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tructural changes - low economic growth rate, low-interest rate, population 

aging - make the innovation of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evitable. Low 

economic growth and low-interest rates will continue due to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rate. COVID-19 accelerated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ise of the MZ 

generation fundamentally shifts insurance demand. The emergence of Big Tech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industries require the insurance industry to reassess 

its competencies. Despite the difficulties facing the insurance industry, there is 

insurance where there is a risk. The structural changes, which are unfavorable to 

the insurance industry,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growth if insurers approach 

with new perspectives and paradigms.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should 

fundamentally change its way of thinking and keep innovating to sustain the 

industry.

First, insurers need to expand internationally and beyond traditional insurance to 

improve growth and implement alternative investments to enhance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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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As low economic growth leads to the low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going global is indispensable. To succeed in international expansion, 

insurers should utilize digital technologies and be able to tolerate failures. Insurers 

must actively seek new revenue sources that can generate synergy with traditional 

insurance businesses from the health care industry, the ‘myData’ industry, and the 

trust industry. Also, they should diversify their investment portfolio towards 

alternative investments. The Korean New Deal policy can be an alternative 

investment opportunity for insurers.

Second, the insurance industry and public sectors should collaborate to close the 

protection gap between total losses and insured losses; and cope with a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and an increase in disaster risk.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retirement income management, life insurers have to provide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services. To respond to increasing disaster risks such as 

pandemics, climate change, and cyber attacks, non-life insurers need to strengthen 

their risk management capacities in harness with the academia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Third, as digitalization and the MZ generation transform consumers’ behaviors and 

expectations, insurers must design products and adapt suitable distribution channels 

according to the change; while mitigating potential consumer detri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Digitalization will boost product competition by making product 

comparison easier. Therefore, insurers should enhance their product development 

competencies. To protect consumers from potential harm, we need to focus on 

helping consumers obtain the information they need rather than adding complex 

regulations. 

Fourth, digitalization blurs the borders and the lines among industries and reshapes 

the competitive landscape. Therefore,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assess its core 

capability and cooperate with other sectors. While traditional distribution channels 

were crucial to selling insurance in the past, to sell insurance only with a mobile 

channel is possible, and noninsurers - such as IT companies - enter the insurance 

business today. Considering Big Tech companies’ capacity to collect and analyze 



data, insurers should find ways to obtain competitive advantages over Big Tech 

companies in FinTech or to strategically collaborate with them if it is challenging to 

compete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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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개요

¡ 일시: 2021년 3월 5일(금), 14:00~16: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YouTube를 활용한 온라인 중계 동시 진행)

¡ 주최: 보험연구원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14:00   개     회

14:00~14:10

  기조발표 

   보험산업의 미래와 대응

     -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14:10~14:40

  주제발표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

     -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14:40~14:50   휴     식

14:50~16:30

  패널토론

   ◼사   회 : 장동한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보험학회장 회장)

   ◼토론자 :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민기식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욱 (금융감독원 국장)

                  (토론순)

16: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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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토론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 현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산업이 맞이하는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보험산업

은 공보험의 대안으로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Ÿ 공보험은 중첩세대모형 구조의 산업으로 공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출산율이 지속되어야 하는

데, 국내 출산율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출산율이 크게 상향되지 않는 한, 향후 멀

지 않은 시일 내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공보험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Ÿ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찾을 수 있음

Ÿ 단, 이를 위해서는 민영보험이 공보험의 대안으로서 소비자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소

비자들의 신뢰와 선택이 선행된다면 정부 또한 민영보험이 공보험의 대안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여러 제도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 실손보험, 실업보험 등 다양한 영

역에서 민영보험이 공보험의 대안으로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음

Ÿ 민영보험이 공보험의 대안 역할을 하는 영역의 예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지만 사회보험으로 분류되고, 국민들에게 다른 어느 국가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연금의 경우, 장수리스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필요 시 수시로 인출 가능한 상품을 만들거나 수익률을 개

선할 수 있음

Ÿ 건강보험의 경우 공보험에서는 보장이 제한되는데 반해, 민영보험에서는 미래가치가 높은 건강관리 서비

스까지 제공할 수 있음

Ÿ 단, 이 경우 민영보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기보다는, 그 토대가 되는 실

손보험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Ÿ 실업보험 또한 현재 공보험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시장에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매칭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

¡ 변화와 위기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생겨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마련으로, 이러한 상황

에서 낙관주의자가 될 것인지, 비관주의자가 될 것인지는 보험산업에서 결정하겠지만, 새로운 환

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개혁이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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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이 이슈가 된 데 반해, 지금까지 보험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적인 변화는 크지 않은 편임

Ÿ 지금까지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이 크게 이슈된 데 반해,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채널의 디지

털라이제이션 등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음

Ÿ 그 이유는 이러한 변화들(예컨대 인증, 결제, 마이데이터, 핀테크 제반 인프라 등)이 주로 보험권 밖에서 

일어났고, 큰 기업들이 이제 막 보험산업에 진입한 단계이기 때문임

¡ 그러나 향후 보험권 영역에서 일어나는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의 변화, 그리고 MZ세대의 등장 

등은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Ÿ 기존에 보험권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보험권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환경에 익숙

한 MZ세대가 본격적인 보험소비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향후 보험산업에 큰 영향과 변화를 이끌 수 있음

Ÿ 혁신은 기존의 여러 변화의 조짐들이 존재하다가 여러 조건들이 충족될 때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S커브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인슈어테크의 경우 S자의 아래 부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제반조건

들이 형성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

¡ 현재 보험산업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위험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

Ÿ 위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산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사회에도 보험산업은 지속될 것임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산업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현재 위험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Ÿ 위험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통제 밖 문제이지만 변화된 위험에 대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험산업의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음

민기식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고객니즈 변화 등에 따라 보험산업도 변화를 고민해야 함

Ÿ 기존의 설계사를 통한 보험영업은 대면을 특성으로 하고 유통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업계는 과연 

MZ세대가 대면영업과 높은 유통비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Ÿ 또한, 종합자산관리의 방향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겸영화에 대한 화두에서, 보험이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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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항상 적자이고 장기보험에서 나는 이익으로 손해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

기보험 고객에게 자동차보험 손해가 전가되는 구조인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Ÿ 미국의 경우, 자동차, 건강, 연금, 생명 등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해당 분야의 고객에게 적절한 분담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오랫동안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복잡한 제도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임

Ÿ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객설명을 강화하고 약관을 쉽게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약 30년 동안 

반복된 논의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듦

Ÿ 고객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의무가 되다 보니, 정작 고객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설명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

Ÿ 이처럼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복잡한 과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음

Ÿ 따라서, 고객이 정말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은 보험회사와 고객이 

함께 소통하고 학습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화･글로벌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본인 경험상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은 국제화에 

대한 실질적인 허용치가 낮다고 생각되며, 성공적인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인식과 환경 변화가 필요함

Ÿ 해외 보험산업에서는 3개국에 진출해서 1개 국가에서만 성공해도 대단히 잘했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나

라는 1개 국가에서만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여김

Ÿ 예컨대 일본의 보험회사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지만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는 가장 큰 주체가 된 것

처럼,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인식과 환경 변화가 따라야 실질적인 글로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현재 보험회사들

은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Ÿ 미래 1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경영계획을 세울 때 단기적

인 혹은 과거 트렌드적인 경영계획과 발전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향후 보험업계의 큰 도전

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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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지역적인 영역, 업권별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탈영역화가 큰 

변화요인이 될 것임

Ÿ IT기술 기업들이 보험업계에 진출할 수 있고, 외국 보험회사들도 국내에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보험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Ÿ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 보험회사나 외국 IT기업이 국내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한국에 보험회사가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변화하고 있음

Ÿ 예컨대, 은행 지점 수가 매년 4%씩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인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벌써 시장 내 많은 디지털소비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우리 자신 또한 디지털화되

었다는 증거임

Ÿ 보험업계 또한 소비자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현재 업계의 영업과 운영 구조에서 오프라인 영업 축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논의하고 새로운 영업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함

¡ 코로나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공급자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Ÿ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성 

악화 우려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지 않음

Ÿ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업 자체는 지속가능하겠지만 기존 국내 보험산업

의 지속을 위해서는 경영계획 혁신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이문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

¡ 최근 글로벌 시장에는 팬데믹, 이상기후 등과 같은 많은 위험요인이 있지만 이러한 위험요인은 

반대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Ÿ 최근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업휴지, 행사취소 리스크 등을 전담하는 민간보험의 손실이 큰 것이 사실임

Ÿ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손실을 만회하고 실질적

인 운영여건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요율 인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 내 작년 4분기의 

요율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Ÿ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추가자본이 투입되고 있고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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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보험연계증권과 같은 IRS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시장의 경우, 일반보험시장에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Ÿ 최근 10년 내 국내 손보시장 평균 성장률(7.3%)은 글로벌시장(6.9%)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영역을 좁혀보면 평균 성장률(5%)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음

Ÿ 이는 국내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쉬운 방향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꾸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국내 일반보험시장에 아직 사업 가능성이 많이 남

아있다는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함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① 보험회사 내부 관리체계의 선진화, ② 일반보험산업에 대한 학계·연

구계의 연구, ③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함

¡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함

Ÿ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단기매출, 손익에 집중한 편으로 변동성이 있는 비즈니스에서 단기적인 성과가 낮

으면 철수하는 행태가 반복됨

Ÿ 그러나 글로벌보험회사는 단기손익이나 매출보다는 중장기 자본효율 극대화 측면으로 KPR을 운영하고 

있음(예컨대, 3년 내지 5년 정도의 평균 ROE를 바탕으로, 단기의 손익변동에 대해서는 인내함)

Ÿ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금리인하 등 자산운용효율이 떨어지면서 한 자릿수의 ROE를 

기록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진보험회사들은 여전히 두 자리 수의 ROE를 유지하고 있음

Ÿ 따라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는 리스크테이킹 운영 역량, 프라이싱, 언더라이팅의 선진화, 고도화를 이루

어야 함

¡ 학계·연구계에서도 일반 보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

Ÿ 농작물, 풍수해, 환경오염배상 등 정부주도의 제도성 시장이 확대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팬데믹, 기상이

변, ICT 변화 등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확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Ÿ 현업에 있는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발전을 위한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Ÿ 현재 RBC, ICS 등 자본확충력 관련 제도들이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리스크풀링을 할 필요가 있음

Ÿ 현재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연간 1조 원 정도의 출재보험료가 해외로 나가고, 이 중 약 50% 정도,  

즉 5천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국내 보험회사들이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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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결국 보험료 할인, 혹은 새로운 리스크테이킹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위한 여러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Ÿ 금융위 발표(2021. 3. 2)에서 알 수 있듯이, 감독기관 또한 보험회사들이 놓인 현실을 인지하고 선진화 

방향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업에 있는 보험회사들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발표자께서 강조하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함

Ÿ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할 때는 현상보다는 본질에,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보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와 같이 본질에 집중해야 함

¡ 발표자께서 소비자보호, 소비자신뢰를 강조하셨는데, 본 토론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신자본규

제와 가격·상품규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신자본규제

Ÿ 신자본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보호이며, 중간목표나 부산물로서는 부실한 보험회사의 덤핑을 방지

하여 공정경쟁과 부실한 보험회사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는 것임

Ÿ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신자본규제 로드맵은 그러한 목적을 따라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실

행에 있어서 소프트닝을 염두에 둔 것 같음

Ÿ 그 원인을 저금리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대할 때일수록 훨씬 진중

하고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Ÿ 지금 제시된 로드맵이 조금 더 근본에 다가갈 필요가 있고, 근본에 다가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Ÿ 향후 IFRS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취지도 결국 소비자보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견지해야 할 것임

¡ 가격·상품규제 

Ÿ 과도한 보험료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아니고, 시장경쟁과 자본규제에 맡겨야 되

는 것임

Ÿ 그러나 감독당국의 개입을 무조건 막는다면, 현재 소비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미래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과연 자본규제에만 맡겨둘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함

Ÿ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자본규제와 함께 상품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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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높다고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낮다고 질책하는 감독체계도 필요함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보험업에 불어오는 경영환경 변화는 금융환경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임을 인지하고 보헙업 밖에

서, 즉 전체 금융시장의 시각에서 보험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① 저성장, ② 저금리, 

③ 고령화, ④ 디지털화 등)이어서 결국 향후 뉴노멀로 굳어질 것이며, 보험회사의 경영도 이러

한 변화에 맞춰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함

¡ 저성장 이슈

Ÿ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며, 선진국, 성숙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더 이상 고도성장하기는 어

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되었음

Ÿ 이에 따라 국내의 보험업도 더 이상 고도성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해

외진출이 필요할 것임

¡ 저금리 이슈

Ÿ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저금리 현상이 가속화되었지만,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상

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Ÿ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어려움을 겪는데, 투자 수익률 하락, 재무건전

성 악화, 특히 보험회사는 2차 역마진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결국 전통적 자산보다는 대체

투자로 시선을 돌리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함

Ÿ 성공적으로 대체투자를 하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Ÿ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을 대체투자 방안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고령화

Ÿ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보험회사에게 리스크 요인이면서 동시에 보험 수요 증가 요인이기 때

문에, 보험회사는 이에 대하여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디지털금융 확대

Ÿ 디지털금융 확대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핀테크, 빅테크

가 금융업에 등장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금융, 비대면금융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별 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Ÿ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아직 대면영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2019년 생보사 실적의 98%, 손보사 

실적의 88%가 대면채널에 의존함)

Ÿ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오프라인 설계사에 의존하는 현재의 영업구조를 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는 현실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Ÿ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자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서비스부터 시작한 후, 

대출, 자산관리, 보험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해가는 패턴을 보이며,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패턴

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함(최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허용함)

¡ 이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금융업, 특히 보험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 본질은 정

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보험회사들이 빅테크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지 고민해야 함

Ÿ 보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성정보는 물론, 

연성정보까지 가능한 한 많은 피보험자의 정보를 수집함

Ÿ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연성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오랜 대면영업을 통해 이러한 연성정보를 얻는데 강점이 있었음

Ÿ 그러나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연성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조차 빅테크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려움

Ÿ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빅데

이터에 모은 후 AI, 머신러닝 등을 통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보다 고객 리스크를 정확

하게 평가하고 더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Ÿ 핀테크,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있어서, ‘해당 기업들은 비금융회사라서 보험회사보다 느슨한 규

제를 받는다’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와 같은 불만이 있지만, 과연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보험회사들이 빅테크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금융업, 보험업도 결국 정보가 중요한 산업인데 

정보의 수집과 분석 능력에서 빅테크 기업보다 경쟁력 있겠는가를 고민해야 함

¡ 결론적으로 ① 저성장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해야 하며, ② 저금리 대응으로 다른 투자상품을 

찾아야 하고, ③ 디지털금융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혹은 경쟁력

을 갖기 어려우면 이들과 어떻게 제휴하고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등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략

적으로 고민해야 함

이창욱 (금융감독원 국장)

¡ 최근 환경 변화로 인한 보험산업 위협은 확대되었으나 되돌아보면 위협요인은 언제나 존재해 왔

으며,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볼 때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위기 속에서도 잘 성장해 왔음



별 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 코로나19로 야기된 우리 사회와 생활양식의 많은 변화들은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과거의 모습

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포스트코로나가 아니라 위드코로나 상황하에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코로나19에 따라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는 크게 네 가지(① 정보 투명성 제

고, ② 효율성 제고, ③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④ 진입장벽 완화)로 구분해 볼 수 있음

Ÿ 정보 투명성 제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정보 비대칭성이 상당히 

완화되어, 보험소비자는 보험을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Ÿ 효율성 제고: 판매 과정, 민원처리 과정, 언더라이팅 과정, 보험금지급 과정 등에 AI, 빅데이터 등이 활

용되면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바뀔 것임

Ÿ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변화된 환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험(예컨대, 사이버리스크)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고, 영업의 범위가 위험보장에서 위험관리로 확장되며, 향후 맞춤형 보험상품이 일반화될 것임에 따

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임

Ÿ 진입장벽 완화: 과거에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온라인 채널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하고, 각종 IT기업 등 비보험회사들도 보험업에 진입하고 있으며(카카오나 네이버도 

보험사업자로 준비하고 있음), 새로운 기술로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해질 것임

¡ 보험회사들이 이상의 네 가지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며,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Ÿ 보험회사들의 상품경쟁력 확보: 디지털화로 인하여 상품정보 비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타 사･타 

업권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 고유의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도 활발히 개발해야 함

Ÿ 저비용 고효율의 판매채널 구축: 최근 판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체코, 네덜란드, 폴란드 

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함

Ÿ 새로운 사업모델과 신규 수익원 적극 발굴: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본질적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

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에서 신규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Ÿ 타 업권이나 해외로 적극 진출: 신탁업 같이 보험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권과 협력하여 타 업권으

로 진출하거나, 디지털화로 해외진출 장벽이 낮아진 만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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