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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험소비자 선호도

1. 보험상품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가. 보험 상품별 향후 가입 의향

○ 향후 보험가입에 대한 의향을 질문한 결과 1년 마다 주기적으로 갱

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건강보험(24.2%)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종신보험(20.8%), 연금보험(18.8%), 저축성

보험(16.7%), 상해보험(15.0%), 통합보험(6.5%), 종합보험(7.9%)의 순으

로 조사됨.

- 이 결과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종신보험 및 

종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소폭의 증가율을 보임.

- 다만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 이외의 보험상품 가입에 대해서

는 “여유가 있으면 가입”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가형 상품 및 틈새시장 특화상품 등으로 잠재적인 수요를 현실

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한편 건강보험 가입 의향은 전년도 19.3%에 비하여 24.2%로 약 5% 

가량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가

입 선호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대 세대주의 가입 의향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젊은 세대들의 건강 및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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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년이내
가입

3년이내
가입

여유가
있으면
가입

가입의향
없음

종합결과

의향있음 의향없음

자동차보험 70.7 2.1 5.3 22.0 78.0 22.0
종신보험 3.1 3.3 14.4 79.2 20.8 79.2
건강보험 4.6 5.5 14.1 75.8 24.2 75.8
변액보험 0.6 2.2 5.9 91.3 8.7 91.3
연금보험 1.0 2.7 15.2 81.2 18.8 81.2
저축성보험 1.5 1.6 13.6 83.3 16.7 83.3
상해보험 1.9 2.6 10.5 85.0 15.0 85.0
종합보험 1.1 1.1 5.8 92.1 7.9 92.1
통합보험 0.6 0.8 5.1 93.5 6.5 93.5

<표 Ⅴ-1> 보험상품별 향후 가입 의향 (%, N=1200)

○ 보험 가입 의향을 응답자 계층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세대주 

특성이 40대(83.3%), 화이트칼라(83.7%), 학력수준이 높을수록(중

졸이하:52.4%<고졸:76.6%<대재이상:84.6%),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

상(86.3%) 고소득층에서 높았고, 건강보험은 세대주 특성이 20대

(40.9%), 화이트칼라(28.3%), 월 평균 소득 100~150만원(33.3%)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 전반적으로 20대 세대주의 보험가입 의향이 높은 것은 연령대가 

높은 세대주에 비하여 보유계약이 적거나, 노후 및 지속적인 수

입에 대한 불안을 금융상품 및 보험가입을 통하여 보장받고자 하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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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사례수 자동차 종신 건강 변액 연금 저축성 상해 종합 통합

(1200) 78.0 20.8 24.2 8.7 18.8 16.7 15.0 7.9 6.5
◐세 대 주 연 령 별◑20 대30 대40  대 50 대 이 상

(132)(360)(366)(342)

68.282.883.371.1

40.224.418.612.0

40.922.525.118.4

17.4 9.2 8.5 5.0

31.121.116.714.0

22.018.616.412.9

21.218.613.110.8

13.6 8.6 6.6 6.4

4.57.27.95.0
◐세 대 주 직 업 별◑

화 이 트 칼 라
블 루 칼 라
자 영 업
농/축/수 산 업
주 부
무 직 / 기 타

(417)(269)(428) (41) (26) (18)

83.766.283.668.361.538.9

24.925.315.914.6 7.711.1

28.324.520.626.819.211.1

11.5 7.4 7.9 2.4  .0 5.6

20.122.717.1 9.8  .022.2

17.514.118.914.6 3.8 5.6

19.913.811.717.1 7.7 5.6

  9.8 7.8 6.312.2 3.8  .0

  8.4 4.1 6.312.2  .0  .0
◐세대주 교육 수준별◑

중 졸 이 하
고 졸
대 재 이 상

(103)(578)(518)
52.476.684.6

12.621.122.2
21.425.823.0

  1.9 8.110.6
12.619.419.5

  6.819.715.3

  7.816.814.5

  7.8 7.1 8.9
2.96.27.5

◐월 평 균 소 득 별◑100 만 원 미 만100 - 150 만원미만150 - 200 만원미만200 - 300 만원미만300 - 400 만원미만400 만 원 이 상

 (41) (87)(167)(424)(317)(160)

24.463.264.784.083.686.3

 9.823.027.521.919.615.0

14.633.326.923.824.318.8

  2.4 4.6 6.6 8.010.113.8

12.211.523.419.118.320.0

  2.414.915.019.116.118.1

  7.318.413.215.814.516.3

 7.317.2 6.0 9.4 4.4 8.1

  .0 9.2 1.2 6.1 6.912.5

<표 Ⅴ-2> 계층별 보험상품별 향후 가입 의향(%)

나. 보험상품별 선호 가입 경로

○ 상품별로 선호 가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보험설

계사를 통한 가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존의 보

험상품 가입경로와 비교하여 봤을 때 보험상품별 특성에 따라 선호

하는 가입경로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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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경우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보험

에 가입한 경우가 4.8%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선호하는 가입경로

에 대해서는 13.0%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라고 응답함.

○ 현재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 및 증권회

사, 저축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경우도 보험설계사

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 가입경로에 비하여 33%가량(85.2%→52.0%) 하

락한 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선호도는 손해보험 14.3%, 생명

보험 6.3%에서 30.0%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변액보험상품 역시 방카슈랑스를 통한 상품구입 선호도가 12%가

량 증가(2.6%→14.4%)하였음.

구  분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

보험사
인터넷

통신
판매

공제
조합

우체국 홈쇼핑
은행,
증권

기타

자동차보험
(N=936) 75.5 7.6 1.1 13.0 1.2 0.1 0.1 0.4 1.0 -

종신보험
(N=250) 73.6 0.4 1.2 12.4 0.8 0.4 0.8 4.0 6.0 0.4

건강보험
(N=290)

65.5 1.4 1.7 12.8 0.7 2.4 2.1 8.6 4.1 0.7

변액보험
(N=104) 71.2 1.9 - 8.7 1.0 - - 2.9 14.4 -

연금보험
(N=226) 68.6 0.4 1.8 10.2 1.3 1.3 1.3 3.1 11.9 -

저축성보험
(N=200)

52.0 1.0 1.0 4.0 0.5 6.5 3.0 1.5 30.0 0.5

상해보험
(N=180) 67.8 2.8 - 8.3 2.8 2.8 1.7 8.3 5.6 -

종합보험
(N=95) 63.2 3.2 1.1 8.4 1.1 5.3 2.1 4.2 11.6 -

통합보험
(N=78)

60.3 1.3 - 9.0 1.3 3.8 1.3 7.7 15.4 -

<표 Ⅴ-3> 보험상품별 선호가입 경로 (%, N=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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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

나, 향후 보험가입자들의 상품구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상품별 특

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됨.

-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및 연금보험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상품 구매가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동차보험, 종신보

험, 건강보험 등은 보험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보험

상품 구매가 선호되고 있는 등 보험상품의 구입경로가 다양한 채

널로 확대 및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보험상품별 가입경로 선호 이유

○ 상품별로 선호 가입경로 선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

서 가입의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음. 특히, 자동차보험

의 경우 가입의 편리성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호가입경로 조사와 연결하여 분석해 보았

을 때 보험회사 및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 이유

에 대한 해석이 가능함.

○ 다음으로 권유자와의 친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

로 높게 나타난 반면, 친절/서비스, 시간 절약과 같은 특성은 가입

경로를 선호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보험료가 높고 투자 성향이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

축성보험과 같은 상품에서는 전문성, 정보획득 용이성과 같은 이유

가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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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입
편리

가격
저렴

정보
획득용이

전문성
시간
절약

친분
때문에

친절/
서비스

기타

자동차보험
(N=936) 42.0 15.0 4.2 2.8 1.8 29.6 4.7 -
종신보험
(N=250)

31.2 11.2 17.6 12.8 2.0 22.0 2.8 0.4
건강보험
(N=290) 34.8 17.2 14.8 9.3 5.2 15.9 2.1 0.7
변액보험
(N=104) 26.9 15.4 8.7 18.3 1.0 25.0 4.8 -
연금보험
(N=226)

34.5 13.7 11.9 14.6 2.7 16.4 6.2 -
저축성보험
(N=200) 39.0 3.5 15.0 17.0 2.0 18.0 4.0 1.5
상해보험
(N=180) 35.6 18.9 8.9 8.3 3.9 21.7 2.8 -
종합보험
(N=95)

33.7 18.9 12.6 10.5 3.2 17.9 3.2 -
통합보험
(N=78) 34.6 12.8 11.5 21.8 - 15.4 3.8 -

<표 Ⅴ-4> 보험상품별 가입경로 선호 이유 (%, N=1200)

2. 보험회사 선택기준

가.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

○ 보험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보장내역 대비 

가격의 저렴성을 60% 이상(64.0%)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45.7%), 보험회사의 인지도(41.9%), 서비스

(25.1%), 친분 있는 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16.7%), 구매의 편리성

(5.7%) 순으로 조사됨. (1+2순위 기준)

- TV홈쇼핑, 방카슈랑스 및 인터넷 등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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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들이 상품에 대

한 정보습득이 용이해지면서 보험회사와 보험상품 선택 시 고려

되는 사항들이 보다 실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질문되었던 “거래하고 싶은 

보험회사 선호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안정성, 둘째 회사규모, 

셋째 설계사와의 친분으로 조사되었던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음.

0.1

5.7

0.12.2

8.2

41.1

21.0 19.3

8.2

16.7

25.1

41.9

64.0

45.7

0

20

40

60

80

보장내역

대비

가격의

저렴성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보험회사

인지도

서비스 친분있는

설계사의

회사

구매의

편리성

없다

1순위 1+2순위

<그림 Ⅴ-1>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복수응답, %, N=1200)

○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군지역의 경우 가격의 저렴성이라는 응답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사인지도에 대한 고려(19.4%)가 상당

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라는 응답은 20・30대(20대 48.6%,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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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화이트칼라(47.0%), 주부(47.1%)에서 높고, 보험회사의 인지도

라는 응답은 대도시(46.9%), 50대이상(45.6%) 고연령층, 자영업자

(45.2%),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47.5%)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 연령대별 특징으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친분 있는 설계사의 회사

를 선택 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

대 이상의 세대주의 경우 가격의 저렴성 다음으로 회사 재무건전성

보다는 회사 인지도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
사례수

가격

저렴성

재무

건전성

회사

인지도
서비스

친분

설계사

회사

구매

편리성

(1200) 64.0 45.7 41.9 25.1 16.7 5.7
◐거 주 규 모 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군 지 역

(574)(482)(144)
61.365.470.1

44.648.341.0
46.942.719.4

23.324.733.3
18.311.826.4

4.26.49.0
◐응 답 자 연 령 별◑20 대30 대40  대 50 대 이 상

(148)(406)(352)(294)
68.967.561.459.9

48.649.045.240.1
41.938.942.345.6

24.326.627.621.8
9.512.818.823.1

6.84.94.08.2
◐응 답 자 직 업 별◑

화 이 트 칼 라
블 루 칼 라
자 영 업
농/축/수 산 업
주 부
무 직 / 기 타

(230)(241)(356) (31)(333)  (8)

63.563.962.664.565.862.5

47.045.643.545.247.150.0

40.044.445.219.440.525.0

31.722.424.729.021.950.0

10.917.418.022.618.312.5

6.15.04.819.45.70.0
◐월 평 균 소 득 별◑100 만 원 미 만100 - 150 만원미만150 - 200 만원미만200 - 300 만원미만300 - 400 만원미만400 만 원 이 상

 (41) (87)(167)(424)(317)(160)

48.865.566.566.363.759.4

43.943.750.943.447.644.4

43.939.138.938.945.447.5

29.328.728.726.422.120.6

19.510.313.216.318.020.0

7.312.61.87.33.26.3

<표 Ⅴ-5> 계층별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복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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