여 고객

전 계층에 소구하면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경쟁우위를 형성하기란

무리일 것이므로 표적시장을 좀 더 좁혀, 특정시장의 니드와 구

매성향에 맞는 특정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틈새시장에서

의 지위를 확고히 함이 타당함.

－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틈새시장에서의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기존

의 미니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고객로열티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미 성장시장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고객의 로열티에 바탕

을 둔 전략의 전개가 필요할 것임.

－ 판매채널의 구축

틈새시장을 주된 타켓으로 하는 니쳐형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성

공 여부는 다양한 기준에 기초한 시장세분화에 달려 있음.

- 단, 시장세분화를 이용한 판매채널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시장의 세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판매채널을

구축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판매채널에 대한 위험성임.

한편, 특정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틈새전략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

널을 전개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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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 필요성

남성전문 설계사 조직의 확대, TM, CM의 전개 등은 오늘날 고비

용·저효율로 대표되는 판매채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우리나

라 보험회사가 전개하는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

다. 이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판매채널의 전개를 통해 양적인 시장확대

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화될 수

있으나 어떠한 판매채널을 이용하더라도 시간과 경영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흔히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성과에 관

하여 그 결과만을 놓고 논하는 경향이 강한데, 결과론으로서의 판매채

널의 성과는 시장목표의 설정을 출발점으로 하는 마케팅 경쟁전략의 결

과임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흔히 판매채널의 문제를 이야기함

에 있어서 비용관리적인(con trolling cost) 측면을 강조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감소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를 들어 상품판매가 급

속하게 감소한다면 비용절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채널의 생산성 문제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판매채널이 경쟁사의 판매채널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

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해 보면 무

엇보다도 생산성 하락과 보험회사별 생산성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다시 말하면 판매채널이 고객에게 적절한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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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채널의 생산성은 보험회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수준을 달성 가능케

해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판매채널이 속해 있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면

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적합한 마케팅 경쟁전략

의 책정과 판매채널의 선택 및 전개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는 시장 내의 지위에 적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

이며, 이를 통하여 판매채널은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판매

채널이 효율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곧 전술한 대로 재무적인 수익성

과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소구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

러한 소구력의 강화는 고객의 니즈를 강화시킴은 물론 자사에 대한 매

력을 유발시킴으로써 시장 내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익성과 경쟁력의 확보차원에서 우리나라 보험

업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판매채널의 선

택과 전개상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험모집인의 정착률, 무

분별한 대량판매에 따른 저 수준의 계약유지율, 신 채널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간 충돌의 문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

니라 자사의 경영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채널의 도입과 전개는 보험

회사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사

의 경영자원을 무시한 마케팅 경쟁전략에 따른 판매채널의 선택 및 전

개는 경쟁의 변화·격화로 대표되는 시장환경에 대한 적확한 대응의 측

면에서 경쟁력의 약화와 고비용을 동반하여 결과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확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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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따라 기업의 목표를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수립한 마케팅 경쟁전략에 따른 판

매채널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2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이용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주관적인 분석을 가미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의 측면에서의 마케

팅 경쟁전략에 관하여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과거처럼 크지 않고 시장의 규모 역시 한정

된 시기에는 이미 기업간의 경쟁압력이 시장의 잠재력에 흡수될 수 없

어 경쟁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의 시대에 걸

맞는 유효한 마케팅 경쟁전략은 무엇인가 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 국한하였으며, 대형사와 중·

소형사의 양극화 심화라는 현상을 하나의 모티브로 하여 포터(1980), 코

틀러(1991), 아사엘(1993), 시마구치(1987), 우에하라(1990), 오창수(1997),

권금택(1997, 1998)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를 이용

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관점에서 판매채널의 틀을 제시하려 하였다. 왜

냐 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경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노력 없이는 성장

은 물론 생존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성숙화된 경쟁시장에

있어서 기업의 합리적인 판매채널은 경영자원의 정도에 근거한 시장에

서의 경쟁지위에 따라 형성된 마케팅 경쟁전략의 원칙에 따라 선택되고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개별기업이 자사에 대한 최적의 시장부분의 선택과 마케팅 경쟁

전략의 전개 여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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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3

장에서는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당면한

문제점을 규명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

에 관하여 검토한 후, 외국의 선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연구

를 통하여 마케팅 경쟁전략의 원칙에 따른 판매채널 전개의 유효성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으

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를 분류해 보고 시장지위

별로 전문화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 전개에 따른 검토사항과 방

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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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유형

1. 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의 개괄

보험회사에 있어서 시장목표와 관련한 마케팅 경쟁전략은 흔히 판매

채널방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의미가 축소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마케팅 경쟁전략은 전통적으로 4P, 즉 상품, 가격, 판매채

널, 프로모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표적 고객의 니즈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및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 고객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판매의 방법, 조

직 및 시간과 장소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떻게 하면 가망 고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등은 단순히 마케팅 경쟁전략이

기업의 판매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채널을 제외한 마케팅 경쟁

전략의 다른 요인들은, 예를 들어 기업이 표적으로 삼는 고객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활동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가

격의 경우 보험산업의 특성상 일정부분의 제한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상품과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마케팅 경쟁전

략을 검토하였다.

가. 상품전략

마케팅 경쟁전략과 관련한 상품전략의 경우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

르나, 일반적으로 자사가 표적으로 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필요한 상품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또한 고객에 대한

상품의 소구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부터의 수요는 무엇인가 , 상품에 대한 이해난이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상품의 제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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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 고객에 대한 소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는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하

여 자사의 판매조직이 갖추어야 할 점은 무엇이며, 고객에 대한 접촉의

빈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는 무엇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서 일본 생명보험회사

의 주력상품이 과거 1950년대 양로보험에서 1960년대정기부 양로보험

중심으로 전환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른 저축

여력의 저하, 핵가족화의 진전 그리고 교통사고 및 재해사고의 증가에

따른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의 증가에 따라 정기부 양로보험 중심으로의

전환 및 교통사고에 대비한 재해보장특약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다. 또한 1990년대에는 개인금융자산의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금리선호

의식의 증대에 따라 일시납 양로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적극

적인 판매 및 고객니즈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장의 종합

화를 추진한 결과, 종신보험에 개호보장특약, 치과의료특약 등 각종 특

약을 부여한 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적인 판매채널조직과 함께 재무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판매채널조직의 구축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1)

고객의 니즈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및 전략의 재구축은 생명보험상

품의 속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카무라(中村卓也, 1995)는 생명보

험의 상품가치는 보장에 대한 안심에 있으므로 생명보험상품은 신선도

가 요구되는 신선도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는 보험가입

시부터 계약만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자의

안심감을 일정수준 이상에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니

즈에 대응하는 상품을 탄력적으로 개발·판매함으로써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

1) 류건식·이경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8, 2000.8., p .47.

2) 中村卓也, 生命保險商品と顧客滿足度 , 生命保險經營 제63-6, 日本生命保

險經營學會, 1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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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전략은 고객의 수요뿐 아니라 판매조직으로부터의 요구 역

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시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판매조직상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수요

발굴을 통한 시장개척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타사의 상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의 개발이라던가 타사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부가적인 기능을

첨가시켜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것 등은 상품전략에 미치는 판매조

직의 영향정도를 잘 나타낸 것이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의 상품은 과거의 단순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복잡

해지는 경향에 있으나, 아무리 상품의 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이

해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판매조직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상품

이라면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기 힘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 너

무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한 경우라면 고객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상품전략은 고객의 관점에서 판매조직

을 배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더 매력적

인 상품,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상품이 시장에서의 경

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상품전략은 단순히 상품 그 자체를 떠나 대상으

로 하는 고객, 그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판매조직 및 부가적인 서

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곧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제

사업분야에서 제각기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가

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의 존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로서

는 이러한 가능성을 하나의 상품에 포괄·결합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상

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3) 이 때문에 보험회사 상품전략의 성공

3) 조해균, 최신 보험경영론 , 박영사, 2000 ; 오창수, 보험회사의 상품전략과

경영성과 , 보험학회지 , 제50집, 1997 ; 조해균은 보험사업이 영위하는 제

사업을 위험사업, 저축 및 저축액 상환사업, 봉사 및 지원·처리사업, 투자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오창수는 구체적인 상품전략으로서 저 원가전략,

차별화전략, 특화전략, 시너지전략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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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고객니즈와 자사의 여건 그리고 기업·사업목표와 어느 정도 일

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나. 판매채널전략

보험회사에 있어서 판매채널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상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

상품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측정되거나 인식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갖

는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는 무형의 성격이 강하며 그 가치가 미래에

실현되므로, 고객이 직접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품의 품질을 고객에게 얼마만큼 잘 전달하고 인식시킬 것인가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판매방식 역시 다

른 일반상품과 달리 푸쉬형(pu sh approach)의 판매방식이 이용된다.

더욱이 보험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유효경쟁의 양상은 상품경쟁, 요

율경쟁, 판매력경쟁 및 서비스경쟁으로 구분되나, 상품경쟁의 경우 상품

이 갖는 특이성 때문에 경쟁의 소지가 비교적 적으며 요율 역시 제한적

인 자유화가 부득이하므로 경쟁의 영역은 오히려 판매력경쟁과 서비스

경쟁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판매채널전략이 중요하다.4)

이처럼 보험상품의 특성상 판매채널의 선택과 구축은 보험회사의 중

요한 전략적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판매채널전략은 다양한

판매채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수립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 즉 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특정부분을 대

상으로 할 것인가 만약 특정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복수의 판매채널

과 비교하여,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의 니즈와 관련한 타사의 판매채널

4) 양희산, 보험마케팅 생산성에 관한 비교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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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경쟁우위의 형성이 가능한 판매채널은 무엇인가 또한 특

정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경쟁우위 기반의 구축 및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등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

이다.

불행하게도 과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가격이나 상품을 마케

팅의 무기로써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보험모집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

판매가 판매채널의 유일한 마케팅 경쟁전략이었다. 따라서 채널의 수와

양이 시장점유율을 좌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매채널의 구축에는 많

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일단 구축이 되면 변경 역시 불가능할 정

도이다. 또한 외국보험회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채널의 선택은

기업의 사업형태를 규정한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하에서 구축된 판매채

널은 회사로서는 커다란 자산이 되고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키게

되나, 일단 구축된 채널이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채널의

장점은 약점이 되어 자산이 부채로 전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전략은 판매채널조직의 강점, 고객,

기업의 입장, 상품의 특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며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판매채널조직의 시장에서의 경쟁우위의 여부는 잠재 고객의

니즈와 관련하여 볼 때, 자사의 판매채널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

엇인가 이러한 장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

다른 판매채널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조직에 투자하는 투자규

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고객의 관점에서는 잠재적인 구매자의 태도 및 성향과 많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가격지향성, 구매상의 편리성 등을 선호하는 고객이라

면 저가격, 접근성, 편리성을 강조하는 판매채널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보장성 또는 연금상품과 같이 상품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고객이라면 고객에 대한 어드바이스나 부가서비스를 강조하는 판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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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회사의 관점에서는 일단 판매채널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기업목

표에 부합하면서 회사가 타켓으로 하는 표적시장에의 접근이 효과적인

판매채널전략이 가장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상품특성의 측면에서는 위

험보장이 일반화된 또는 서비스제공이 규범화된 상품이라면 간단하고도

효율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직접판매채널이나 IT를 이용한 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연금, 변액보험과 같이 상품과 계약내용이 복잡

한 상품이라면 금융자산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전문적인 판매채널조직

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전략적 의의

보험회사는 첫째, 가격 유지, 즉 가격 붕괴 방지를 위하여,•둘째, 자

사상품 이외의 상품 취급을 금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셋째, 영

업 활동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넷째, 판매촉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다섯째로, 기업(상품) 이미지의 유지 및 조정을 위하여, 마지막

으로 상품 지원에 의한 고객 서비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채널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이 때문에 판매채널의 선택과 전개는 전략적

인 중요성을 갖는다. 더욱이, 규제완화에 의한 타 금융권의 보험시장 진

입이 예정되어 과거와 같은 동업종간의 경쟁은 물론 이업종·이업태와

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이업종·이업태간의 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고객들이 이제 더 이상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거나 자기에게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연고관계에

따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판매채널 재구축의 확립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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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산업의 특성에서 본 판매기능의 중요성

보험산업에서의 판매기능은 보험산업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에 비추

어 볼 때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판매기능의 중요

성을 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① 다른 산업과 달리 보험산업은 보험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

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다른 산업과 달리 보험상품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반상품의 경우 상품을 저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판매하기 이전에 생산이 가능하나, 보험상품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② 보험은 위험분산주의와 대수법칙의 원리를 근거로 하므로 소수의

상품을 생산·판매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량생산만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③ 보험상품의 생산이 일반상품에 비하여 용이하다는 점이다. 일반

상품의 경우 상품의 생산에는 특수한 원자재와 함께 복잡한 제조과정이

수반되며 제조과정의 대부분이 기술적, 화학적,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만, 보험상품의 생산은 그 제조과정이 계약의 체결, 계약신청서의 심사,

증권의 교부 등과 같이 인적인 자원에 의하여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생산용량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매기능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나. 시장측면에서 본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중요성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판매채널의 중요성을 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6)

5) 판매기능의 중요성은 주로 조해균(2000) 제8장 및 제11장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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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형의 상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처

럼 스스로 광고될 수 없으며 전시를 통한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상품은 상품구매에 대한 고객의 자발성이 대부

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상품은 고객에

게 보험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물론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상품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설명이 필연적이며, 고객의 비자발

성에 따른 판매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보다도 특히 판매채널이

중요하다.

②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의 니즈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객의 니즈는 본질적으

로 위험의 발생시기, 발생여부, 발생으로 인한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발적 니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우발적 니즈라는 니즈의 본

질상,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성향은 일반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더욱이 이러한 니즈조차도 존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감

지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니즈이므로 어떠한 산업보다도 현재적·

잠재적인 니즈의 발굴(보험수요의 창조)을 위하여 판매채널이 중요하다.

③ 일반상품이 상품의 판매와 인도를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

이후 일정기간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거래관계가 종료됨에 비하여,

보험상품의 거래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보험금지급시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보험산업은 신뢰관계

를 동반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고객관계의 유지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할을 판매채널이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판매채널의 중요성은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과 관련하

여 살펴볼 수 있다. 즉,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측면을 살펴보

면 크게 ① 위험사업, ② 저축 및 저축액 상환사업, ③ 투자사업, ④ 봉

사 및 지원·처리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③의 사업이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제 사업과 관련되는 상

6) 판매채널의 중요성은 주로 조해균, 전게서 제8장 및 제11장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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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봉사 및 지원·처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봉사 및

지원·처리사업은 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지원·처리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대별할 수 있으며, 후자가 다양한 업무와 관련

된 경영업무활동임에 비하여 전자의 대부분의 업무는 다름 아닌 직접

시장을 접하는 판매채널이 수행하는 고객서비스활동이라는 점이다.7) 즉

자문서비스의 제공업무는, ① 보험상품의 판매시에 보험가입의 필요성

과 유용성을 고객에게 설명·인식시켜 주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업무, ②

보험계약의 변경·연장문제, 보험사고처리문제와 보상처리문제 등과 관

련된 각종의 자문서비스의 제공업무, ③ 상기의 ①과 ②의 업무가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업이 사전에 경영 내적으로 경영의 준비

성을 조성하는 업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판매채널이 수행하는 고객서

비스활동은 보험사업의 경영성과와 경영효율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 때문에 보험업에 있어서 판매채널은 보험회사의 경

영성과를 좌우한다고 하겠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제 사업 상호간의 의존적 관계

봉사 및 지원·처리사업

위험사업 저축사업 투자사업

자료: 조해균, 최신보험경영론 , 박영사, 2000, p .295.

7) 지원·처리업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활동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수대상위험

의 분석·평가업무, 적합한 보험조건의 결정업무, 보험계약청약서의 심사·

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처리업무 등을 들 수 있

다. 조해균, 전게서, pp .2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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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발전과 유형

가.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발전과정

보험제도는 다수인의 가입을 전제로 한 제도로서 가입자의 폭이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운용되므로 보험가입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모집조직이 특히 필요한 사업이다.8) 여기서 보험모집조직 즉,

보험판매채널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생산자인 보험회사와 최종소

비자인 보험계약자를 연결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뜻한다.

보험판매채널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같은 모집조직이라 하더

라도 국가별·시대별로 그 성격 및 활동범위가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

다. 한 국가의 보험모집조직체계 특성은 그 국가 보험산업의 생성 및

발전과정과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계속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다. 따라서 특정 보험시장의 보험모집체계를 이해하려면, 모집체계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요인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9)

보험모집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는 라이프사이클을 기준으로 초창기, 발전기, 성숙기 및 쇠퇴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해방 이후를 대상으로 모집제

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 특히 보험업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여 도입

기(1945~1961), 정착기(1962~1977), 발전기(1978~1994) 및 성숙기(1995~

현재)의 4단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8) 추암대, 보험모집 조직관리 , 보험연수원, 1995.6., p .235.

9) 김기홍·정봉은·고경모·성대규, 보험중개인의 이론과 실무 , 1997.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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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보험판매채널 형성도

1) 도입기(1945∼196 1)

가) 시대적 배경과 주요 판매채널

정치·경제·사회의 혼란과 격변기로 대표되는 시대적인 배경에 따

라 보험산업도 그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61년 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 보험

업법이 그대로 원용되었을 정도이다.10) 또한 미군정하에서 보험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신규설립과 정리가 반복되는 혼란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보험회사의 난립은 필연적으로 과당경쟁을 부추

기고 모집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였다.

판매채널의 경우, 해방 이후 1957년 이전까지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정립된 모집조직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개인보험에 대한 모집은 사

10) 신수식, 한국보험회사 , 무역경영사, 1984,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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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본사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보험모집에 집중하였다.

1958년에 접어들면서 각 회사는 지방조직의 정비에 착수하여 지점,

지사의 설치와 외무원을 대량으로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제되어 왔던 영업소의 설치가 1959년 4월 15일부터는

사후 보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점포망 확충이 더욱 촉진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노력

보험모집조직의 정립을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1958년 이후 외무원을

대량 선발하였으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등록제도나 자격에 대한 규

제가 없었으며, 그 결과 대량채용 위주의 모집인 유치경쟁을 유발하였

다. 이러한 무선별적인 모집인의 대량채용은 보험모집질서를 혼란시키

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가입을 시킨 후에는 보험계약의

유지에는 거의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군정하에 모집된 계약마저

무더기로 실효 및 해약되는 바람에 계약유지율 또한 매우 저조하였

다.11)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은 우량모집인에

의한 양질계약의 모집, 사업비의 지출규제 등에 대한 지시를 수차에 걸

쳐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험모집에 대

한 규제법규가 애매하여 이들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할만한 법적 뒷

받침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

11)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료 , 1991, p .144.
12) 추암대, 전게서,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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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기(1962∼1977)

가) 시대적 배경과 주요 판매채널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에 의한 고도경제성장기로 대표되는 시기로

보험산업은 두드러진 경제성장에 힘입어 양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하였

을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이 시기는 새로운 보험관계법령의 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보

험회사 특별감사의 실시와 보험회사의 정비통합 그리고 금융기관화재보

험 풀의 결성 등과 같이 보험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등 제도적 개

선방안이 모색되었던 전환기적인 시기이다.

한편 1962년에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보험모집단속법은 보험모집을 할 때의 준수사

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모집관계

법이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모집에 관한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모집체제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13) 또

한 이 법률의 제정으로 비로소 보험모집인과 대리점의 등록제가 도입되

었으며, 생명보험은 보험모집인, 손해보험은 임·직원에 의한 직급과 대

리점에 의한 모집제도로 정비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노력

보험회사간에는 여전히 모집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되

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71년

9월 재무부는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으로서 모집인의 사제

영수증 사용을 금지하고 보험증권의 활자를 크게 하는 조치 등을 취하

였으며, 1972년 2월에는 모집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회주관

으로 모집인에 대한 시험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1976년에는

13) 추암대, 전게서,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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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명보험에 대한 과당경쟁을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단체보험의 상호

비례 재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생명보험협회의 주관하에 단체생명보험에

대한 풀 제도가 실시되었다.

3) 성장기(1978∼1994)

가) 시대적 배경과 주요 판매채널

이 시기는 성장극대화 정책에 대한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구

조조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안정하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한 시기로,

특히 1983년의 금리자유화, 1984년의 수입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의 추진

과 같은 경제자유화정책이 병행되었다.

보험산업부문에서는 1977년 9월부터 1977년 말까지 보험산업근대화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보험업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 등 4개의 법률이 보험업법

으로 통폐합되었으며 모집제도에도 일대혁신이 있었다. 또한 1987년 이

후에는 보험산업도 본격적인 대내외 시장개방에 따라 신설생명보험회사

가 다수 설립되면서 회사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경제성장의 둔화 및 경

기침체 등의 여파로 대부분의 신설생명보험회사들이 누적적자의 심화와

지불능력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은 꾸준히 지속되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되었으며, 1975년에 1,408억원이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1994년에 이르러서는 약 28조원을 기록하며 20년만에 200

배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1977년의 보험산업근대화시책에 따라 모집분야에 있어서도 다

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보험모집인 등록제의 도입

이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한국보험공사에 등록하여야만 보험모집

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손해보험분야에도 모집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는 대리점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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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였으며, 생명보험분야에도 대리점제

도를 도입하였다. 셋째로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

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로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행위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1983년 11월에는 생명보험 대리점제도와 보험대리점의 생·손보겸영

제가 도입·실시되었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고, 손

해보험의 가계성 상품과 생명보험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함으로써 보험

의 잠재수요를 개발시키는 동시에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확대로 보험

대리점의 자립기반을 구축시킬 정책적 의도로 마련된 조치였으나 현재

까지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2년 10월에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을 개

정하여 손해보험 복수대리점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3년

10월에는 보험회사 점포관리 운영규정, 생명보험 대리점 관리규정 및

생명보험모집제도 개선지침을 통폐합하여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

관리규정 제정하였고, 1994년 3월에는 동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

복수대리점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노력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보험모집제도를 비롯한 보

험제도 또한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여전히 일반국민의 보험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보험모집제도도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보

험가입자의 충분한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한편 전술한 대로 1987년 보험시장이 대내외에 개방됨에 따라 과거

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많은 보험회사가 신설된 결과, 수입보험료

의 성장세만큼 점포 및 모집인의 수도 증가하였다. 1994년 말 모집인

등록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979년에 비해 6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점포

수도 같은 기간동안 약 10배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험모집이 대

부분 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간에 모집인 스카웃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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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심해지는 등 적지 않은 모집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어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정부주도하에 지나친 모집인 스카웃의 방지를 위한 업계

간 협정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4) 성숙기(1995∼ )

가) 시대적 배경과 주요 판매채널

이 시기는 외환위기와 금융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보험산업

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킨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보험산업은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과 1999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1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

는 등 엄청난 외형적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정책 추

진, 지속적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 신 산업육성

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의 구현과 함께, 2000년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자정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보험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판매채널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1995년 4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

추기 위해 모집제도의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점포설치

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

되었으며,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모집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화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1996

년 4월과 1997년 4월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분야에 독립대리점제도

가 도입되었으며, 1997년 4월과 1998년 4월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중개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외국에서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 수

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체

결에 대한 인가의제기준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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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모집과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보험회사

의 자유로운 경쟁여건이 마련됨과 동시에 보험중개인제도 등 선진보험

모집제도가 도입되어 바야흐로 우리나라 모집제도는 성숙기에 들어섰다

고 볼 수 있겠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됨에 따라 각종 행

정규제가 더욱 완화되었는데, 1999년 2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중개

인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였으며,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더불어 2000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협정을 폐지하였다.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

(d irect m ail)이나, 전화(tele m arketing), 인터넷(cyber m arketing) 등 정

보통신매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자 이러한 판매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8월 보험업감독규정에 편입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노력

현재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모집인의 대량

도입과 대량탈락, 낮은 모집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보

험모집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후 보험판매채널 부문에서 지속

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모집인의

대량도입·대량탈락이다. 대량도입 대량탈락이 유발하는 문제점으로는

보험계약의 유지율 저하, 사업비의 초과지출, 보험의 경쟁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모집인의 대량증원과 대량탈락은 생

명보험 계약유지율의 하락과 실효해약률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무연한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모집인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낮은 모집효율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판매조직의 영세

성·단순성과 전문성 부족, 비용효율적인 신규판매채널의 도입실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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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한편 최근에 등장한 CM, DM 및 TM 등 신판매채널의 비용효율성

이 전통적인 판매조직보다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신판매채널의 활용도는 전통적 판매조직(직급, 모집인, 대리점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개별기업의 특성과 전반적인 경영전략이 맞물

려 있다는 점, 신판매채널 보험상품의 특성상 기존의 판매조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계약체결에 자필서명·동의 등이 필

요하다는 점등에 따른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14)

나.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유형

보험모집조직은 보험회사 내부조직인가의 여부에 따라, 혹은 보험회

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의하면 직급이나 모집인 등의 내부모집조직과 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등의 외부모집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후자에 의하면

보험모집조직은 모집인, 전속대리점, 직급, 직접판매 등의 직접모집조직

과 간접모직조직인 독립대리점과 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는 보험모

집인,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직급) 및 보험중개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직접판매에 대하여 소개하

고자 한다.

14) 정홍주,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2000-10, 보

험개발원, 2000.12.,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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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급

원래 직급이란 보험모집을 직접취급(直接取扱) 한다는 뜻으로, 보험

회사에 있어 직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모집활동을 담당하는 임직원과

그들이 소속된 본사의 영업부서조직 을 뜻한다.

과거에는 본사 직급조직의 보험모집에 많은 제한을 두었으나, 지속

적인 직급제한의 축소에 따라 현재는 본사 직급조직의 모집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점포조직이란 보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모집조직의 형태를 말하며, 보험회사의 점포조

직은 크게 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관리점포와 모집활동을 주된 기

능으로 하는 모집점포로 나누어진다.

2)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보험모집인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험의 모집을 하였을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업자에게 소속되어 보험의 모집을 하는 자이므

로,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15) 보험업법 제148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

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모집인도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모집인의 일사전속주의 라 한다. 보험

15) 양승규, 보험법 , 삼지원, 1994,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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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에 대하여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안

정적인 모집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모집인 조직은 그 형태에 따라 지사제도(p roper system), 지구제도

(debit system) 및 지역제도(block system)로 구분되며,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 조직의 형태는 지구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3)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 를 말한다.16)

이러한 보험대리점의 정의에서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과 같다.17)

먼저,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

다. 여기서 보험대리점이 행하는 모집행위와 관련된 보험사업자는 반드

시 특정되어 있음을 요하나, 특정 보험사업자가 1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둘째,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하는 자이다. 따라

서 '대리'의 성질상 보험대리점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보험사업자 본인에

게 귀속되며,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관계자로부터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한과 계약체결권이 부여된다. 셋째,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 된 별개의 모집조직이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16) 상법 제87조에서는 보험대리상을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

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으로 정의함으로써 보험대리상을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

는 보험체약대리상과 중개만을 하는 보험중개대리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에서는 문구상 보험체약대리점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추암대, 전게서,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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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대리점은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수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독

립대리점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하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며 후자는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의 종류에 따라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괄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

기 위하여, 2001년 9월 발표한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에서는 손해

보험대리점의 등급별 영업구분을 폐지하고 대리점 등록업무를 금융감독

원18)에서 양 협회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4)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서 일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중개인과 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되며, 조직규모별로는 개인보

험중개인과 법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

개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요율을 협상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

며,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위험관리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수청구

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험사업자의 권한이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위임한 수령권이나 고지 및 통지수

령권 등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중개 관련 내용의 장부기재의무, 중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비치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권은 보험업법상 금융감독위원회 에

있으나 자율화·개방화·규제완화의 정책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뀐 1995년 4월 재정경제원장관의 보험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

탁 에 의하여 감독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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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판매

직접판매(d irect m arketing)란 기업이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개

입시키지 않고 신문, 잡지, 우편, 전화, TV, CATV, 등의 매체 중에서 1

가지 이상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또는 예상 고객에 대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조회 및 구입신청에 의해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19) 이러한 직접판매는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편에 의한 판매(d irect m ail), 전화에 의한 판매(tele-

m arketing), 인터넷에 의한 판매(cyber m arketing)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판매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편에 의한 판매란 보험회사가 예상 고객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인

쇄물 형태의 인사장, 상품안내자료, 보험청약서 등을 우송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보험회사가 특정시장과

고객 수를 자유자재로 결정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고객의 반

응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직접판매방식에 비하여 비용이 많

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화에 의한 판매란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에게

보험상품 및 보험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판

매방식을 말한다. 직접판매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보

험회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고객의 반응률이 높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판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DM과 같

은 다른 매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판매란 보험회사가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가

상점포(cyber m all) 등을 개설하여 일반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마케팅, 보험계약체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전송,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

19) 박홍민, 생명보험의 직접판매 , 보험동향 , 제9호, 1996.11., p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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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말한다.20)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보험회사는 무엇보다도 보

험상품에 대한 판매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고객니즈에 부합

하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회사 홍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채널로 인한 역선택의 가능성, 판매가능 상품의 제한, 고객정보의

보안문제 등의 제약요소가 존재하며, 보험가입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자

기의 책임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상존 하게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확산으로 DM, TM,

CM 등 직접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제9장 제1절에서 통신판매 등 의 제

목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화·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규제사항은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자, 청약내용 및 보험료납입 약정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사이

버몰의 의무표시사항, 점포·보험대리점·보험모집인이 설치하는 사이

버몰의 심사의무 등이다.

20) 생명보험협회, 생보사 신판매채널 운용현황 , 생명보험협회보 , 2000년
제1호(통권19호), 2000.6. p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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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

1.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쟁환경의 변화

지난 10여년간의 개방화, 자유화의 추진과 최근의 지속적인 구조조

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여전히 국내 금융산업에 있어 변화의 중심

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핵심내용은 무한경쟁과 고객

주도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보험시장

의 성숙, 인구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위험의 등장 등과 같은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과거 보험회사가 주도한 시대와는 달리 시장의 주도권은

고객에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대형화·겸

업화·글로벌화와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 그리고 저금리 기조의 정착

및 비용효율적 판매채널의 확산추세 등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뿐 아니라 보험회사간에도 무한경쟁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상용화를 토대로 경제의 디지털화

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확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는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가치사슬의 해체와 e-CRM 구축

등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등 e-비즈니스 역량이 보험회사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FY2000 기준으로 전화 및 인터넷을 포함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실적은 4,182억원 수준으로 아직은 미약하나, 머지않아 자동차

보험, 연금보험 등 단순한 상품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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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또한 대형보험회사들은 이미 DB마케팅(d ata base m arketing)의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전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통한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이버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보험시스템과

고객관계관리의 확산은 고객세분화와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 판매채

널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은 보험회사

의 기존 가치사슬을 해체시켜 효율적인 정보처리프로세스가 가치창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경제 환경은 새로운 정보

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적인 가치사

슬의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각 단계별 연속성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1)

1) 보험개발원, 21세기 보험산업의 발전과 발전과제 , 연구용역보고서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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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자유화는 진입자유화와 가격자유화 및 업무영역의 자유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진입자유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험산업

은 1988년 이후 내국사 및 지방생보사의 대량진입 허용과 합작사·외국

사의 진출을 계기로 진입자유화의 폭이 넓어졌으며, 1997년 이후 경제

적 수요심사제도(econ om ic need test)의 폐지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설

립허가심사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신규진입이 활발해졌

다. 특히, IMF구제금융 이후 외국사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영국 푸르덴셜생명의 영풍생명 인수, 프랑스계 카디프생명 진출,

알리안츠 그룹의 손해보험업 진출, 퍼스트아메리칸의 부동산 권리보험

진입, 뮤니크 리와 스위스 리 등 대형 재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등

보험 전분야에 걸친 외국계 자본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부실보험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

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

또한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보험분야의 가격자유화

가 2002년 4월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 자유화를 끝으로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보험시장에서의 가격규제가 완전

히 철폐된 것을 의미한다. 가격분야의 규제완화는 정보공시제도의 강화

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확대추세 및 DM과 같은 비용효율적 판매

채널의 확산추세와 더불어 가격을 중심으로 한 보험회사간 무한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더불어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

품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던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이 최근 들어

그 경계선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통합 현

2001.10, pp .3∼4.
2) 보험개발원,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정책연구자료 2001-2, 2001.

1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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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의 발달로 업종간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된

점과 금융산업 내 경쟁격화로 인해 본업에서의 금융기관 수익이 축소됨

에 따라 타 산업 진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업종간 제휴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 8월에

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이업종의 겸업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겸업화 진전

단계는 금융기관간 제휴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저금리 기조의 정착

1997년 IMF 구제금융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가

14.2%로 물가 상승률 4.5%를 감안해도 10%에 가까운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IMF 직후에 형성됐던 비정상적 고금리 현상은 이후

의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라 현재는 국채 금리가 5%선으로 떨어지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한자리수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저금리기조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 보험은 장기적인 수지의 안정성을 가정하여 예정이율을 보수적

으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을 통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정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침체와

저금리기조로 인한 자산운용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예정부담이자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逆

마진(금리역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이차역마진 문제를 야

기하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는 전세계적인 공통사항이지만, 보험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의 생존과 관련하여 역마진 문

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보험산업은 이차역마진과 보험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인해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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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을 비차익과 사차익으로 상쇄하는 구조하에서는 보험회사들이 향

후 사업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

은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함께 업무다각화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고객니즈의 구조적 변화

보험수요의 확대창출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일반적으로 경기순환과 일정수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

수요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2년 하반기 이후에나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국내 보험산업은 산업발전 사이클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진입한 저성장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달성하기 곤란할 것이다.3) 다만,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공적보험의 한계성 노출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영보험의 새로운 수요창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보

험상품 및 보험수요에 대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고객사망에 따른 유가족 보장 등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인

식 제고, 외국사들의 꾸준한 종신보험 판매홍보에 따른 학습효과, 국내

생보사들의 손익중시 경영확대 등의 영향으로 종신보험시장의 꾸준한

확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명연장에 따른 노령화 사회

로의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비 부담의 증대를 배경으로 건강보

험 및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

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가 정부에 의해 적극 논의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수요의 증대가 예상된다.

3) 정채웅, 선진 보험산업을 위한 정책과제와 감독방향 , 생명보험 , 생명보

험협회, 2002.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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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존 마케팅 경쟁전략의 문제점

- 보험회사 규모별 생산성 비교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양극화 경향은 급변하는 경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 대한 유사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 차이는 해당기업이 경쟁사와 비

교하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사이에는 비용면

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또는 상품의 개발과 같은 면에

서 특히 규모의 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의 경우 당연히 업계 제1의 누적생산량을 갖게될 것이며 그 결

과 경험효과에 따라 평균비용의 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금액의 마케팅비용을 부담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당연히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의 비율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점유율의 대소 여하에 따라 생산, 판매, 신상품개발과 같은

다방면에 있어서 비용측면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또한 업계의 경쟁사와 비교하여 비용 면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이

용하여 압도적인 물량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의 지위를 무시한

채 유사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가 오늘날과 같은 시장의 양극화 현

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기업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이익

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입

장에서는 고비용·저효율로 대표되는 판매채널의 구조적인 문제와 규제

완화에 따른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판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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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판매채널의 생산성은 경쟁지위에 따른 기업의 목표설정 및 마케팅

경쟁전략의 책정과 관련하여 판매채널의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4)

한편, 보험은 서비스의 특징인 생산과 판매의 비분리성(inseparability)

을 가지고 있고, 생산 즉 판매의 주체가 보험모집인이기 때문에 보험회

사 판매채널의 생산성을 보험모집인을 중심으로 한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로 결정함이 타당하다.5)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판매채널별 수입보험

료에서 보험모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

한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생산성으로서 보험모집인당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투입요소인 보험모집인 수에 대비할 산출요소로서 수입보험료를

사용하여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6)

판매채널의 생산성 즉, 보험모집조직의 영업성과는 모집조직 1단위

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거수하였는가로 측정할 수 있

다. 즉, 모집조직 1단위당 수입보험료가 모집조직의 생산성 지표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모집조직의 생산성은 각 모집조직별 거수보

험료를 각 모집조직의 총단위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최근 5개년간

의 모집조직별 생산성 추이는 <표 Ⅲ-1>과 같다.

4) 생산성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역사적 관계분석법, 경쟁비율분석

법, 시장실험법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희산, 보험마

케팅 생산성에 관한 비교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을 참조하길

바란다.

5) 양희산, 전개서, pp .60-61.
6) 판매채널의 생산성은 보험모집인을 중심으로 고려했을 경우, 투입요소인 보

험모집인수와 산출요소로서의 매출액인 수입보험료 및 신계약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현실적으로 보험모집인의 수당은 판매액인 수입보험료나 신계

약금액에 비례하고 있고 평가에 있어서도 판매액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보험모집인 생산성의 산출지표로는 수입보험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유동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계약건수를 보조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양희산, 전게서,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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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생산성

단위: 억원, 개(명),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초 회

보험료

직급 38,621 66,100 42,135 54,532 50,322

모집인 59,054 117,476 133,566 101,763 131,803

대리점 794 2,510 4,873 2,433 5,541

종사자

수

직급 56,120 49,110 38,726 35,663 31,851

모집인 323,966 293,398 246,193 241,429 210,064

대리점 9,930 11,177 11,106 7,789 6,017

생산성

직급 68.8 134.6 108.8 152.9 158.0

모집인 18.2 40.0 54.3 42.2 62.7

대리점 8.0 22.5 43.9 31.2 92.1

이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대리점의 생산성이 1996년 대비 11.5배 향

상되었고, 다음으로는 모집인(3.4배), 직급(2.3배)의 순으로 생산성이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MF 이후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모집

조직이 축소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생

산성인 상대 생산성 즉, 모집조직 1단위당 수입보험료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다.

상대생산성에 의할 경우에도 IMF외환위기 이후 몇 개 보험회사가

퇴출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모집조

직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직급조직과 대리

점의 경우에는 상대생산성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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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상대생산성

<표 Ⅲ-2>는 회사별 모집조직별 생산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회

사의 순서는 수입보험료의 크기 순서이며, 대·중·소의 구분은 수입보

험료와 점포의 전국적 분포여부(대형사와 중형사는 전국적으로 점포가

분포)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DM, TM 및 CM의 실적으로 판단되는

기타 판매채널 의 생산성은 투입량을 측정할 수 없어 생략하였으며, 따

라서 기타 판매채널의 초회 수입보험료가 전체의 85.7%를 차지하는 라

이나생명의 경우는 생산성이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겠다.

회사별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의

순으로 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입보험료가 많은 회

사가 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7) 또한 국내사

는 회사직납과 모집인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하여 외국사는 상대적으로

대리점과 특정 판매채널에 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실제로 회사별 수입보험료와 모집인 생산성과의 상관관계가 0.726(Pearson

상관계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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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

<표 Ⅲ-2> FY2000 생보사별 모집조직별 생산성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회사직납 모집인 대리점

대형사

삼 성 198,955 98,261 226,035

교 보 365,930 68,564 166,379

대 한 590 64,715 32,844

중형사

알리안츠제일 862 25,322 9,175

흥 국 112,317 29,798 75,442

동 양 280,011 54,163 67,443

S K 192,531 9,229 811,290

금 호 76,589 21,682 7,087

신 한 103,912 21,840 4,142

대 신 207,604 14,114 -

소형사

외국사

I N G 1,646 88,001 -

럭 키 577,700 14,154 7,332

동 부 46,969 24,329 20,774

푸르덴셜 - 15,503 -

메트라이프 18,758 16,407 -

한 일 96,119 34,791 131,066

라이나 - 1,138 1,125

A I G 24,682 21,350 21,833

영 풍 403,160 43,073 50,520

프랑스 1,024 5,742 40,410

뉴 욕 129 8,908 19,350

평 균 157,991 62,744 92,086
주) 1.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의 구분은 거수보험료와 점포의 전국적 분포여부

를 기준으로 하였음.
2. DM, TM 등의 실적으로 판단되는 기타 의 수치는 생략하였음.

자료) FY2000 각사별 업무보고서(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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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 전개

가. 시장성숙기의 마케팅 경쟁전략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경우 보험상품별로 그 정도는 달라도 보험 가

입률, 시장침투도, 시장의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성숙기시장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과거 성장기시장과 다른 시장상황이나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 역시도 변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8)

이곳에서는 상품라이프사이클개념의 검토를 통하여 성숙기시장에서의

기업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해 본다.

1) 상품라이프사이클 개념

상품라이프사이클 개념은 생물학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그 형식은 상

품수용단계에 관한 모델로서 마케팅에 있어서의 시장침투의 예측수단으

로서 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장과 발전을 검증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이 개념의 핵심은 상품은 주기적으로 일

정한 성장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도입되

면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국은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는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은 상품라이프사이클마다 다른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숙기단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는 신규로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증가의 둔

화에 따라 매출의 증가율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경쟁사가 다수 존

8)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입률 수준은 81.9%로 일본 80.9%(1997), 미국 85%
(1998)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구당 보험가입건수도 평균 3.6건에 이르고 있어

보험시장은 성숙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나,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3.0%(1989)에서 24.0%(1999)
를 점유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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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

재하고, 개별기업의 상품 특징이 유사하여 모델체인지를 비롯한 적극적

인 상품의 개량이나 신상품개발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는 단계이며,

반복구매가 수요의 주체가 되고 개별기업의 시장행동은 시장지배력의

유지를 위하여 고도의 시장세분화 정책 내지는 협조적 행동을 취하는

시기이다.

2) 성숙기시장의 마케팅 경쟁전략

성숙기시장의 경우 경쟁의 격화에 따라 이익률 저하가 눈에 띄며 또

한 유사상품의 증가와 모방화에 따라 브랜드간의 차별화도 희석되어 새

로운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장점유율의 확대 내지는 시장

확대가 어려운 시기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크게 2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9) 그 중 하나

는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즉 리더, 챌린저기업)으로 시

장전체를 대상으로 주로 대량판매와 저원가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해 내

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저원가, 고품질의 상품을 갖고 있으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느 정도 차별화된 기업이라 할 수 있

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배적 소수의 기업에 대하여 소규모의 표적시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성숙기시장의 개별기업이 직면하

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숙화된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략을

전개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왜냐 하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으며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까닭으

로 제한된 경영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의 생

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의 개별기업은 시장에

서의 경쟁지위에 따라 경쟁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마케팅 경쟁전

략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시장에서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리더기업이라면 전체 시장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또는 기존

9) P.Kotler, M arketing Management, 7th ed ., Prentice-H all, 1990, p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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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며, 리

더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특정부분에 집중·전문화함으로

써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하다.

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 전개

전술한 환경변화와 문제점을 토대로 시장 내의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

쟁전략 및 이에 따른 판매채널 전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먼저 시장의 성숙화에 따른 기존시장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와 금융자유화에 따른 타 금융권과의 경쟁격화 및 업계의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과 같은 전통

적인 상품시장의 성숙화와 함께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그 성장

가능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 노령화 등에

따라 연금 등의 자산운용상품시장 또한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적확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

운 컨셉트에 맞는 마케팅 경쟁전략이 필요하다.

보험의 특성상 제한적이었던 가격자유화가 본격화되고 인터넷 사용

인구의 확산 등으로 고객의 보험가격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객의 가격민감도 증대에 따라, 예를 들어 판매채널의 전개에

있어서도 판매모집조직의 정비 및 저비용·고효용 판매채널의 활성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의 효율성 확보가 주된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금융자유화에 따른 타금융권의 진입은 더 이상의 연고판매

가능성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저금리의 지속에 따라 고객의 재무적인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마케팅 경쟁전

략은 효율적인 판매채널의 구축 필요성을 넘어 판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TM, DM, 인터넷판매(CM) 등 직접판매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및 전문모집인의 육성을 통한 시장별(예를 들어 상품별, 직업별, 소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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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전문화에 대한 전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를 둘러싼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

라 보험회사는 과거의 획일적인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에서 탈피

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목표의 구축과 전략의 전개를 요

구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니즈별 상

품개발, 고객특징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 전문

화 및 아웃소싱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생존 및 성장전략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

거와 같이 자사의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타사와 동

일하고 유사한 전략만을 전개하여서는 제한된 경영자원 때문에 기존시

장에서의 생존은 물론 새로운 성장시장으로의 진출이 곤란하게 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보험회사의 시

장목표 확립과 마케팅 경쟁전략과 이에 따른 판매채널의 구축과 운용이

시장 내의 경쟁지위별로 구축되고 전개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또한, 전술한 보험회사 규모별 생산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현재 우

리나라 보험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경기의 조기회복이 기대하기 힘

들며 보험가입률의 포화상태에 따라 향후에도 보험산업의 저성장이 계

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정적 경제성장기와 같은 영

업직원의 확대가 곧 수익의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저금리의

지속에 따라 저축형상품에 대한 니즈가 금리민감형, 보장형 등으로 전

환되고 있어 재무어드바이저형 판매모집인, 그리고 상품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라 머천다이저형 판매모집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규모확대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가 보험회사의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성숙화와 신규진입 등에 따라 보험회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

고 시장점유율 획득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실보험회사의 속출에 따라 고객의 신뢰도가 저하하고 있어 양극화현

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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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같은 성장전략을 채용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판매채널 전개의 경우 역시 새로운 마케팅 경쟁전략의 책정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진입업자들이 효율성이 높은 고액의 보장시장을 타켓으로 전문판매

모집인 조직을 구축한 경우나 특정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착안하여 특정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의 구축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시장에서의 자사의 지위를 파악한 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전략

을 전개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10)

한편, 전술한 대로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생

산성 하락과 보험회사별 생산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판매채널이

고객에게 적절한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차이

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생산성은 보험회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며 근본적으

로는 보험회사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수

준을 달성 가능케 해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판

매채널이 속해 있는 악순환의 고리라 할 수 있다. 판매채널의 비효율성

이 단순히 재무상의 비효율성(financial in efficiency) 차원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실은 판매채널의 비효율성은 판매채널이 고객이 지불하는 돈에

비하여 낮은 가치(p oor valu e for m oney)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채널이 제공하는 가치에는 재무적인 수익률 차원을

넘어 양질의 어드바이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낮은 가치를

10) 예를 들어 ING생명의 경우 종신보험시장뿐 아니라 향후 무한한 시장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인터넷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리딩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본격적인 인터넷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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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이 효율성이 높은 경쟁사의 판매채널과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는 약화될 것이며 또한

고객의 수요가 취약한 까닭으로 시장 내의 경쟁지위도 취약해진다. 이

는 결국 양질의 판매모집인, 양질의 관리, 양질의 자원도입을 어렵게 만

들고, 마케팅 판매조직은 최상의 경영자원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

험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최상의 자원을 투입한 경쟁사의

판매채널과 비교하였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판매채널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시장 내

의 지위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자사의 시장에서의 경

쟁지위에 적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수립과 판매채널의 전개가 필요하

다. 판매채널이 효율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곧 재무적인 수익성과 고

객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 대비 보다 높은 가

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고객에 대한 소구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구력의 강화는 고객의 니즈를 강화시킴은 물론 자

사에 대한 매력을 유발시킴으로써 시장 내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시장지위에 적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는 이

러한 순환고리의 방향을 선순환으로 하기 위한 경영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자사에 대한 명확한 시장전략의 구축을 통하여 마케팅 경쟁

전략을 고객지향적, 경쟁지향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선순환의 순환고리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사 판매채널의 전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자사가 표적으로 하는 고객은 누구인가? 또한 이들 고객

에 대하여 특별히 소구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등의 분석과 이해를 통

하여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함으로

써만이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품을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

타켓시장의 특정니즈를 염두에 둔 상품, 서비스 및 마케팅 판매시스템

의 유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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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과 사례

1.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

가. 경쟁전략과 시장에서의 경쟁지위

일반적으로 시장이 성숙되어 가면 시장의 한정된 규모를 둘러싼 기

업간의 경쟁은 격렬해진다. 포터(p orter)는 이러한 시장성숙기에 있어서

는 성장전략 중에서도 다각화 전략과 같은 전략의 전개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침투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앤소프(ansoff)의 시장침투전략을 경쟁전략이라 칭하였다.1)

또한 포터는 업계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상황은 기존기업간의 경쟁

의 정도,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가능성의 정도, 대체상품압력의 정

도, 공급업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의 5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한 5개의 경쟁시장규정요인에 의하여 규정된 경쟁

환경에서의 경쟁우위의 원천을 비용우위(cost advantage)와 차별화 우위

(d ifferential advantage)를 들면서, 경쟁상대에게 경쟁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전략으로서 비용상의 리더십, 차별화, 집중의 3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2) 비용상의 리더십전략이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비용을

철저하게 삭감하여 경쟁상대에게 가격경쟁력에서 리더가 되어 경쟁우위

에 서는 전략이며, 차별화 전략이란 비용 이외의 기술, 디자인, 서비스

1) Ansoff, H .I., "Strategies for Diversification ", Harvard Business Review, Sept-
Oct . 1957, p .109 ; 앤소프는 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시장침투(market penetra-
tion), 시장개발(market development), 상품개발(product development), 다각

화(diversification)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시장과 기존상품에 의한 성장전

략으로서 시장침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에 대한 상품구입의 빈도와 구입

량의 증대, 경쟁기업의 고객획득, 잠재 고객의 발굴 및 획득을 제시하였다.
2) M E. Porter, Competitive Strategy , The Free Press, 1980; 조동성·정몽준(역),

경쟁전략 , 1985,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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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독자성을 근거로 경쟁상대와의 차별화를 이룩하여 경쟁상의 우위

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집중 전략이란 시장을 세분화하여 특

정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자원을 특정시장에 집중시킴으로써 비용

면에서의 우위 또는 독자성을 발휘하여 경쟁상의 우위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경쟁전략에는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지위에 근거하여 보다

바람직한 전략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를 경쟁지위별(시

장지위) 전략이라 한다.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지위는 전략의 합리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코틀러(kotler)는 여러 기업은 마케팅 점유율에 근거하여 특정의 경쟁지

위에 자기를 위치 정립시킬 수 있다고 논하면서 경쟁지위를 리더

(lead er, 시장점유율 40%), 챌린저(challen ger, 30%), 니쳐(n icher, 10%)

및 폴로워(follow er, 20%)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각 유형에 위치되는 기업은 유형별 전략정석에 따른 경쟁전략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3) 단, 코틀러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한 시장내 경쟁지위의 규정방법은 획일적(시장점유율 40%, 30%,

20%, 10%)으로 각 유형을 규정하였기에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각각

30%와 29%를 점유하는 2기업이 존재하였을 경우, 전자가 챌린저기업으

로 후자가 폴로워기업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과

연 시장점유율 1%의 차이에 의하여 경쟁지위가 다르다고 결론짓는 것

이 올바른 것일까? 이 경우 양자를 챌린저기업과 폴로워기업으로 명확

하게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코틀러

의 마케팅 점유율에 의한 시장내 경쟁지위에 관한 유형기준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시마구치(嶋口)는 상대적 경영자원의 질과 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이

용하여 경쟁지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Ⅳ-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횡축(橫軸)에는 경영자원력을 나타내는 양(量)을,

3) P.Kotler, M arketing Management, 7th ed ., Prentice-H all, 1990, pp .37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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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縱軸)에는 경영자원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질(質)을 취하여 매트릭

스를 작성함으로써 리더, 챌린저, 니쳐, 폴로워라는 시장내 경쟁지위의

형태를 도출하고, 각각의 기업은 어떠한 형태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4) 그는 각 경쟁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에 있어서 성

공을 거두고 보다 나은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위

에 대응하는 마케팅 경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양적인 경영자원이란 영업소, 영업직원 수, 투입자금력 등 시장 내

의 축적된 능력을 나타내며, 질적인 경영자원이란 기업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 로열티, 품질, 영업노하우, 마케팅 판매채널의 관리정도 등 기업

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더란 양적인 경영자원에도 질적인 경영자원

에도 뛰어난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업계의 시장점유율 1위의 기업을

일컫는다. 챌린저란 양적인 경영자원은 뛰어나지만 질적인 경영자원이

리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으로서, 리더의 지위를 넘보는

입장의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업계의 2~4위 기업을 지칭하는 경우

가 많다. 니쳐는 질적인 경영자원은 뛰어나지만 양적인 경영자원이 리

더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 기업으로서, 리더와 같은 풀 라인

(fu ll lin e)정책이나 양적인 확대를 꾀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폴로워

란 현재는 양적인 경영자원도 질적인 경영자원도 갖추지 못한 기업으로

서, 얼마간은 리더의 지위를 넘볼 수 없는 기업을 말한다.

단, 시마구치(1989)의 상대적 경영자원은 코틀러(1990)의 네 가지 경

쟁지위 유형기준인 시장점유율의 대체변수이므로 시마구치에 의한 상대

적 경영자원에 근거한 접근방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코틀러의 접근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5)

4) 嶋口充輝·石井順藏著, 現代マ-ケティング , 有斐閣, 1989, pp .169-172.
5) 한편, 김원수(1991), 권금택(1998)은 경쟁보험기업간의 시장전략을 고려함에

있어 시장선도기업, 시장도전기업, 시장추도기업, 틈새시장기업, 약체기업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질은 코틀러(Kotler)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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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상대적 경영자원에 따른 경쟁지위의 유형

양

대 소

리더형

폴로워형

니쳐형

챌린저형

고

저

질

상대적
경영자원

자료: 嶋口充輝·石井順藏, 現代マ-ケティング , 有斐閣, 1989, p .169.

그러므로 시장 내의 경쟁지위란 시장점유율 또는 상대적 경영자원

에 의하여 기업별로 위치 정립된 시장지위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또한

경쟁전략의 전개에는 자사를 둘러싼 시장과 환경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상대적인 투입자원량의 차로서의 경쟁지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

시장 내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시장

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측면과 규정된 시장 내에

서 경쟁사는 어느 정도의 경영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내지는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반하여 자사는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경영자원의 투

입이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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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경쟁전략에는 자사 또는 전략사업단위에 적합한 시장과 환경을 명

확히 한 후, 경쟁사와의 상대적인 경영자원의 차이로서의 시장내 경쟁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전략원칙에 따

라 판매채널을 선택하고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을 위한 전 단계로

서 확정된 지위를 이용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6)

1) 업계 리더기업의 전략유형

가) 시장목표와 경쟁의 기본방침

일반적으로 리더기업의 경우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최대의 경영자원

을 갖고 있으므로, 경쟁사와 유사한 마케팅 경쟁을 하더라도 우위적인

경영자원의 덕택으로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

더기업은 무엇보다도 건전한 경쟁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또한 시장전체

의 유지·발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장 전체의 성장에 유효한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하에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

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리더기업의 마케팅 경쟁은 기본적

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특히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및 성장성 그리

고 시장 내에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가장 수익

성 있는 고객층을 최우선적으로 한 다음 모든 시장부분에 가장 효율적

이고 실증된 방법으로 확대해 가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가 전유해왔던 종신보험시장에서의 삼성생명의 약진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즉, 외국계보험회사가 개척한 종신보험시장의 성장가

능성에 주목하여 남성전문판매채널이라는 효율적이고 실증된 방법을 채

용함으로써 압도적인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

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6)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은 주로 코틀러(1990), 시마구치(1989)를 참고하였다.

48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과 사례

나) 중심전략

시장의 목표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점유율의 유지, 확대

에 있으므로 리더가 취할 수 있는 중심전략으로는 새로운 시장수요의

발굴 및 확대, 가격경쟁의 회피, 동질화대응과 같은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장수요의 발굴 및 확대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

지면 커질수록 신규 시장수요의 확대분은 기존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획

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리더기업에 있어 큰 이점이 있

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업계 내의 경쟁사와 함께 공동으로 전체

수요의 확대 및 새로운 시장수요의 발굴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마케팅 경쟁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

리나라 종신보험시장, 건강보험시장 등에서의 수요확대를 위한 집중적

투자는 리더기업의 입장에서 안성맞춤의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시장수요의 개척 방법은 마케팅 경쟁전략 측면에서 크게 새

로운 상품기능 내지는 고객니즈의 발견과 새로운 고객층의 발굴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상품기능 내지는 고객니즈 발견의 경우, 종래

의 상품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던가 또는 지금까지 충족되지 못하

였던 새로운 고객니즈를 발견함으로써 수요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상품별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

개함으로써 업계 내의 다른 기업과 시장점유율 쟁탈전을 벌이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생성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리더기업으로서는 바람직한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새로운 고객층 발굴의 경우 지금까지 상품

을 구매하지 않았던 신규의 고객을 발굴함으로써 경쟁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사의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매력적

이다. 새로운 고객층 발굴의 예로는 지역적인 확대, 해외시장 진출, 새

로운 시장 개발을 통한 새로운 고객의 획득(이른바 엔소프의 시장침

투·시장개척), 기업에 대한 로열티 형성을 통한 시장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관점에서는 기존 판매채널의 이미지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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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재무적인 니즈의 증가에 대비한 전문설계사 채널의 구축 등과

같은 고객세분화에 따른 판매채널의 매칭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격경쟁 회피의 경우, 만약 리더 스스로가 가격인하를 단행하

게 되면 경쟁사는 이를 따라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의 가

격인하와 이윤축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최대의 점유율

을 갖고 있는 리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

경쟁으로 입게되는 이익에 대한 희생이 업계최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업계전체의 규모를 작게 하지 않는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유지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격자유화에 따라 우리나라 손해보

험업계의 일부 기업이 가격경쟁에 매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리더인 삼

성화재가 가격보다는 서비스에 소구하는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 등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질화대응의 경우 시장에서 기업간의 유사한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경영자원이 큰 쪽이 유리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리더의 입장에서 선발 성공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한 개선된 동질

화대응이 효과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 경쟁사가 독특한 마케팅 경쟁전

략을 전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개선

된 동질화전략을 전개하면 큰 노력을 동반하지 않고도 시장의 중요부분

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챌린저형 기업의 전략유형

가) 시장목표와 경쟁의 기본방침

업계의 리더기업에 필적할 만한 경영자원을 갖고 있는 이른 바 챌린

저형 기업의 시장목표는 무엇보다도 리더를 목표로 시장점유율을 확대

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챌린저형 기업이 취할 합리적인 마케팅 경쟁

전략의 핵심은 시장점유율을 결정할 시장의 매력적인 스타부문(예를 들

어 상품의 대량구매, 가격에도 관대한 고객층)을 표적으로 하는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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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에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스타부문의 경우 이미 리더기업이 챌

린저형 기업을 능가하는 경영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전

략을 전개하여서는 리더기업에 이길 리 만무하며, 이 때문에 챌린저기

업의 전략방침은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하여 리더기업과 동일한 시장

층을 목표로 하되 그 방법은 철저한 차별화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나) 중심전략

챌린저형 기업의 마케팅 경쟁전략으로서의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고

객의 니즈에 대응한 수요창조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리더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전략이어야 한다. 단순히 리더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하

여 과도한 시장세분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진들 수익을 창출하기에 충

분한 정도의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단 매력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예상되는 리더기업의 시장진입을 고려하여 뚜렷한 차별

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챌린저형 기업의 혁신적인 차별화전략은

일반적으로 리더기업이 전개하는 실증된 마케팅 경쟁전략보다는 효율도

나쁘고 리스크 역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혁신적인 차별화전략을 성

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며, 눈앞의 이익을 위하

여 투자를 미룬다거나 명성이나 이미지에 연연하여 과감한 전략을 취하

지 않으면 리더기업을 능가하는 시장점유율 확대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챌린저기업으로서는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하여 직접

이익이나 명성 또는 이미지추구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혁신적인 차별화

전략의 성공에 일정기간 전념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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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니쳐 및 폴로워의 전략유형

가) 시장목표와 경쟁의 기본방침

니쳐기업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핵심은 철저한 집중·전문화에 있다.

왜냐 하면 경영자원의 질적인 면에서는 특수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

나, 양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리더기업이나 챌린저형

기업에 대항하여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목표로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오

히려 제한된 경영자원을 우위성이 있는 시장부분에 집중시킴으로써 특

정 시장에서의 이익이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폴로워기업은 경영자원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경쟁상

의 우위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목표 역시 시장점유율, 이미지

를 추구하기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장에서의 생존을 통하여 챌린저기

업이나 니쳐기업으로의 이행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폴

로워기업이 취할 마케팅 경쟁전략의 기본은 생존을 위한 이윤확보가 가

능한 벤치마킹과 모방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중심전략

니쳐기업은 자사만의 특수한 경쟁우위를 이용하여 일단 특정시장에

서 확고한 경쟁지위가 확립되면, 이미 특정시장에서는 일종의 미니 리

더격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시장에서의 전략의 기본은 리더의 기본 전략

과 유사하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특정 니치시장 자체의 신규수

요확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의 배제, 다른 약소기업의 성공에 대한 동

질화전략 등이다.

이에 반하여 폴로워기업의 경우 시장목표는 생존에 있으므로 중심적

인 전략은 생존을 위하여 시장에서 검증된 마케팅 경쟁전략의 벤치마킹

에 있다. 경영자원의 질·양적인 측면에서 경쟁지위가 없는 폴로워기업

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위한 경쟁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질·양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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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뛰어난 경쟁사를 압도할만한 우위를 형성할 리가 없으며 설령

형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맞서기보다는 그들의 전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표 Ⅳ-1> 경쟁지위별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

경쟁지위 시장목표 마케팅 경쟁전략 판매채널운용의 예

리 더

- 최대 시장점유율의
유지 및 확대
·최대이윤
·로열티
·이미지회득

-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전략
·시장내 가장 매력

적인 시장에 집중

- 개방형 판매채널
·복수 판매채널

구축

챌린저 - 시장점유율 확대 - 차별화
- 리더와의 차별적인
판매채널의 운용

니 쳐

- 특정시장의 시장
점유율 유지
·이윤
·로열티획득

- 집중화·전문화
·특정세그먼트
·고객별·상품별

- 전문화된 판매채널
·경영자원의 효율배분
·특정판매채널의

집중적인 투자

폴로워
- 시장생존
·생존을 위한

최소이윤의 확보

- 벤치마킹
·경제성 있는

세그먼트

- 실증된 판매채널
·가격소구형
·벤치마킹, 모방

주) 嶋口充輝·石井順藏, 現代マ-ケティング , 1989, p .186; 표 8-1을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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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사례

지금까지 검토한 마케팅 경쟁전략은 질적, 양적인 경영자원에 근거

한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를 합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것

으로서 경영자원의 패러다임에 의한 경쟁지향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각 유형에

속한 기업은 일단 자사의 경쟁지위를 토대로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

략을 책정하고, 이러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매채널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경영자원을 축적한

후, 지위의 변화를 꾀하고 또한 새로운 지위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새로

운 지위에 적합한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기본으로 새로운 판매채널전략

을 전개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내 경쟁지위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를 통하여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

다. 사례는 구축된 마케팅 경쟁전략의 원칙하에서 전개된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가. 호주 리더형 생보사 AMP의 경우7)

1) 주된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먼저 호주 생명보험업계의 환경변화를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살

펴보면,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에 따른 생명보험업계 전반의 경영악화, 은

행계생명보험사의 시장진입 및 성장, 고객니즈의 다양화, 기업 매수·합

7) 호주AMP의 예는 주로 山崎英男, 豪州生保業界と販賣チャネルの 遷 , 生命

保險經營 , 66-5, 1998.와 上田和勇, 보험의 정보공시 , 이병석(역), 2001, 제2장
호주의 보험시장 및 http :/ / www .amp.com.au/ , http:/ / www.ampgroup .com/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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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객니즈의 다양화와 함께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에

따른 생명보험업계 전반의 경영악화 그리고 타 금융권의 시장진입은 리

더형 생보사인 AMP의 마케팅 경쟁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의 경우, 과거 1980년대는 호주 생명보험업계의 성장의 시기로

일시지급상품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매년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때

문에 시장점유율의 확대가 그대로 수익의 확대로 연결되었으므로 보험

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에 매진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

러나 무리한 시장점유율 경쟁은 1990년대의 호주 부동산거품경제의 붕

괴와 시장금리인하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업적확대를 위한 에이전트 스카웃경쟁으로 인하여 비용증가를 초래하기

도 하였다.8) 또한 후자의 경우 1980년대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에 따라

호주 4대 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의 일부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연

금분야로의 진입을 위한 생명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호주의 개인보험시장의 주력상품이 일시지

급저축상품과 연금 등인 이유로 은행계보험회사가 비교적 판매용이하여

수입보험료기준으로 약 40%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리더형 보험회사로서 AMP는 수익성과 경쟁력 확

보 그리고 기존 시장점유율의 유지와 확대를 위하여 판매채널의 재구축

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하게 되었다. 복수 판매채널

의 구축을 통한 시장유지 및 수요의 확대, 판매채널별 명확한 타켓의

8)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로 고객의 관심이 이자율보장상품

으로 집중되자 고객획득을 위하여 무리하게 보장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회

사들이 속출하여 경영의 악화를 초래한 생보사들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업계 5위인 시티 뮤츄얼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단기이자율의 상

승과 에이전트의 대량채용이라는 전략을 채택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의 대폭

적인 증가를 이루었으나, 이후 자산운용의 실패와 역마진으로 인하여 상품

에 대한 매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계속된 에이전트의 퇴사로 1990년에 MLC
로 매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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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금융겸업화를 통한 규제완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등은 대표적

인 예이다.

2) 판매채널전략의 전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시장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AMP는

판매채널에 대한 선택 폭의 확대를 목적으로 판매채널의 재구축을 전개

하였는데, 그 핵심은 기존의 전통적 판매채널(전속에이전트)을 중심으로

복수의 판매채널전략을 전개하는 것이었다.(<표 Ⅳ-2> 참조)

먼저 AMP는 외부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고객니즈에 대한 대응으

로 외부 금융어드바이저와의 계약을 주된 업무로 하는 AMP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중점 판매타켓인 부유층과 개인사업자의

개척을 목적으로 Hillross라는 멀티 에이전트회사를 매수하여 판매채널

의 다양화와 확대를 꾀하였다. 이는 호주 생명보험상품의 점유율에서

Su p er Annu ation 이외의 보통 생명보험이 점유하는 비율이 불과 14 %

에 지나지 않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9) 직접판매채널로서는

콜 센터, 방문 주택론매니저, 우편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이는 주로 주택론 제공과 같은 기존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중

심이 되고 있다.

한편, 타 금융권의 생명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 AMP는 1998년 호주은행 업무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자회사 형식으

9) 1997년 호주 생명보험의 총보험료수입은 약 290억 달러로, 이 중 약 86%를

Super Annu ation (재직사망보장부 퇴직연금으로 일부 생명보험계약에 의하

여 이 보장을 받음)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4 %를 보통 생명보험이 차

지하고 있다. 참고로 호주의 생명보험의 Super Annu ation에는 단체저축형

보험(40%), 개인투자형보험(30%), 연금(26%), 개인 및 단체 보장상품(3%) 등

이 있으며, 보통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 및 단체 보장상품(38%), 연금(24 %),
개인투자형보험(23%), 전통적 보험(13%) 등이 있어 전반적으로 저축형 및

투자형 보험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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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주택론의 판매뿐 아니라 자사

만기보험금의 재유치, 은행계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의

판매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고객유지와 확대를 꾀하고 있다.10)

<표 Ⅳ-2> 호주 AMP의 판매채널 형태와 수입보험료(개인보험)

(단위: 백만 호주달러)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특 징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속에이전트 1,122 71.5% 1,546 70.2% - 주된 판매채널로서 강화

AMP 스탭 17 1.1% 27 1.2%
- AMP에 전화 문의한 가망
고객에 대한 영업

외부금융어드바이저 247 15.7% 350 15.9%
- AMP 및 타사의 상품 을
취급

AMP멀티에이전트
자회사(Hillross)

184 11.7% 280 12.7%
- 부유층, 개인사업자를 타켓
으로 주택론 등의 기계약자
서비스 제공

직접판매 - - - -
- 주택론 등 기계약자에 대

한 서비스제공

AMP은행 - - - -
- 자사의 만기보험금 재유치
- 주택론 및 개인연금판매

합 계 1,570 2,203

자료: 山崎英男, 豪州生保業界と販賣チャネルの 遷 生命保險經營, 66-5,
1998, p .28; 표 Ⅳ, 일부수정.

3) 성과 및 성공요인

고객의 니즈변화와 은행계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진입에 따라 1980년

대 후반 30%정도였던 신계약점유율(수입보험료)이 1994년 10%까지 떨

어졌던 AMP가 1995년 이후 신계약점유율을 개선할 수 있었던 요인은

10) 과거에도 AMP는 1980년대 체이스맨하탄은행과의 합병은행을, 1991년에는

웨스트팩은행과 제휴한 AMPAC이라는 새로운 생보사를 설립하였지만, 은

행측과 AMP와의 전략적인 사고의 차이로 인하여 모두 실패로 끝났기 때

문에 1998년 AMP는 지점을 갖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독자적인 AMP은행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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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제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명확한 타켓의 설정과 상품의 집중화에 따른 판매채널의 개혁

을 들 수 있다. 즉, 과거 전속에이전트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존한 고

비용구조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넓지만 복잡하였던 구조

를, 수익성과 비용대비 경쟁력의 강화 및 고객중심으로의 전환을 목표

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주, 퇴직자를 주된 타켓으로 상

품의 단순화와 일시지급형 연금상품·저축상품으로 중점판매상품의 선

별적인 선택·집중과 함께 판매채널의 재구축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객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복수 판매채널의 개발을 들 수 있

다. 즉, 고객니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과거 기업을 중심으로 판매채널

을 제공하던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채널에 대한 선택의 폭과 소구

력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의 판매채널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에이전트에 의한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AMP스탭, 외부 금융어드

바이저(AMP adviser services), AMP 멀티 에이전트 자회사(hillross), 직

접판매, AMP은행채널이라는 복수의 판매채널이 구축되었다.11)

셋째, 에이전트에 대한 일사전속의 규정 폐지를 통한 고객에 대한

소구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예외적으로 5년 이상 영업

하여 일정 이상의 성적을 올린 에이전트에는 타사의 상품판매를 허용하

기도 하였으나, 고객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기존의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변경하여 타사상품의 판매

를 허용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12)

11) 기존 에이전트에 의한 전통적인 대면판매가 판매채널의 중심이었지만 동시

에 기존판매채널의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AMP전속에이전트

의 선별과 강화(이는 에이전트의 상위 25%가 전체계약의 75%를 획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자격유지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에이전트의 질적인 강화

를 꾀하였다.), 에이전트에 대한 커미션체계의 변경(과거에는 초년도에 대부

분의 커미션을 지불하였으나 이를 5년간의 분할지불로 변경하였다.) 등을

통하여 1996년 개인보험 총수입수수료는 1990년도와 비교하여 에이전트의

수는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으나, 거의 변하지 않게 되었다.
12) 호주 생보사의 판매채널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일사전속의 에이전트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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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챌린저형 보험회사 Northweste rn Mutua l의 경우13)

1) 주된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노스웨스턴 뮤츄얼의 주된 타켓은 변호사·회계사·의사·개인사업

가·소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중·고소득층이다. 이 때문에 상속대책, 사

업계승대책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생명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의 설계

판매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고객의 획득뿐 아니라 기

존 고객의 주변에 대한 수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서비스제공

의 일환으로 소기업경영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퇴직준비

등에 관한 주간 비즈니스 뉴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사업

경영자에 대한 조언에 유용한 뉴스 등의 제공을 하고 있다.

2) 판매채널전략의 전개

미국 생명보험업계의 경향은 고비용으로 불리우는 전속영업직원 수

를 감소시키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이나, 노스웨스턴

뮤츄얼은 판매체제로서 전속영업직원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지불률은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으

며, 전속영업직원의 대부분은 높은 보수를 얻고 있다. 이는 타켓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의 집중·전문화를 꾀하고 이에 따른 상품·서비스를

집중함으로써 건당 높은 보험금액과 2대 생보사(푸르덴셜과 메트로폴리

탄) 대비 높은 유지율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 결과로 사료된다.

와 함께 멀티에이전트(복수보험자의 모집인)의 증가 및 전속에이전트의 브

로커로의 전환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투자형 생명보험의 경

우 비교구매가 용이한 멀티에이전트가 적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3) 노스웨스턴 뮤츄얼의 예는 주로 小泉德由, ノ-スウェスタン·ミュ-チュア

ルの成功要因 , 生命保險經營, 66-6, 1998. http :/ / www .northwesternmutu al.
com/ 을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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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및 성공요인

노스웨스턴 뮤츄얼사가 대형 생명보험회사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

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즉, 노스웨스턴 뮤츄얼사는 미국 생명보험업계 10위권 정도의 규

모로 푸르덴셜 생명보험사와 같은 업계리더형과는 달리, 개인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하여 시장타켓(중·고소득층)에 적합한 상품(정기부종신보

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둘째, 인턴 십 등의 활용으로 젊은 층 중심의 자질 높은 전속영업직

원을 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세

일즈를 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계약자 획득에 매진하였다는 점이다. 이

에 따라 고객에 대한 높은 가치의 제공을 통하여 판매채널의 선순환고

리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능률·고수익의 전속영업직원을

다수 확보 가능케 해 줌과 동시에 경비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었다.14)

14) 이러한 양질의 계약확보는 사업비의 효율화와 자산운용상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의 실현 그리고 고배당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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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노스웨스턴 뮤츄얼사의 판매체제

- 계약이 체결되면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지역을 부여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커미션 지불함과 동시에 전속영업직원의 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공

·총대리점장은 본사가 기관장보좌, 지역대리점장 중에서
임명

노스웨스턴 뮤추얼

지역전속대리점
(District Agency)

전속 총대리점
(Gen eral Agency)

약 7,500명

255점포

102점포

·대리점장은 전속대리점의 기관장이 임명
·대리점장은 장래의 기관장 후보
·사무실과 지역은 전속대리점과 별개이며,

설치후 1~2년은 회사와 총대리점으로 부터 경비보조를
받음

전속영업직원 전속영업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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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쳐형 보험회사 일본 소니생명의 경우15)

1) 주된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1990년대 일본의 보험업계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본격적인 시장진출,

금융규제완화에 의한 타 금융권의 생명보험시장 진입, 성숙기시장의 도

래 등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더불어 보험업계 내부적

으로는 여성판매모집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판매, 판매모집인의 대량

증원·대량탈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저조한 계약유지율 등으

로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소

니생명은 성숙기라는 보험시장의 특성과 고객획득을 위하여 기존 생명

보험사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품

의 구성도 저축성보험보다는 생명보험 본연의 보장성상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판매채널조직도 남성전문설계사라는 전문판매채널을 도입·전개

하였다.

2) 판매채널전략의 전개

판매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판매채널의 비효율성 개선과 판매

채널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형성을 위하여 남성전문판매채널을 도

입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존 생명보험회사 판매채널과의 차별화를 위하

여 소니생명은 남성판매채널조직에 대한 금융, 세무, 재무 등에 대한 전

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험과 관련된 고객의 금융니즈를 재무컨설팅이

라는 부가가치의 제공을 통해 충족시키고, 그 결과로서 보험계약을 유

도하는 컨설팅세일즈를 기본전략으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15) 일본 소니생명의 경우는, 주로 이병희, 일본 소니생명의 성장과 마케팅전

략 분석 , 삼성금융연구소 금융조사자료, 1998 및 http :/ www .sonylife.co.jp
/ official/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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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전문채널의 육성과 함께 설계사 개개인에게 독립자영업자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만족이라는 동기부여를 고취하고 고질적인 대량증

원·대량탈락이라는 비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종래의 군집형 시장세분

화를 탈피한 고객개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증대를 통한 높은

유지율의 달성을 꾀하였다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3) 성과 및 성공요인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소니생명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은 제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철저한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고객을 개별화(cu stom ization)함

으로써 고객위주의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

존의 생명보험사가 보험의 단순판매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에 비하여 소

니생명은 고객니즈의 질적인 변화라는 성숙기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고

객위주의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확대와 수요개척에 성공하

였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생보사와 구별되는 철저한 차별화와 전문화전략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채널의 경우 기존사가 여성 판매모집인을 주된 중

심 판매채널로 활용했음에 비하여 소니생명은 기존의 연고판매, 모집인

의 대량도입·대량탈락으로 인한 판매채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

여 남성위주의 전문설계사조직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판매 역시 기존 푸

쉬형(pu sh)의 단순판매에서 탈피하여 고객니즈에 대응한 풀형(p u ll)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고객니즈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매채널의 육성뿐 아니라 개별니즈에 대응 가능

한 주문생산형 상품판매 위주의 마케팅 경쟁전략을 들 수 있다. 즉, 기

존의 보험상품이 상품의 특성상 모방이 용이하였으므로 소니생명은 판

매채널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비교우위 형성을 위하여 기존 생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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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판매하는 세트형상품이 아닌 개별위험을 보장하는 단일상품 단위

로 판매함과 동시에 고객니즈의 질적 변화에 필요한 보장을 자유롭게

부가·조합하는 주문생산형(ord er-m ad e) 상품전략을 전개하였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기존 생보사가 정기부종신보험 으로 대표되는 세트상품

을 주력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소니생명은 종신보험 , 의료보험 과 같

은 개별 상품별 단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장을 특약으로

부가·조합하는 주문생산형 상품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비교우위를 형성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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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우리나라 보험회사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1.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가. 선택의 전제조건

1) 전략책정의 고려 요소

기업이 전략을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다. 왜냐 하면 환경변화에 적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계속기

업(goin g concern)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시장에

서 퇴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외부환경, 즉 고객, 경쟁자, 기술적·법률적·경제적인 제 요소

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전략은 책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

객의 니즈와 경쟁상대의 행동은 시장의 기본특성을 규정하므로 상품전

략의 경우 고객니즈의 변화와 추세, 경쟁상대의 전략 등을 고려하여 책

정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환경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내부환경을 구성하는 주

된 요소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요소

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업은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전략실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기업의 전략은 경영자

원과 적합성을 이루면서 조직구성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기업이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축적된 자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또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많은 자원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전략이 성공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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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기존의 경영자원에 대한 이용과 미래의 자원축적을 고려한 경

영자원과의 적합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 검토해

온 경쟁지위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의 책정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판매채널전략의 책정은 내·외부적인 환경분석을 통해 책정된

마케팅 경쟁전략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은 다

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위험별로

상품을 세분화하여 순보험료를 낮추고 저가의 상품판매에 주력하는 방

법, 고객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향후 보험회사가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선택하고 구

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보험산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

약의 장기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지속을 전제로 신 계약을 획득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확보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업비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회

사의 경영평가지표 역시 계약유지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성장성을 동반한 계속기업으로서의 발전

을 위해서는 이른바 캐시카우(cash cow ) 사업부를 보유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캐시카우 사업부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사의 경영자원에 따른 내·외부분석에 의

한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라 할 수 있다. 흔히 경쟁력과 연관하여 보험산

업의 규모의 경제를 주장하기도 하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왜냐 하면 규모의 경제는 기술수준을 동일하게 가정한 개

념으로 채택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적정규모는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

다. 즉 단순한 인적판매방식에 의한 대량판매는 사업비율을 절감시켜

외관상 보험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대량판매는 유지율을 악화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영업비용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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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의

시장성장성이 높다면 선점의 필요성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만, 이미 보험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저

금리추세와 높은 해약률 등에 의하여 규모의 경제의 매력이 전과는 달

리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연유로 보험서비스 산업에서

는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미미하고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외관상 소형사와 대형사가 유리하고 중형사가 불리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형사가 대형사보다 수익성이 좋고, 대형사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고 경영성과가 좋은 소형사가 대형사로 커진 것이

라는 점이다2).

한편 최근 보험업계의 신채널 개발에 따른 판매채널간의 갈등문제는

결국 전략책정에 있어서 보험업계가 외부환경만을 고려한 나머지 내부

환경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략은 기업의 구성원 모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기업의 성과는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활동이 수

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원의 요소인 조직원들과의 적합

성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략이 책정되고 실행되어 조직원들을 공통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조직구성원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2) 전략적 적합성의 수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

가는가에 따라 기회와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변화를 사전에 예

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기회의 제공이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1) 물론, 경영관리 면에서의 규모의 경제성은 논외로 한다. 예를 들어 대수의

법칙에 의해 계약의 대량획득은 위험의 평준화를 가져와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조기인, 우리나라 생명보험업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 , 월간 생협 , 생명보험협회, 1988.2., p .18.
2) 조기인, 전게서,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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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 퇴출이라는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하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적합성의 수준은 수동성, 적극성 그리고 레버리지의 세 가지 차

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3)

가장 보편적인 수동적 적합성(p assive fit)은 전략을 책정할 때 고려

해야 할 모든 요소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적극적 적합성(active fit)이란 기업이 적확한 전

략의 선택, 실행을 통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적어도 외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략과 관련한 제 요인을 자사에 적합하

게 조정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레

버리지 적합성(leveraged fit)이란 기업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 즉, 효과적인 전략수행을 위하여 수동

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의 전략적 적합성에서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환

경적인 특성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환경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자신의 전략을 지렛대로 삼아 보다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으로 야기된 일반 소비자의 컴퓨터사용에 대한 거부감의 경향을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운용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그 시

스템이 성공적이라면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으로도 파급될 것이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운용이 용이한 컴퓨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할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개발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지렛대로 삼아 컴퓨터이용의 애로사항을 오

히려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4)

결국 기업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성공은 시장, 경쟁환경과 같은 외부

3) 삼성경제연구소(역), 무형자산,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 , 1993, pp .21-25.

4) 어윤대·방호열, 전략경영 , 학현사, 1995, pp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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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뿐 아니라 경영자원이나 실행전략과의 적합성에 있다고 하겠으며,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성공여부 역시 책정된 마케팅 경쟁전략 원칙에 적

합한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고 하겠다.

나. 보험회사 시장지위별 판매채널의 선택

1)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해 보면 무

엇보다도 생산성 하락과 보험회사별 생산성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때문

에 생산성은 보험회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수준을 달성 가능케 해 주

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5)

판매채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2장에서 검토해 본대로

보험회사 규모별 생산성의 차이와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판매채널이 속해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자사의 경쟁지위분석, 수익성이 있는 시장부분

의 선정(segm ent), 그리고 타켓팅(targetin g), 판매채널의 선택과 구축에

있어서 관리측면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

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6)

5) 흔히 판매채널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비용관리적인(controlling cost)측
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성 문제는 그리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
물론 전통적인 보험회사 판매채널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

의 구조조정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용의 통제 및 억제가 판매

채널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나 예를 들어 상품판매가 급속하게

감소한다면 비용절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성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판매채

널이 경쟁사의 판매채널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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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회사 판매채널이 제공하는 가치에는 재무적인 수익률

차원을 넘어 양질의 어드바이스,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림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낮은 가치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이 효율성이 높은 경쟁사의 판매채널과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는 약화될 것이며 또한 상품에 대한 고객수요의 취약

화는 보험회사의 시장 내의 위치를 약화시킨다. 이는 결국 양질의 판매

모집인, 양질의 관리, 양질의 자원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마케팅

판매조직은 최상의 경영자원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상품 및 서

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최상의 자원을 투입한 경쟁사의 판매채널과 비

교하였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 판매채널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소구력과 시장 내의 지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Ⅴ-1>에서 나타난 보험회사별 생산성 차이와 효율

성의 순환고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순환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판매채널의 생산성 확보와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채널이 효율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곧 재무적인 수익성 및 제

공하는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 대비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소구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구력의 강화는 고객의 니즈를 강화시킴은

물론 자사에 대한 매력을 유발시킴으로써 시장 내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과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전통적인 판매채널의 주된 표적시장은 친분관계

를 근본으로 하는 보험판매인의 연고자에 있었으며, 또한 이들의 경우 고객

의 니즈, 구매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 실효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특별

한 판매기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주된 타켓이었던 연고모집의 대상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신규 판매모집인 채용

- 연고판매 - 모집인 퇴직 - 판매모집인 채용 형태의 순환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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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생산성 차이와 효율성의 순환고리

고객수요증대

판매채널의 효율화

높은 고객가치의
제공

시장내 경쟁지위

- 관련상품 서비스
제공 유무
·유지율개선
·높은 수익성

- 강력한 브랜드 및
로얄티확보 유무
·판매채널교육 및

관리
·양질의 판매모집인

- 효과적인 시장목표와

타켓설정 유무
·개선된 서비스
·수요확대 및 창출

- 생산성 제고
·IT기술활용
·상호협력체제

시장지위에 따른
전략적 선택

그렇다면 이러한 순환고리의 방향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역시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사

의 시장지위에 걸 맞는 전략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사에 대한

명확한 시장목표의 책정을 통하여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을 경쟁

지향적, 고객지향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선순환의 순환고리 형성이 필요

하다 하겠다. 판매채널의 전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자사가 표적으로

하는 고객은 누구인가? 또는 이들 고객에 대하여 특별히 소구할 포인

트는 무엇인가? 등의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함으로써만이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품

을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 타켓시장의 특정니즈를 염두에 둔 상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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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및 마케팅 판매시스템의 유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하여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7)

2)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선택 방향

보험회사의 경쟁지향적인 판매채널의 선택과 전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매채널의 생산성 차이와 효율성의 순환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

시키기 위하여 자사 또는 전략사업단위가 대상으로 할 부분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따른 시장과 환경을 규명하고, 규정된 시장 내에서 경쟁사

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Ⅴ-2> 참조) 경

쟁지위는 경쟁사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경영자원과 자사의 상대적 경영

자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질 때 확정되며, 투입가능한 경영자원의 차이

에 따른 시장내 경쟁지위의 확정에 따라 자사와 경쟁사와의 차이가 명

확히 구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자

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클 경우에도 나름대로 대응의 방향을 결정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경쟁지위별로 판매채널전

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익

과 성장이라는 경영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익이

없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익

은 내고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의 흐름을 따라잡

지 못하고 결국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모든 보험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

여 접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타켓시장은 자사의 현재 능력 또는 성공

가능 능력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하고, 비용상의 리더(cost-leader)가 되기에 충분한 일정규모의 능력을 갖

춘 기업이라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소규모의 기업

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성장성이 있는 니치시장에 대한 자원 또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에서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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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보험회사 판매채널 구축 프로세스의 예

차별화

시장목표

집중화·특화

자사의 경쟁지위

전방위

경영환경

마케팅 경쟁전략

판매채널 구축

벤치마킹(모방)

개별기업의 판매채널은 자사의 시장내 경쟁지위에 적합한 규모와 범

위의 경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장기플랜에 의하여 선택

되고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발맞추

어 연금, 의료와 같은 공적인 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로서 사적인

제도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연금의 경우 고객의 장기

자산운용 니즈에 대응하는 상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캐시카우

사업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

등과 같은 자산운용형 상품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장시

장에서의 은행, 투신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로 자산운용형 상품의 경우 단체분야에서의 경쟁과 잠식이 시작되고 있

으며 향후에는 개인분야에 있어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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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자사의 경영자원에 입각하여 신규시장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의하여 마케팅 경쟁전략, 운용형

상품시장에 적합한 재무어드바이저형 판매모집인의 구축 등과 같은 판

매채널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8) 결국 경영자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시장의 선택과 목표설정이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 전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보험회사 판매채널전략의 선택과 방향의 핵심

은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있다 하겠다. 보

험회사의 판매채널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판매

채널전략의 전개와 고객 세분화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수익 기여도

를 중심으로 재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판매채널의 구축은 시장

에서 자사가 처한 경쟁지위를 간과하여서는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지위에 입각한 판매채널을 하나의 전략사업단위(strategic

bu siness unit)로 구축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 전체 시장은 복수의 부분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각의 부분시장 역시 이에 적합한 판매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역시 이 경우에도 <그림 Ⅴ-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판매채널전략

의 성공여부는 경쟁지위에 입각하여 시장환경에 적확히 정합함(外部整

合性)과 아울러 경영자원 내지는 실행전략이 정합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가, 없는가(內部整合性)에 있다고 하겠다.

8) 고객니즈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어 노령화에 따른 연금관련, 건강·노후보

장관련 상품 등에 대한 니즈 증가에 따라 이와 연관된 대체상품개발의 필요

성은 증가하고 또한 이는 차별화에 의한 경쟁우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나 이는 결국 보험회사의 사업형태를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케

팅 경영전략과 판매채널은 보험회사의 명확한 시장목표에 따라 규정되고 실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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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보험회사 판매채널 전략의 성공요인

시장환경
(니즈, 경쟁 등)

판매채널전략의
컨셉

전략방향에
대한 비젼

경영자원의
축적정도

전략실행을
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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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운용

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장내 경쟁지위 구분

1) 모형의 선정

전술한 제4장의 전반부에서 코틀러(1990)와 시마구치(1989)의 경쟁지

위 분류모형을 살펴보았다. 코틀러와 시마구치는 개별기업은 자신이 위

치하고 있는 시장내 경쟁지위에 맞는 경쟁전략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경쟁지위의 유형으로 리더, 챌린저, 니쳐 및 폴로워의 4가지

를 제시하였다. 경쟁지위 유형의 분류기준으로 코틀러는 마케팅 점유율

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마구치는 기업의 상대적 경영자원의 질과 양이

라는 두 개의 축을 이용하고 있다. 코틀러의 기준인 마케팅 점유율에

의한 경쟁지위유형은 실제 분류시 모호한 점이 많아, 여기서는 기본적

으로 시마구치의 경쟁지위 분류모형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들의 경쟁지위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시마구치는 오늘날의 시장내 기업경쟁을 스모 로 비유하고 있다. 스

모의 경우 경쟁에 있어서의 기본은, 먼저 자신이 놓여있는 경쟁지위(랭

킹순위의 위치)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힘과 기술을 합리

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최

대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코즈나(橫綱 grand cham pion) 는 안

정된 승리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을 최대

한 합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즉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으로

싸우면 될 것이다. 그러나 힘과 기술이 보다 작은 선수는 그 나름의 합

리적인 대응방법 즉, 상대의 힘과 기술을 이용하는 기습방법 등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힘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선수는 제한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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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술로 집중하는 것이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정석이 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모의 정석은 시장에서의 기업경쟁에도 기본적으로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경쟁에 있어 출발의 기초는 해당 기

업주체가 갖는 경쟁시장 내의 상대적 경영자원의 지위에 있으며, 이러

한 경영자원에는 스모의 힘 에 해당하는 양적 경영자원과 기술 에 해

당하는 질적 경영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시마구치의 경영자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개

별 경영자원의 일부를 예로 들어 분류한 것이므로 보험업에 직접적인

매칭을 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보

험업이라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게 시마구치의 분류를 참고하여 경

영자원을 재분류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 경영층의 리더십

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 생명보험회사의 양적 경영자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힘을 상징할 수 있는 양적 자원 즉, 인

적·물적·재무적인 요소와 관련된 시장 내에서의 축적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회사의 자금유입능력을 나타내는 수입보험료 , 회사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 , 그리고 인적 능력인 보험모집조직의 수 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수입보험료는 FY2000 기간동안의 회사별 수치이고, 총자산

및 보험모집조직의 수는 FY2000의 연도말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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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생명보험회사의 양적 경영자원

(단위: 백만원, 명)

회사 수입보험료 모집조직 수 총자산

A 9,142,796 53,120 18,259,669
B 1,837,723 17,593 4,370,014
C 21,245,108 69,846 53,504,031
D 1,551,328 11,794 3,751,812
E 11,407,061 42,138 25,548,352
F 317,072 1,964 996,236
G 1,087,551 11,027 2,964,339
H 993,938 9,593 2,565,599
I 266,632 1,151 641,687
J 1,317,451 9,564 3,034,151
K 236,672 1,947 641,596
L 244,401 1,308 412,074
M 496,961 4,125 984,771
N 717,220 5,400 1,809,343
O 49,278 204 107,331
P 11,743 328 36,449
Q 464,450 2,577 656,905
R 13,708 158 43,109
S 96,995 919 189,986
T 79,185 1,127 122,852
U 76,514 2,049 89,669
계 51,653,787 247,932 120,729,975

자료: FY2000 각사별 업무보고서(월말보고서)

3) 생명보험회사의 질적 경영자원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질적 경영자원으로는, 저금리의 지속과 금융규

제의 완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효율이 사업척도로서 중요시되게 되

었으므로 투자효율의 측면에서 총자산운용수익률9)을, 비용경쟁력의 측

9) 특히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중심은 전통적 상품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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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험영업수익률을, 판매채널에 대한 관리력 및 내부만족의 측면

에서 정착률을, 그리고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유지율을

질적인 경영자원으로 선택하였다.

<표 Ⅴ-2> 생명보험회사의 질적 경영자원

(단위: %)

회사 자 산
수익률

보험영업
수 익 률

25회차
유지율

13회차
정착률 선호도

A 7.8 13.1 0.492 0.203 21.3
B 8.9 -2.2 0.485 0.299 2.4
C 7.3 24.9 0.615 0.364 74.4
D 10.5 -14.3 0.440 0.226 2.6
E 7.3 -2.6 0.537 0.133 33.0
F 3.7 -36.5 0.368 0.172 0.5
G 10.3 -48.2 0.487 0.206 2.3
H 15.1 -38.1 0.288 0.186 1.7
I 7.9 -23.9 0.417 0.155 2.4
J 9.2 -1.0 0.388 0.199 1.6
K 8.0 6.4 0.547 0.341 0.6
L 6.0 65.4 0.843 0.870 1.4
M 8.6 -109.1 0.347 0.274 1.1
N 7.3 -37.1 0.585 0.302 1.5
O 7.4 -55.8 0.576 0.243 0.2
P 5.2 -58.7 0.292 0.178 0.3
Q 5.6 72.9 0.804 0.288 0.4
R 7.0 -63.8 0.451 0.270 0.3
S 9.0 -197.9 0.255 0.089 0.2
T 6.2 40.3 0.584 0.424 0.4
U 6.8 42.1 0.564 0.288 0.5

평균 7.5 8.5 0.540 0.224 -

금 등과 투자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률은 경쟁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79



여기서 보험영업수익률은 보험영업수입에서 보험영업비용을 차감한

값을 보험영업수익으로 나눈 값(수입보험료 단위당 이익률)으로, 해당사

의 보험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이다. 유지율 및 정착률은 2001

년 3월 기준 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과 13회차 보험모집인 정착률로서

각각 보험계약자 및 모집인의 해당회사에 대한 충성도(로열티)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선호도는 2001년 2월 보험개발원에서 코리아리서치센타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험소비자 만족도 조사 통계결과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선호

도의 수치는 응답자가 선호하는 회사의 1순위와 2순위 선호비율을 합하

여 산출하였으며, 이때 2순위 선호도의 반영률은 50%로 하였다. 동 선

호도는 양적 경영자원인 수입보험료, 모집조직의 수 및 총자산과의 상

관관계가 각각 0.989, 0.915, 0.996으로 나타나 아직 우리나라의 고객은

보험회사의 선호도를 양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을 부수적으로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시장내 경쟁지위 산출

전술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양적 및 질적 경영자원 수치들은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단순하게 가감한다면 전체 모형에 미치는 영향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이들을 동일한 비중의 값으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변수는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는 해당 값들

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중을 나타내도록 아래와 같이 생명보험회

사의 양적 및 질적 경영자원을 표준화하였으며, 그 결과 산출된 값은 <

표 Ⅴ-3>과 같다.

N orm Co i =
Co i - C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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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상대적 경영자원

회사
양적 경영자원 질적 경영자원

수 입
보험료

모집
조직 총자산 자 산

수익률
보 험
수익률

25회차
유지율

13회차
정착률 선호도

A 1.28 2.15 0.99 -0.03 0.55 -0.01 -0.43 0.81

B -0.12 0.30 -0.11 0.45 0.29 -0.06 0.17 -0.27

C 3.59 3.02 3.76 -0.24 0.74 0.80 0.58 3.87

D -0.17 0.00 -0.16 1.13 0.10 -0.35 -0.29 -0.26

E 1.71 1.58 1.56 -0.24 0.29 0.28 -0.87 1.49

F -0.41 -0.51 -0.37 -1.78 -0.27 -0.82 -0.63 -0.38

G -0.26 -0.04 -0.22 1.05 -0.46 -0.04 -0.41 -0.27

H -0.28 -0.12 -0.25 3.10 -0.29 -1.35 -0.54 -0.31

I -0.42 -0.55 -0.40 0.02 -0.06 -0.50 -0.73 -0.27

J -0.22 -0.12 -0.21 0.57 0.32 -0.69 -0.46 -0.31

K -0.42 -0.51 -0.40 0.06 0.44 0.35 0.43 -0.38

L -0.42 -0.55 -0.42 -0.80 1.41 2.29 3.76 -0.33

M -0.37 -0.40 -0.38 0.32 -1.46 -0.96 0.01 -0.35

N -0.33 -0.33 -0.31 -0.24 -0.28 0.60 0.19 -0.32

O -0.46 -0.60 -0.44 -0.20 -0.58 0.54 -0.18 -0.40

P -0.47 -0.60 -0.45 -1.14 -0.63 -1.32 -0.59 -0.39

Q -0.38 -0.48 -0.40 -0.97 1.53 2.04 0.10 -0.38

R -0.47 -0.61 -0.45 -0.37 -0.72 -0.28 -0.01 -0.39

S -0.45 -0.57 -0.44 0.49 -2.92 -1.56 -1.15 -0.40

T -0.45 -0.56 -0.44 -0.71 0.99 0.59 0.96 -0.38

U -0.45 -0.51 -0.45 -0.46 1.02 0.46 0.10 -0.38

또한 <표 Ⅴ-3>의 양적 경영자원과 질적 경영자원의 값들을 각각 평

균한 후, 양적 경영자원을 x축으로 하고 질적 경영자원을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작성하면, <그림 Ⅴ-4>와 같이, 시마구치의 상대적 경쟁지위

매트릭스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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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쟁지위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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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의 리더는 C사이며, 챌

린저는 A사와 E사, 그리고 니쳐형 회사는 L사와 Q사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가 폴로워 형에 속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

히 양적인 경영자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Ⅴ-4>는 코틀러가 제시한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지위의

구분뿐 아니라 우리의 보험업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의 경쟁력의 정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82



우리나라 보험회사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나. 시장내 경쟁지위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방향

1) 보험시장의 향후 전망과 대응전략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시장의 성숙화에 따른 전통적 보험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저금리, 수익다변화, 투자상품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에 따른

자산운용 비즈니스의 발전, 그리고 금융겸업화 등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일원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보험

회사들은 향후의 환경적인 변화요소와 자사가 처해있는 상황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장목표를 설정

하여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 Ⅴ-4>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5 6,843 39.8 1,712 59.0 22,254 59.3 30,810 53.5

1990 75,108 61.5 2,045 3.6 43,180 14.2 120,333 31.3

1995 193,310 20.8 32,426 73.8 49,200 2.6 274,937 18.0

1996 187,226 -3.15 49,819 -17.2 40,764 1.04 277,809 1.0

1997 145,263 -22.4 66,733 195.9 120,651 19.74 332,647 19.7

1998 102,113 -29.7 79,249 23.5 149,014 -0.68 330,376 -0.7

1999 97,808 -15.7 100,461 32.7 117,813 24.4 316,082 3.5

2000 108,650 11.1 125,393 24.8 164,667 39.8 398,721 26.1

2005(P) 155,000 8.0 208,000 12.9 112,000 -0.8 475,000 7.0

주: 증가율은 해당 연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자료: 보험감독원,『보험통계연감』,각년호.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각월호.
보험개발원,『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분석』,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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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는 <표 Ⅴ-4>의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를 참

고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향후 전망을 시장의 성숙정도와 성장성을 기

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종목별 보험회사의 향후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의 구축과 같은 경영과제의 예를 든 것이다.

<그림 Ⅴ-5> 보험시장의 향후 전망

신규시장

성장성
고

저

Ⅲ

ⅠⅣ

Ⅱ
고객세분화
전문채널의 구축

시장의 성숙화
보험료 경쟁
저비용채널 채용

전략적 제휴
자기자본 강화
재무어드바이
저형 전문채널
구축

종신·건강 등연금, 변액

저축성 보험 등

기존시장

먼저, <그림 Ⅴ-5>에서 나타낸 Ⅰ은 향후 성장성을 기대하기 힘든 기

존보험(저축성보험과 같은 생사혼합보험에 해당) 시장의 경우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슈퍼재테크보험을 개발한 이래 한때 전체 수입보험료의 30%를 상회하

는 등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종목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

후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의 확대로 금리경쟁력상의 하락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어 저금리추세가 뚜렷해

지고 직접금융시장 활성화가 정착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리민감도 증

가와 투자형 상품 선호추세가 가속화되어 상당한 시장위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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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장성숙화, 보험료경쟁 등에 따른 사무·영업효율, 상품개발

력 등이 경쟁력의 주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의 대응은 정보기술의 이용, 고객세분화, 저비용 판매채널의 구축 등과

같은 경영과제의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Ⅱ(<표 Ⅴ-4>의 사망보험에 해당)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 전

통적인 생명보험상품과 상해 및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새로운 보

장성보험을 포괄하는 보험종목이다. 1990년대 들어 보험인식의 제고와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촉진 노력에 힘

입어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기존시장이기는 하나 성

장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대한 고객세분화, 머천다이저형 전문판매채널

의 구축 등과 같은 경영과제의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Ⅲ은 신규시장이면서 성장성이 높은 자산운용 비즈니스 발전

분야의 경우(연금, 변액과 같은 자산운용형 상품이 해당)이다. 이 때문

에 자산운용력, 신뢰도, 운용규모 등이 향후 보험회사 경쟁력의 주된 요

소가 될 것이므로 전략적 제휴나 우수인력의 확보, 자기자본의 강화, 매

수·합병에 의한 규모의 경제 추구, 금융어드바이저형 전문판매채널의

구축 등과 같은 경영과제의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표 Ⅴ-4>의 생존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종목으로, IMF 경제위기로 해약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

판매비중이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로 인해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종목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역시도 Ⅲ의 자산운용형 상품과 유사

한 형태의 요소가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타

금융권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대적

인 흐름에 대한 적확한 대응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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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보험인지도 증

가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안정적인 확대에 따라 보험산업의 건전

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기능은 타 금융

권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므로 보장성 상품시장의

규모확대를 위한 판매채널의 구축 등은 수익성과 경쟁력 있는 경영의

밑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림 Ⅴ-6> 환경변화에 따른 판매채널 전개의 방향성

환경변화 판매채널 변화의
트랜드 판매채널전략의 전개방향성

·저축성상품의쇠퇴경향
- 연금, 건강, 종신, 자

산축적형 투자상품
의 비중확대

·전통적 판매채널
의 축소

·전문 판매채
널의 구축

· 판매채널의 다양화
- 고객별, 판매채널별 상품의 적

절한 대응
- 신 판매채널의 도입
- 부유층과 같은 특정계층별 직

급조직 등의 활용

· 고객니즈 변화
- 종합적인 재무서

비즈니즈의 증가
- 인터넷의 보급확대

· 판매채널간 유효관계 확립
- 판매채널간 갈등 해소

·경쟁격화
- 이업종의 시장진입
- 시장성숙화

·신 판매채널의
확대

- 직접판매의 확대

· 고객서비스지향, 장기지향의 판매
채널 확립

- CRM등에 의한 고객니즈분석
- 콜센터 등에 의한 24시간 고

객서비스
- 장기수익성시점에 따른 수수

료체계의 확립

· 판매채널의 고비용성
- 규모별, 회사별

생산성의 확대

· 판매채널의 생산성향상
- 금융어드바이저 전신에 필요

한 교육
- 온라인화에 의한 효율성 향상
- 고객서비스, 사무처리의 집중

화 및 특화
- 비효율 판매채널의 축소

·노령화의 가속과
인구 자연증가율
의 감소 경향

·판매채널의재구축
- 특화, 집중화,

다양화

· 판매채널의 브랜드 확립
- 고객신뢰도, 로열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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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은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

략 및 판매채널 전개의 방향성에 관한 하나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개별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자사의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의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별, 판매채널별 상품의 조합, 또는 비효율적 판매채널의 축소, 고객

서비스의 집중화와 판매특화, 판매채널의 온라인화에 의한 효율성 향상

등은 판매채널의 변화를 촉진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사의 시장

내 경쟁지위에 적합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및 전개

시장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시장내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

매채널의 선택 및 전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GE모델을 이용한 Bu siness

Screen과 SBU를 참고로 살펴보면10), <표 Ⅴ-5>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아 시장 매력도와 경쟁력이 높은 SBU의 경우라면

성장 내지는 경쟁우위성의 확보가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이며, 경쟁력은

높지만 시장의 매력도가 낮은 SBU라면 선택성을 높여 수익성을 배가시

키는 기본 목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도 낮고 시장의 매력도

도 낮은 SBU라면 손실의 최소화 또는 시장철수라는 기본목표가 설정되

어 이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채널의 경우 고객니즈를 포함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판매채널이 출현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녔던 판매

채널의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10) 이곳에서의 SBU(strategic bu siness unit, 전략적 사업단위)는 기업의 개별

사업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SBU는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개인보험의 경우에도 생

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시장과 같은 작은 SBU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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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Bus ines s S cree n과 S BU의 목표

경쟁지위
시장성장 강 중 약

고 투자·성장 투자·성장 선 택

중 투자·성장 선 택 수확·철수

저 선 택 수확·철수 철 수

이는 곧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더욱 더 많은 비용

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채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불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치를 제공받고 있음과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최소

한 보험회사와 고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판매채널운영상의 경비

지출의 감소 그리고 고객입장에서 자신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나은 가

치의 제공이라는 2요소 중 최소한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의 판매채널에 대한 경비지출의 감소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

능케 하여 줄 것이며 이는 또한 고객에게는 보다 좋은 가격으로의 가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고객 자신이 지불한 금액보다

좋은 가치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는 향후 상대적으로 높

은 판매채널 경비를 지원하는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물

론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될 것이

11) 전자의 고객이 지불한 금액보다 좋은 가치란 단순히 보장금액 대비 낮은

보험료나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더 나은 서비스,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상품설계 및 제공, 전문가적인 조언 등 고객이 가치

를 부여하는 유무형의 이익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외국계 보험회사는 고객입장에서의 남성전문모집인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의 구축을 통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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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시장에서의 경쟁지위 및 마케팅 경쟁전

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때문에 <표 Ⅴ-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

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지위가 강력하다면 투

자·성장이라는 기본목표를 위하여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경쟁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판매채널도 시장의 점유율 유지와

신규 고객의 획득 및 창출을 위하여 복수의 판매채널을 필요로 할 것이

다. 또한 경쟁지위가 중간정도라면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한 차별적인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지위

가 낮다면 한정된 경영자원의 효율적·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전술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쟁지위를 참고로 시장목표 및 마

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장지위가 가장 강력한 보험회사의 경우,

①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장추이와 관계없이 일단은 모든 시장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시장의 성장매력도가 낮은 종목에

서는 선별적인 선택도 필요할 것이다.(예를 들어 <그림 Ⅴ-4>의 C사)

이는 자사의 잠재시장을 확대시키고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으로

리더만이 전개할 수 있는 시장목표라 할 수 있다.

먼저 시장리더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다양한 복수의 판매채널전개를

통한 수요확대와 함께 현재로서는 제도상의 제한으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생명보험상품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다 다양한 상품

의 판매도 고려해 볼만하다. 전자의 다양한 복수의 판매채널전개의 경

우가 시장에 대한 접근차원(m arket reach)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시장깊

이(m arket d ep th)의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수요확대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스판매(cross selling)의 경우 리더만으로 한정하여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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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지만 가망 고객확보에 대한 기회 증대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점등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다 빈번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일반상품의 경

우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구매를 꺼려하는 고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매가망 고객의 발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관계의 구축

에 따른 로열티 형성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번한 접촉에

따라 재구매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적으로 미

국 보험회사 State Farm의 경우 크로스판매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는 미국 푸르덴셜보험회사는

종합증권회사인 Bach e를 매수하여 Bach e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량

고객층을 타켓으로 연금 및 생명보험상품 그리고 Mutu al Fu nd 및 유

가증권을 쌍방의 판매원을 통하여 크로스셀링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시

너지효과와 함께 이를 통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중·고소득층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확대에 주력하고 있다.12)

또한 리더기업으로서의 풍부한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CRM을 구축하

고 이를 통한 고객서비스의 강화와 고객관계유지를 통한 기존시장의 유

지, 새로운 시장의 수요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흔히 고객중

심경영(cu stom er relationship m anagem ent)으로 불리는 CRM은 마케팅

과 상품개발에서부터 고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객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고객중심의 정보구축을 통하여 고객에

적합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에 의한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 때문에 복수의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전개하기에 충분한 경

영자원을 가지고 있는 리더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의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는 물론 신규 고객 개척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도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CRM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12) Cross Selling의 보험회사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항은 정봉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진출전략 , 보험동향 , 통권 제3호, 보험개발원, 19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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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지위에 따라 그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

이다. 즉, CRM의 기본은 고객중심, 가치중심, 정보중심의 전사적인 접

근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접근방법 및 접근 고객에 대한 범위는 복수

채널의 유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CRM에 의한 타켓은 예

를 들어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는 특정시장의 특정 고객, 특정채널

에 의한 CRM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리더와 같은 대형사의 경우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정보에 의한 차별화된 타켓과 판매채널을 통한 고객만족

도 향상과 수요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3)

②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경쟁전략으로, 고객

층을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마케팅자원을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이 타켓

마케팅(target m arketing)이라면 매스마케팅(m ass m arketin g)은 고객의

구분을 행하지 않고 고객을 매스(m ass)로 취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보다 나은가? 하는 것은 없으며 무리하게 타켓마케팅을 전개하지 않더

라도 매스마케팅으로 충분히 시장개척이 가능하다면 이 보다 좋을 순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리더격의 보험회사들은 안정된 환경의 덕택으로

이러한 매스마케팅전략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객니즈의

질적인 변화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고객이 이미 먼저 세

분화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매스마케팅으로는 이에 만족하

는 고객층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리더격의 보험회

사로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타켓마케팅의 전략전개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전술한 대로 시장은 성숙화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성장의 가능성

을 보이는 시장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리더격의 보험회사로서는 시장의

13) 이는 CRM의 구축에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용된다는 점, CRM의 효과는 장

기적이라는 점 등에 따른 중·소형 보험회사의 제한된 경영자원의 효율

적·효과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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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에 따라 마케팅 경쟁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보험종목시장이라면 경쟁의 정도가 시장의 성

장잠재력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여 타켓마케팅전략을

전개하기보다는 매스마케팅전략의 전개를 통하여 시장의 수요를 확대시

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은 있으나 경쟁의 심

화 및 고객의 세분화가 진행된 보험종목시장이라면 타켓마케팅의 전개

가 유리할 것이다.

한편 리더기업으로서는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시

키는 최선의 방법임에 틀림없으나 최근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경우 시장

의 성숙화에 따라 시장점유율 획득의 일환으로 이미 가격경쟁이 전개되

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건강체·우량체 할인, 직접판매의 확대 등은 대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과도한 가격경쟁은 수익성을 급속하게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안정성, 이미지 소구와 같은 비가격경쟁에 주력하면

서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경영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③ 판매채널의 구축

시장성장성이 높은 보험종목시장이라면 복수판매채널을 통한 시장수

요확대 또는 유사판매채널로서도 리더로서의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

을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실효성이 입증된 판매채널의 구축을 통하여 높

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와 함께 고객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보험종목시장이라면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수판매채

널(multi-channel)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격차의 심화

와 금융어드바이스 니즈의 증가에 따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어

드바이저형 전문판매채널의 구축이라던가 잠재적인 수요의 발굴 및 충

족을 위한 머천다이저형의 판매채널의 구축과 같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수판매채널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Ⅴ-7>과 같은 상품내용의 복잡도와 고객의 관여도

를 중심으로 하는 복수판매채널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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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복수판매채널운용의 예

고저

상품 복잡성

고

저

FP 전문조직
재무컨설팅 조직

인터넷, 직판 등

전통적 판매채널

고액·투자형상품

저비용·저가상품

고객 관여도

대리점
은행 채널 등

단품상품

패키지 상품

이러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수판매채널의 경우 전술한 대로 잠재시

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수요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리더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복수의 판매채널을 전개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잠재

시장의 확대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판매채널과 고객집단과

의 연관관계가 잘 매칭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판매채널의 위험감소효과이다. 예를 들어 특정판매채널에 대한

고객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경우 특히 효과적이다.

셋째, 판매채널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특정 판매채널로 잠재고객을 발굴한 후, 이러한 잠재고객을 그들의

니즈에 보다 적합한 다른 판매채널로 이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판매채널과의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놓일지도 모를 TM,

CM과 같은 직접판매채널을 직접적으로 경쟁에 활용하기보다는 직접판

매채널로는 대응하기 힘든 재무적인 어드바이스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다른 판매채널로 이전 내지는 연결한다던가 하는 방식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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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라 하겠다.14)

한편, 우리나라 종신보험시장에서의 판매채널 동질화대응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상품을 먼저 시장에 판매한다거나 새로운 마

케팅 경쟁전략을 도입하는 기업은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선구기

업으로서의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다는 기업이미지 형성과 같은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품과 시장 그리고 판매채널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한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새로운 상품 및 판매채널의 새로운 시장에의 도입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영자원이

뛰어난 리더기업으로서는 예를 들어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신상품이나

판매채널을 새로운 시장에 도입한다는 관행을 의식적으로 채택할 필요

도 있을 것이다.

나) 챌린저형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①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이러한 기업의 시장목표는 시장점유율의 확대에 있으므로 마케팅 경

쟁전략으로는, 리더와 정면에서 경쟁하여 고객의 수요를 획득하는 마케

팅 경쟁전략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경쟁이 작은 분야를 선택함으

로써 리더기업이 종래의 마케팅 경쟁전략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경쟁전략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

우 이른 바 철저히 차별화된 마케팅 경쟁전략에 따른 판매채널의 전개

를 말한다.

판매채널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전자

14) 이는 곧 복수의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고정비용을 공유함

으로써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조직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함과 동

시에 이에 따른 채널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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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케팅 경쟁전략보다는 후자의 마케팅 경쟁전략을 선택하는 편이 나

을 듯싶다. 왜냐하면 리더와의 정면승부를 통한 시장점유율 획득의 경

우 시장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가장 특기로 하는 시장분야

에서 경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챌린저형 보험회사는 마케팅 경쟁전

략과 판매채널의 수행을 위한 필요비용이 막대할 것이며 또한 리더기업

의 보복활동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리더기업

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경우는 리더기

업의 비용상의 유리성이나 풍부한 경영자원에 대항할만한 가능성이 있

거나 또는 전망이 있는 기업이 아니면 채택하기 힘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점유율에서 리더기업과의 2·3배 이상의 격차가

있는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였을 경우 고객에 대한 신뢰획득은 물

론 높아진 기업이미지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높은 수익이 기대되나,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리더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리더기업의 반격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시장에서 리더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점진적인 기

업의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 매수 또는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경영

자원을 확대해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 이러한 매수·합병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리더를 상정한 몸집 불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합병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제공가치와 비용 면에서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탁월

한 마케팅 능력과 이러한 결과로서 얻게 될 브랜드 수용성 그리고 탁월

한 비용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편, 리더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

널 전개의 경우는 리더기업이 장점으로 하는 분야와는 다른 분야를 집

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 역시 그리 간단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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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무리 리더기업이 경시하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일단 유망한

분야가 되면 리더 역시 곧바로 뛰어들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

게 되면 리더와의 정면승부로 경쟁의 본질이 변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분야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리더기업이 축적

한 경영자원이 유효하지 않은 분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차별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성공적인 전

략의 수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더의 진입이 가능한 분야라 할지라도 리더의

종래의 전략과 모순되는 전략의 수행이 필요한 것이라면 비경쟁분야에

서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과거 일본 소니생명의 재무니즈가

높은 고객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혁신적인 판매채널의 경우나 우리나라

푸르덴셜생명의 남성전문설계사조직의 구축을 통한 종신보험시장의 공

략은 대표적인 예이다. 단,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 컨셉

을 비롯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컨셉이 고객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인 조건들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이러한 형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략전개의 타이밍

이 중요할 것이며 환경변화 속에서 열려진 전략의 창 을 발견하여 이

를 펼치는 작업이 중요하다.15)

②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챌린저형 대형사의 입장에서 시장점유율의 확대라는 기본목표를 이

룩하기 위해서는 리더기업과 대비되는 경쟁우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

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시장의 성장매력도가 높은 보험종목의 경우 리더

기업과 동일한 마케팅 경쟁전략을 전개해서는 경쟁우위를 형성할 가능

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적인 전략

일 것이며, 이러한 차별화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

15) Abell, D .F., Strategic Win d ow s , Journal of M arketing, Ju l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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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챌린저형 보험회사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

다 하겠다.

마케팅에서 흔히 차별화는 2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매스마케팅과 타켓마케팅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후자의 수단으로서 차

별화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차별화라는 개념은 흔히 말하는

동질·동일과의 차별화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같은

유사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에 대한 경영노력이 동질·동일이라

는 전자의 입장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타사와의 경쟁에 의한 차이, 구

별, 특성 등을 사업전개의 기회로써 취하는 관점으로 이른바 경쟁전략

전개의 일환으로서의 차별화라 할 수 있다.

니쳐형의 보험회사가 첫 번째 차별화의 개념이라면, 챌린저형 보험

회사의 경우는 두 번째 차별화의 개념에서의 후자 시점의 차별화가 필

요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보험업계 마케팅 경쟁전략의 경우 마케팅

믹스의 상품, 가격, 프로모션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판매

채널의 규모 및 우열의 정도만으로 경쟁하여 왔다. 챌린저격의 보험회

사 역시 동일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환경은 금융권

의 신규진입뿐 아니라 경영자원 면에서도 보험회사별 차이가 뚜렷해지

고 보험종목별로 성숙과 성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챌린저격

보험회사의 경우 자사만의 마케팅 경쟁전략과 최적의 마케팅믹스는 무

엇일까 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챌린저격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마케팅 경쟁전략 전개의 핵

심문제는 마케팅믹스를 하나만으로 할 것인가 또는 2이상으로 할 것

인가 가 될 것이다. 흔히 이러한 패턴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마케팅믹스로 시장 전체를 목표로 하여 전개하는

것이며(이른바 매스마케팅), 두 번째는 2이상의 마케팅믹스로 개별 시장

세그먼트를 목표로 하는 전개이며(이른바 차별화 마케팅 내지는 타켓마

케팅), 마지막으로 하나의 마케팅믹스로 하나의 특화된 시장을 집중적

으로 공략하는 것(이른바 집중화 마케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챌린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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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략을 중심으로 전략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사망보험종목의 경우

는 성장과 경쟁우위 형성을 위한 투자의 선택이, 성장성이 중간인 생존

보험종목의 경우는 상품별, 고객별로 선택적인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가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술한 대로 챌린저적인

입장을 고려한 매수·합병을 통한 시장침투 및 확대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성숙시장뿐 아니라 성장시장에 있어서도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

료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수·합병이 자사의 사업을 보완하

고 자사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

다.

최근의 매수·합병은 수익력이 좋은 전략적인 핵심분야에 집중함으

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GE캐피탈은 특정보험영역에 특화하여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를 매수함으로써 개인보험부문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

으며, 영국의 Gen eral Accid ent사의 Provid ent Mu tu al사의 인수는 생명

보험과 투자사업을 연금사업으로 보완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16)

③ 판매채널의 구축

과거의 기본 전략이 매스마케팅이었던 관계로 개별 시장 세그먼트

를 위한 타켓마케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마케팅 경

쟁전략의 기본은 기존의 판매채널에 새로운 상품을 덧붙여 판매하는 형

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16) 최근 미국과 유럽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활발한 매수·

합병은 내부성장과 전략적인 핵심분야의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경쟁력이

없어 채산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경향으로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

는 매수에 대한 경영자원의 제약에 비추어 챌린저형 보험회사에 적합한 전

략적인 선택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ニッセイ基礎硏究所, M＆A により

統合が進む米國保險業界 , ニッセイ基礎硏Rep ort, 20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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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널의 구축이나 실버전용채널의 구축과 같이 비용을 동반한다는

문제는 남으나, 타켓에 초점을 맞춘 판매채널이 전개된다면 매스마케팅

에 의한 판매채널의 전개와 비교하여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단, 이는 결과적으로 리더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적인 복

수 판매채널의 전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챌린저형 보험회

사의 경우 역시도 복수의 다양한 판매채널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별

판매채널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일

련의 다양한 상품영역이 모두 운영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의미한

다. 즉 TM, CM과 같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최신상품의 개발 여부,

판매조직에 있어 매력 있는(예를 들어 수당, 판매상의 용이성 등) 광범

위한 기본상품의 여부, 전문직 대상 상품 또는 일반 고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여부, 시장 내의 고객층이 확실하다던 가 또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영역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복수의 판매채널

에 대한 전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더불어 챌린저형 보험회사의 복수

채널의 구축은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상품을, 언제라도, 어떤 채널을 통

해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서 리더와의 차별을 위하

여 개별 판매채널별로 독특한 서비스와 고객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술한 대로 매수·합병을 통한 리더와의 경쟁을 지향한다면

마케팅능력과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수용성의 증대, 비용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재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매수·합병에

따른 판매채널조직의 증가를 사업규모의 증대로 전환시키기 위함으로,

예를 들어 전국적인 지점조직의 합리화, 중복 내지는 비효율적인 판매

채널의 폐쇄 및 축소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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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폴로워형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

①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폴로워형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 경쟁의 격화에 따라 생존을 우선

하는 시장목표의 설정이 중요할 것이나,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니쳐

형 보험회사로의 전환 또는 챌린저형 보험회사로의 도약과 같은 성장전

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별로는 시장생존이냐 아니면 니

쳐형으로의 전환 내지는 챌린저형 기업으로의 도약인가를 먼저 정하여

야 할 것이다.

시장의 목표가 챌린저형 보험회사로의 도약으로 정하였다면 마케팅

경쟁전략의 기본방향은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한 차별화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니쳐형으로의 전환이라면 특정 세분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폴로워형 보험회사로 정하

였다면 마케팅 경쟁전략의 기본방향 역시 생존을 위한 이윤확보를 위하

여 벤치마킹, 모방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원

이 빈약한 폴로워형 중·소형사로서는 시장에서 검증된 마케팅 경쟁전

략과 판매채널의 벤치마킹, 모방을 통하여 생존을 도모하고 이러한 경

쟁을 통하여 특정의 질적인 경영자원을 축적하여 니쳐기업으로의 이행

을 한다던가 또는 챌린저형 보험회사로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시장의 선택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성장성은 높으나 투자비

용 역시 높은 사망보험종목, 특히 연금 등과 같은 특정시장에 대한 참

여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상품별로도 동일하다.

②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폴로워형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 마케팅 경쟁전략의 기본은 생존

을 위한 벤치마킹 즉 경쟁사 전략의 모방인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

쟁적인 차별화인가가 중요하다.

상대적인 질적 경영자원의 축적가능성여부에 따라 전문보험회사로의

가치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합 보험회사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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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일부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종합보

험회사로 살 수 있는 환경 역시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적인 차

별화전략을 전개한다면 이미 과거와 같은 마케팅 경쟁전략에 의한 마케

팅믹스로는 차별화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고객에 대한 장기 전략적인 측

면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17) 최근의 보험업계의 CRM, e-CRM

에 의한 원·투·원마케팅(on e-to-on e m arketing)의 도입 필요성과 전개

는 고객에 대한 장기 전략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사료

된다.18)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전문적인 판매전문회사로의 변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19) 단, 이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효과적

인 판매채널을 확보하여 고객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쟁우

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 및 육성 그리고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에서의 상품의 판매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

악 능력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목표의 확립을 통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은 여러

조건을 숙고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상품의 표준화 정도와 시장점유

율의 격차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고객에 대한 장기 전략적인 측면이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보험회사가

전개한 바와 같이 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을 구분하여 개별고객과의

긴밀한 관계(relation)를 형성하고, 고객의 생애수요를 최대화하여 종국에는

이를 자사가 전부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18) 물론 보험업계의 경우, 누가 우수한 고객인가에 대한 명확한 고객구분체계

의 확립이 어렵다는 점(단순히 계약건수가 많다고 좋은 고객이라 할 수 없

을 것이다.), 고객의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도가 낮다는 점, 특히 IMF
이후의 보험회사의 부실파산은 보험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하락시

켰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보험업계의 경우 타 금융권과 비

교하여 효율적인 CRM이나 원·투·원마케팅이 전개되기 힘든 난점을 안

고 있다 할 수 있다.

19) 과거 Rothschild Assurance사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상품마케팅과 판매에

두고 판매채널의 효율적인 관리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회사의 관리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높은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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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계의 상품이 표준화된 상품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시장

의 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개발의 측면에서 기술의 혁신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부가할 만큼 복잡하지 않다면 폴로워형 보

험회사의 입장에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챌린저형의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선택할 경

우 표준화된 상품의 성격상 이전투구적인 가격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판매채널의 질적인 차별성을 소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기업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경우에는 챌린저형 보험

회사가 되어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리더를

추종하여 벤치마킹·모방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전개하는 편

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전

개를 통하여 동일한 상품을 적당한 가격과 질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편

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변동은 크지 않겠지만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자체의 보장적 특성과 상품개발혁신의 정

도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폴로워형 중·소형사가 고려할

만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③ 판매채널의 구축

과거의 매스마케팅에 의한 판매채널전략을 지양하고 전문보험회사로

서의 판매채널 구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시장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보험종목에서의 철수와 이러한 잉여자원의 성장성이 있

는 보험종목시장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종신보험으로의 자원집중을 통한 고객별 판매채널의 전개 그리고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많은 경영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한 연금보험(예

를 들어 기업연금 등), 건강보험시장(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 개호보험

등)의 선택적 시장참여 및 전략적 철수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성이 높은 종신보험으로의 자원집중을 통한 고객별 판매채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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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판매모집인조직과 전문남성모집인조직의

타켓을 각각 소득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로 분류하여 전자를 40대 이

상의 고객층을 중심으로, 후자를 전문직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도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적인 사업전개가 곤란한 투

자관련 상품의 경우라면 타사 및 타 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

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판매전문회사의 판매채널의 경우 성공의 여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 내의 상품판매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업무의 명확화

에 있다. 그러므로 판매채널의 구축은 자사 고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지, 또한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최적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고려하

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니쳐형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

① 시장목표와 표적시장의 선정

기본적으로는 이미 특정시장에서 질적인 경영자원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실현하고 있다면 질적·양적으로 열위에 있는 폴로워형 중·소

형사와는 다른 시장목표가 필요하다. 경쟁의 격화에 대비하여 일단 선

점시장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러한 선점시장의 수요

를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시장이라면 현실적으로 제한된 경영자원으로 인하여 고객

의 전 계층에 소구하면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경쟁우위를 형성하기란

무리일 것이므로 표적시장을 좀 더 좁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특정시장

의 니즈와 구매성향에 맞는 특정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틈새시

장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진출한 푸르덴셜보험이 판매조직의 열세, 인지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신보험시장이라는 특정시장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남성전문판매채널

이라는 전문화된 판매채널을 구축하여 전개한 결과, 종신보험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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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명성과 이미지를 확고히 한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

다. 이는 당시의 우리나라 보험업계에 있어서 미개척분야 중의 하나였

던 종신보험시장을 타켓으로(성장 가능성), 특정 고객층을 중심으로(구

매력), 차별적인 판매채널을 도입하여(집중, 전문화), 리더로서의 이미지

를 구축한 후, 미니리더로서 시장의 총수요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니쳐형 중·소형사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

틈새시장에서의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다거나 기존의 미니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고객로열티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성장시장이 되어버린 경우라

면 업계의 리더기업을 비롯한 대형사들의 풍부한 경영자원에 맞서 경쟁

할 수 있는 고객의 로열티에 바탕을 둔 전략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비용 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전략은 불필요할 것

이며 틈새시장에 대한 마케팅 경쟁전략은 나름대로 브랜드, 서비스, 상

품 등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다양한 부가가

치의 제공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③ 판매채널의 구축

틈새시장을 주된 타켓으로 하는 니쳐형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성공여

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에 기초한 시장세분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기준, 라이프스타일, 직업별 등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판매채널을 집중하는 것이다.

단, 시장세분화를 이용한 판매채널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

은 시장의 세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판매채널을 구축하였을 경

우 일어날 수 있는 판매채널에 대한 위험성이다.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선택한 틈새시장 내의 고객의 니즈가 보험회사가 상정한 방향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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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회사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거나, 특정 틈새시장의 성장가능성 또는 성장에

똑 같은 매력을 느낀 경쟁보험회사들의 진출에 따라 경쟁의 심화뿐 아

니라 시장자체가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 그리고 특정시장의 제한된

규모에 따라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등은 틈새시장에 대한 판매

채널의 위험성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보험회

사의 입장에서 전개가능하고 의미 있는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마케팅 노력, 예를 들어 제공

하는 상품 및 판매채널을 포함한 마케팅 노력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세분화

된 시장 세그먼트가 개별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쟁환경 및 경영자원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제성 있는 시장이어야 할 것이다.20) 물

론 마케팅 경쟁전략에 따른 판매채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

장부분의 개척이 핵심이 될 것이며, 적절한 시장부분은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와 구매력, 그리고 성장성이 있으면서 경쟁

사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시장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틈새전략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복수의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전개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된 시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성의 극복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시장을 대상으로 판매채널을

전개해 나아가되 후방지원시스템을 비롯한 기타 고정비용을 공유함으로

써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

에도 고객에 대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여 특화시킨 또는 특화시킬 보험회사에 비해 더 낮은 비

용으로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0) 일반적으로 시장세분화는 고객의 이질성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실은 고객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이므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은 무한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분화된 시장간에는 요구되는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던

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던가, 또는 마케팅믹스의 효과가 다르다던

가 하는 차이가 있어야만 유효한 전략이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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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시사점

과거 성장기의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시장의 확대라는 호조건하에

서 성장지향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수립과 판매채널을 전개하여 왔다.

즉, 판매모집인을 대량 채용한 후 시대별 주력상품으로 불린 상품을 판

매모집인의 구매가망고객을 중심으로 대량적으로 판매하여 왔으며, 이

는 안정적인 시장환경에서는 일정부분 효과적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 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 경쟁전략의 핵심 역시 예상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특정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모집인의

구매가망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균

일한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모집인의 확대 = 수익의 확대 라는 관점에

서 성장을 위한 판매채널의 확충이 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시장의 변

화는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즉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재구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

였다. 검토는 시장에서의 경쟁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사의

시장목표의 설정과 적확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책정이 효과적인 판매채

널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의 양극화 현상은 자사의 시장내 경쟁지

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케팅 경쟁전략의 책정과 이에 따른 판

매채널의 구축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내 경쟁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업계리더기업의 마케팅 경쟁전략

의 여하에 따라 그 대응방법도 달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중·소형사의 경우는 시장목표를 생존에 둘 것이냐, 대형사로의 성장에

둘 것이냐에 따라 타켓으로 하는 시장이 달라질 것이며, 또한 이에 따

라 차별적인 전략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폴로워형에 속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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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부분의 중·소형사의 경우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서의

위치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형사 중에서도 리더를 제외한

기업은 기존의 마케팅 경쟁전략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경영자원에서 우

위에 있는 리더기업에 시나브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말 것이므로 리더기

업과의 차별화된 마케팅 경쟁전략의 구축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개별기업의 측면에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의 분석을 토대로

자사가 표적으로 하는 고객은 누구인가 , 또는 이들 고객에 대하여 특

별히 소구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를 명확히 함으로써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 타켓시장의 특

정니즈를 염두에 두고 상품, 서비스 및 마케팅 판매시스템의 유형을 구

축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하여 개별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Ⅴ-4>의 C사의 경우는 전체

시장 내지는 시장의 성장매력도에 따른 선별적인 시장선택과 함께 다양

하고 전문화된 복수판매채널의 확보에 의한 시장수요확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Ⅴ-4>의 대다수 폴로워형 중·소형사의 경우

는 시장에서의 생존 또는 성장이라는 시장목표에 따라 개별기업의 마케

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정된 경영자원

에 따라 시장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보험종목에서의 철수와 이러한

잉여자원의 성장성이 있는 보험종목시장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며, 예를 들어 과거의 매스마케팅에 의한 판매채널전략을 지양하고

전문보험회사로서의 판매채널 구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케팅 경쟁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우리

나라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시장 내의 경쟁지위를 분류하여 시장지

위별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의 전개에 관하여 검토하

였다. 그러나 마케팅 경쟁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상품 관련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과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자료의 미비

로 인하여 이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

다. 또한 보험회사들을 시장지위별로 분류하여 해당 그룹별 전략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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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검토한 관계로 개별기업의 전략에 관한 검토의 미비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양극화, 특히 상위 3개사의 시장집

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시장목표와 마케팅 경쟁전략

의 컨셉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 특히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문제

를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채널의 생산성과 효율성

의 순환고리 제시를 통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시장 내의 경쟁지위를 이용한 검토가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향후 전략전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를 두고 싶으며, 한계점은 향후

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108



참고 문헌

권금택, 시장환경변화와 보험기업의 시장전략 방안 , 보험학회지 , 제

51호, 1998.

김기홍·정봉은·고경모·성대규, 보험중개인의 이론과 실무 , 1997.3.

김원수, 마케팅 관리론 , 경문사, 1991.

류건식·이경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보험개발

원, 연구보고서 2000-8, 2000.8.

마이클 포터, 경쟁전략 , 조동성·정몽준(역), 1985.

박홍민, 생명보험의 직접판매 , 보험동향 , 제9호, 1996.11.

보험개발원,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정책연구자료 2001-2,

2001.11.

, 21세기 보험산업의 발전과 발전과제 , 연구용역보고서 2001-1,

2001.10.

삼성경제연구소(역), 무형자산,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 , 1993.

생명보험협회, 생보사 신판매채널 운용현황 , 생명보험협회보 , 2000

년 제1호(통권19호), 2000.6.

, 생명보험사료 , 1991.

이문형·홍석기·조호영·금병흡, 보험 마케팅채널의 선택에 관한 소

고 , 세계보험 시장과 한국의 보험회사 IV : SWIP 제4기 논문

집 ,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1998.

신수식, 한국보험회사 , 무역경영사, 1984.

양승규, 보험법 , 삼지원, 1994.

양희산, 보험마케팅 생산성에 관한 비교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1.

어윤대·방호열, 전략경영 , 학현사, 1995.

오창수, 보험회사의 상품전략과 경영성과 , 보험학회지 , 제50집,

1997.

109



우경연, 생보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한 모집조직의 리엔지니어링 , 생명

보험협회, 1995.1.

이병희, 일본 소니생명의 성장과 마케팅전략 분석 , 금융조사자료, 삼

성금융연구소, 1998.

정봉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진출전략 , 보험동향 , 통권 제3호, 보험개

발원, 1998.1.

정채웅, 선진 보험산업을 위한 정책과제와 감독방향 , 생명보험 , 생

명보험협회, 2002.1.

정홍주,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2000-

10, 보험개발원, 2000.12.

조기인, 우리나라 생명보험업의 규모의 경제성분석 , 월간 생협 , 생

명보험협회, 1988.2.

조해균, 최신 보험경영론 , 박영사, 2000.

추암대, 보험모집 조직관리 , 보험연수원, 1995.6.

Ch ao-fu i Lan & Frank H on-chi Cheng, 마케팅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

, 월간생협 , 제12차 태평양보험회의, 생명보험협회, 1992.

H akaru Itami, `90년대를 향한 경영전략 , 월간생협 , 제12차 태평양

보험회의, 생명보험협회, 1992.

Abell, D . F., Strategic Win dow s , Journal of M arketing, Ju ly 1978.

An soff, H . I., Strategies for Diversification , Harvard Business Review ,

Sep t-Oct . 1957.

John R. G ., H ow to Get and Keep a Leadership Position , M arket

Facts, M arch-A pril, 1999.

KIDI & LIMRA Internation al, A gent Production and Survival, Feb .

2002.

Kotler, P ., M arketing M anagement, 7th ed ., Prentice-H all, 1990.

Richard A . W., Managing Multip le Distribu tion Chann els, M arket

110



Facts, Janu ary-Febru ary, 2000.

Roger J. T., Let the Sep aration Begin , M arket Facts, Sum m er, 2001.

Porter, M E., Competitive Strategy , Th e Free Press, 1980.

山崎英男, 豪州生保業界と販賣チャネルの 遷 , 生命保險經營 , 66-5,

1998.

上田和勇著, 이병석(역), 보험의 정보공시 , 아진, 2001.

小泉德由, ノ-スウェスタン·ミュ-チュアルの成功要因 , 生命保險經

營 , 66-6, 1998.

ニッセイ基礎硏究所, M＆A により統合が進む米國保險業界 , ニッセイ

基礎硏Rep ort, 2002.1.

嶋口充輝·石井順藏, 現代マ-ケティング , 有斐閣, 1989.

上田和勇著 李秉奭譯, 보험의 정보공시 , 2001

中村卓也, 生命保險商品と顧客滿足度 , 生命保險經營 제63-6, 日本生

命保險經營學會, 1995.11.

h ttp :/ / w w w .amp .com .au /

h ttp :/ / w w w .amp grou p .com /

h ttp :/ / w w w .northw esternmu tu al. com /

h ttp :/ / w w w .sonylife.co.jp / official/

111



< 저 자 약 력 >

신문식 (申文植)

일본 중앙대학교 상학연구과 졸업 (상학 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부연구위원

(e-m ail : m ardis@kidi.or .kr)

김경환 (金暻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현 보험개발원 통계본부 조사통계팀 선임담당역 / 손해사정인

(e-m ail : khkim @kidi.or .kr)

연구보고서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발 행 일 2002년 5월 일

발 행 인 임 재 영

편 집 인 강 호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4

대표전화 368- 4 0 00

인 쇄 소 유 성 사

대표전화 228 5- 0 0 70

ISBN 89-88001-90-7 93320 定價 10,000원


	머리말
	요 약
	목 차
	Ⅰ.서 론
	1.연구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유형
	1.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의 개괄
	2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전략적 의의
	3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발전과 유형

	Ⅲ.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
	1.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쟁환경의 변화
	2 .기존 마케팅 경쟁전략의 문제점
	3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 전개

	Ⅳ.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과 사례
	1.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
	2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사례

	Ⅴ.우리나라 보험회사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1.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2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운용

	Ⅵ.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저 자 약 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