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2nd CEO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sked C-level 

executives’ views about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future strategies, 

and policy changes needed. C-suites from 23 life insurers and 16 non-life insurers 

completed the survey between July 12 and July 27, 2021. 

Most C-suits see the COVID-19 pandemic ending in one to two years. They expect 

profitability to improve as interest rates gradually rise. C-suites of life insurers, 

which significantly suffered from a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show high 

expectations for economic recovery. 

When it comes to goals for digitalization, they plan to go beyond applying digital 

technology to the existing business models and transform their business model. 

C-suits predicts the impact of big tech’s entry in the insurance market to be limited 

until the next three years. However, what concerns them are market power abuse 

and monopolization of data and technology, with excessive competition and 

blindspots fo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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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made the insurance industry face unprecedented 

uncertainty and challenge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The survey 

showed that insurers are devising various long-term strategies using 

digital technology in response to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s after COVID-19 an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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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is a report highlighting key current issues the insurance industry faces. 



Our survey found that executives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social factors most 

highly among ESG factors, while non-life insurers’ C-suits show relatively more 

interest in environmental factors. Most executives think the insurance industry has 

made sufficient efforts to improve consumer trust. On the MZ generation, most 

C-suits answered the MZ generation would make a limited impact on the market for 

the next two to three years. 

When we asked C-suits about their product strategies for two to three years, 

C-suits of life and non-life insurers chose personal protection-type products as the 

top priority: more specifically, health insurance, followed by whole life insurance, 

and variable insurance for life insurers;  long-term health and accident insurance for 

non-life insurers. Both life and non-life insurers see health-related business areas 

- such as healthcare services and patient/elderly care - as their new business 

areas. Some insurers consider mini-insurance, comprehensive financial services, 

and MyData business as new business areas for insurers. 

When asked what areas are their company priority in 2021-2022, 26% said digital 

transformation, followed by 25% channel competitiveness, 18% preemptive move 

on IFRS/K-ICS, and 15% product innovation. About the preparation status for 

IFRS17 and K-ICS, 77% think they are generally well prepared.  

The survey showed that insurers are devising various long-term strategies using 

digital technology in response to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s after 

COVID-19 an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surers are 

interested in expanding into new business areas using digitalization while extending 

health coverage within their traditional business. On the other hand, since insurers 

have to respond to pressing issues and implement long-term survival strategies, 

they should make a balance between responding to the current issues and creating 

a long-term growth foundation.

Sejoong Kim, Research Fellow

sjkim@kiri.or.kr



Ⅰ. 설문조사 배경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험산업은 사상 초유의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새로운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

∙ 2020년 사상 초유의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충격을 경험하면서 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 등에서 변

동성에 노출되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 최근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종식 시기 및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 등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의 급진전, 새

로운 세대의 부상과 ESG와 같은 사회적 요구 확대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함

○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

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앞날의 시계가 불투명하였던 2020년 처

음 시도되었으며, 보험산업이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2021년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CEO들의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함

∙ 이번 설문에는 총 42명의 CEO 중 39명(생명보험 23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93%임

○ 본 설문은 대부분 척도형·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순위까지 묻는 순위형 문항은 순

위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함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중요도를 묻는 질문은 1순위 0.5점, 2순위 0.3점, 3순위 0.2점으로 가중치를 부

여하여 점수화한 후 단답형과 같이 분석함

○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가 보험산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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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조사 결과

1. 코로나19 및 경제 환경

○ 대부분의 CEO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

쳤다고 답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84.0%의 CEO가 코로나19 확산이 성장성에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생명

보험 CEO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 수익성 측면에서는 56.5%의 CEO가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손해보험 CEO들  

중 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20년 보험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차량운행 및 의료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자동차보

험, 건강보험 등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남

<그림 Ⅱ-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사의 영향 정도

(a) 성장성 (b) 수익성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코로나19 종식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022~2023년으로 단기 종식을 예측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이 3~5년 정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상당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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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정상화 시점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경제 정상화 이후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생명보험 CEO를 중심으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적었던 손해보험 CEO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경기 정상화에도 수익성

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수적으로 평가함

<그림 Ⅱ-3> 경제 정상화 후 회사 전망

(a) 성장성 (b) 수익성

주: 1)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2) 무응답은 손해보험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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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보험회사 CEO들은 시중금리 상승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상승폭은 소

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금리상승이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함 

∙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 성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혼재됨

- 금리 상승 시 예정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투자형 상품의 경우 금융시

장 약세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투자영업 이익 증가와 이차역마진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

부분의 CEO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함

<그림 Ⅱ-4> 금리 상승에 따른 회사의 영향 정도

(a) 성장성 (b) 수익성

 주: 1)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2) 무응답은 손해보험 1명임 

2. 디지털화와 경쟁 환경

○ 각 보험회사의 디지털화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보험산업 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보험산업을 넘어선 사업모형을 구상한다는 진취적인 응답도 많았음

∙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데이터의 디지털화 또는 프로세스의 단순 자동화와 같은 낮은 수준에

서 기존 사업모형 개선, 보험업 내 새로운 사업모형 탐색, 보험산업을 넘어선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전환 

등 보다 고도화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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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디지털화 목표 수준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향후 3년 내에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경쟁력을 보이

거나 기존 보험산업과 공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CEO들이 많았음

∙ 특히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CEO들이 상대적으로 빅테크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적 인보험 영역에서 빅테크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됨

○ 디지털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독상의 문제점은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CEO들은 과도한 경쟁심화, 시스템 리스크, 고령층 금융소외문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시장의 저성장과 계약자층의 고령화 등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그림 Ⅱ-6> 빅테크의 영향력 

(a) 향후 3년 내 영향 정도 (b) 보험시장 진입 시 감독당국 고려 사항(순위형)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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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G와 MZ세대의 부상

○ ESG 각 항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손해보험 CEO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큰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이유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운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 CEO가 상대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 인식이 높았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험종목이 많고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담보축소 등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

으로 보임

<그림 Ⅱ-7> ESG 경영 중요도

(a) E(환경) (b) S(사회) (c) G(지배구조)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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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 정도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MZ세대의 부상이 향후 2~3년 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세대변화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

으로 해석됨

∙ 생명보험 CEO들은 MZ세대 부상이 보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MZ세대의 생활패턴과 가치관이 개인 생명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한편 MZ세대의 부상은 보험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 요구 

등 간접적으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선 설문결과를 감안할 때 보험산업은 아직

까지 MZ세대의 부상을 보험수요 측면에서 한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MZ세대가 미래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이미 보험에 가입한 기존 소비

자에 대한 신뢰제고 노력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그림 Ⅱ-9> MZ세대 부상이 향후 2~3년 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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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전략과 제도변화

○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순으로 나타나 보장성

보험 영역이 여전히 주요 상품전략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보장성보험 확대에 나서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

단되며, 특히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함께 변액보험에 집중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장기인보험이 가장 많았고 기업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이 일부 선

택되어 손해보험 또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주요 성장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경우 다양한 상품을 꼽은 생명보험과 달리 주력상품이 장기인보험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3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경쟁 확대를 예상할 수 있음 

<그림 Ⅱ-10> 향후 2~3년간 주력 상품전략(순위형)

(a) 생명보험 (b) 손해보험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 신사업영역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소액단기보험, 종합금융서비스 

순으로 선택됨

∙ 건강관련 영역이 신사업 영역으로 많이 선택된 것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건강보장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분야가 신사업분야인 예방 및 관리서비스와 밀접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건강관련 분야 이외의 영역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 소액단기보험, 종합금융서비스 등이 꼽혔는데, 이 

중 종합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 보험영역 밖의 영역에 대한 확장 니즈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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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합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이 보험산업을 넘어서는 영역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CEO들의 경우 신사업 확장에 있어 디지털의 활용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Ⅱ-11>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신사업영역(순위형)

           주: 1)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2) 무응답은 생명보험 2명, 손해보험 1명임

○ 2021~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신사업 추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해외시장 진출이나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2> 2021~2022년 중 우선순위 분야(순위형)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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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제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한 경우도 있었음

∙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 CEO 중 3명이 생명보험으로, 생명보험은 장기부채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제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3> IFRS17, K-ICS에 대한 대응 정도

                                                                                                                          주: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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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시사점

○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예상함 

∙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보험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쳤다고 

답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종식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022~2023년으로 단기 종식을 예측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생명보험 CEO를 중심으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중금리에 대해서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소폭의 상승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성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화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보험산업 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보험산업을 넘어선 사업모형을 구상한다는 응답도 많았음

∙ 향후 3년 내 빅테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험시장의 일부 영역 진출에 그치거나 기존 보험회사

들과 공존하는 수준으로 전망함

∙ 디지털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독상의 문제점은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

터 및 기술 독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경쟁,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ESG 중 사회적 책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MZ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ESG 각 항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S)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문제(E)에 대한 관심은 손해보험 CEO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MZ세대의 부상이 향후 2~3년 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는 세대변화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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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

역이 주를 이룸

∙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순으로 나타나 보장성보험 영

역이 여전히 주요 상품전략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장기인보험이 가장 많았고 기업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이 일부 선정되어 

제3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사업영역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종합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이 고루 선택됨

○ 2021~2022년 중 우선순위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

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등이며, IFRS17과 K-ICS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

∙ 보험회사들이 아직까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전략(신상품 개발, 신사업 추진)보다는 단기적인 현안(판매

채널 경쟁력,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또는 효율성 제고 측면의 중기적인 현안(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2023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제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는 평가가 77.0%로 지배적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

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

로 나타남

∙ 보험회사들은 디지털화를 무기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사업영역 안에서는 건강보장을 

확대하는 생존전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영역 이외에도 보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기존 계약자에 

대한 신뢰제고를 넘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보험산업의 긍정적 인식제고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험회사는 장기생존 전략과 함께 다양한 현안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

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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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문항

가. 경제 환경 변화

1.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정상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ü 해주세요)

   ① 2021년 내     ② 2022~2023년     ③ 3~5년 후     ④ 5~10년 후

2. 코로나19 확산이 귀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3. 경제 정상화 후 귀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4. 2022~2023년 금리 상승의 지속성과 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① 단기 현상/대폭 인상      ② 단기 현상/소폭 인상   

   ③ 장기 현상/대폭 인상      ④ 장기 현상/소폭 인상

4-1. 금리 상승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성장성

수익성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성장성

수익성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성장성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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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화 대응 

5. 귀사의 디지털화 목표는 어느 수준이십니까?

   ① 기존 데이터의 디지털화     

   ② 프로세스의 단순 자동화

   ③ 기존 사업모형을 개선      

   ④ 보험업 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전환

   ⑤ 보험업을 넘어선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전환       

6. 향후 3년 내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영향 없을 것임        

   ② 특정상품 및 세대에 국한한 시장 점유

   ③ 기존 보험회사와 공존하며 경쟁

   ④ 보험시장을 주도할 것임

7. 디지털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입 시 감독당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② 데이터 및 기술 독점     ③ 과도한 경쟁심화

   ④ 시스템리스크           ⑤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⑥ 고령층 금융소외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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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Z세대 부상과 사회적 요구

8. MZ세대 부상이 향후 2~3년 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보험회사에게 ESG경영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현재까지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제고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1.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이 추가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비자 접점 확대      ② 서비스 품질 제고   ③ 개인정보보호 강화     

   ④ 소비자불만 해결       ⑤ 불완전판매 근절    ⑥ 사회적 책임 강화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매우 미흡함 다소 미흡함 보통 노력하고 있음 매우 노력하고 있음 

영향 없음 미미한 영향 제한적 영향 상당한 영향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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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전략과 제도변화

11. 향후 2~3년 간 주력 상품전략은 어떻습니까? 

    A) 생명보험 

   ① 종신보험  ② 건강보험  ③ 연금보험  ④ 저축보험  ⑤ 변액보험  ⑥ 퇴직연금

    B) 손해보험 

   ① 장기인보험  ② 장기물보험  ③ 자동차  ④ 기업종합  ⑤ 배상책임  ⑥ 기타일반

   * 주: 1) 기업의 단체상해보험은 기업종합에 포함

        2) 기타일반은 화재, 해상, 기술, 비용보험 등

12. 신사업영역 중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관리 서비스       ② 간병·요양 서비스      ③ 소액단기보험    

   ④ 종합 금융서비스       ⑤ 신탁업 강화          ⑥ 마이데이터 사업

   ⑦ 기타 의견 (                                               )

13. 2021~2022년 중 귀사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① 디지털 전환          ②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③ 신상품 개발

   ④ 신사업(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추진                ⑤ 해외시장 진출

   ⑥ 소비자 보호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⑦ IFRS, K-ICS 선제적 대응  

14. 2023년 시행예정인 IFRS17, K-ICS에 대한 귀사의 대응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sjkim@kiri.or.kr, yumi_kim@kiri.or.kr

평균 이하 보통 수준 상대적으로 잘 진행 중 업계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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