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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보험의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신기술이  보험  판매  방식에  조용한  혁명을 
가져다주며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 첨단  기술과  빅  데이터는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상호  작용  
방법을  바꿈으로써  전통적인  보험  판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 보험  중개인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와  취향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강력한  브랜드  및  기술적  역량을  갖춘  
보험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취리히 ,  2014 년  5 월  14 일  — 스위스  재보험의  최근  시그마  연구  
“보험업계의  디지털  판매”에  따르면  기술은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상호  작용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  여러  국가들의  연구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에  기반을  둔  상기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소비자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  오늘날  사람들은  보험  중개인의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검색 ,  비교  및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그와  동시에  빅  데이터 (Big Data )의  발전은  
보험회사가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소비자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키고  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디지털로의  전환은  보험회사들을  보다  소비자  
중심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조용한  혁명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다”라고  스위스  재보험의  수석  경제학자  
Kur t  Karl 은  말했다 .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은  여전히  작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온라인  
보험에  관한  통계는  신기술이  보험  판매  절차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Kar l 은  말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온라인  검색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은  보험  자문을  받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  
보험  판매  전  과정에  있어서  집선기 (aggrega tor )  또는  가격비교  
사이트 (PCW) 및  소셜  미디어 (SM)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  본  논문의  
공동  저자인  Ginger  Turner 는  “이제  소비자들은  모바일  및  
텔레매틱스 ( te lemat ics)  기술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보험회사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비교적  단순한  보험  상품들은  온라인  상에서  보다  간단히  
판매되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특히  선진국  시장의  개인  자동차  및  
손해  보험  부문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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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후속 확인 상품 관련 통화  클레임

보고 
소매 지점/ 
은행 

추가 정보 요청 

정기  보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보험 (예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의  
직접  판매도  보편화되고  있다 .  스위스  재보험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  판매가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들에서조차  보험회사들은  직접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기능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  한편  보험  상품  구매  과정은  여러  개의  터치  
포인트 ( touch-po int ;  고객  접점 )로  세분화되고  있다  (그림  1  참조 ) .  
 

그림  1 :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  상품  구매  과정 :  다중  터치  포인트  

 

 

 

 

 

 

 

 

주 :  빨간선은  모바일  광고를  통해  시작된  보험  상품  구매  과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  파란선은  온라인  검색을  통한  보험  상품  구매  과정을  
보여준다 .  

출처 :  “Orac l e 의  Co mple t e  Co mmerce 를  통한  교차  채널  고객  체험의  강화”  
(Orac l e ;  2 012 년 )의  내용에  기반한  스위스리의  경제  조사  및  컨설팅  

모든  보험  업종들이  동일한  디지털  변환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조정  경로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방향만큼은  확실하다 .  즉 ,  궁극적으로  고객들은  원격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보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  불과  
수년사이에  온라인  보험  판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영국  자동차  
시장의  예는  소비자들의  보험  구매  습관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그와  마찬가지로  신흥국  시장의  경우  
혁신적인  모바일  플랫폼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접근을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다 .  

여전히  중요한  보험  중개인  
 
하지만  디지털로의  전환이  보험  중개인의  몰락을  야기하진  않는다. 
기술은  PCW 등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중개인을  낳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개인적  상호작용  및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의  전문적  
자문을  지속적으로  중요시  여길  것이다. 특히, 복잡한  상업, 생명  
및  건강  보험의  경우에  그럴  것이다. 보험  중개인과  보험회사의  
당면  과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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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Big  Data)의  부상  

또한  온라인  보험  판매는  소비자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  접근을  
촉진시키고  빅  데이터라  불리는  예측  분석 (pred ict ive  ana lyt ics )의  
발전을  가져다주고  있다 .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의  욕구 ,  필요  및  
행동에  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보다  표적화된  상품  설계 ,  보험료  책정  및  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고객 중심적 혁신의 중요성 
 
보험  판매에  있어서  기술  주도적  변화는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일부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춰서  보험의  
상품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보험회사들은  보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다 .  

그러나  혁신에  성공하려면  상품  설계  과정에서  실험을  권장하고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가  요구된다 .  그  열쇠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선택  및  
가격  책정  방식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사용해서  보다  고객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첨단 기술과 빅 데이터는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상호 작용 방법을 바꿈으로써 전통적인 보험 판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보험 중개인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와 취향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강력한 브랜드 및 기술적 역량을 갖춘 보험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