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보험모집제도(마케팅)*1)

1. 총괄

가 . 보험모집 관련 법규

보험모집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및 폐기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 전

1945∼1961 일본보험업법 원용

1962 보험업법 제정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제정

1964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제정

197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

1975 점포관리규정 제정

1977 모집인 등록자격시험규정 제정

1978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제정

1980년대
1983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정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폐기)
생명보험 대리점 관리규정 제정

1990년대

1993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점포관리규정 폐기)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폐기)

1995 보험회사 점포운영관리 규정 제정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폐기)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폐기)

1996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제정

1997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 제정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폐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제정

금융감독 관련 제규정 및 지시 폐지(재경부)
1999 통첩·예규 등 지시사항의 폐지(금감원)

2000년대 -

* 산업연구팀 안철경 팀장과 김경환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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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등의 개정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1 : 일본 보험업법이 그대로 원용됨.
1962. 1. 15. 보험업법 제정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제정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제정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자격제 도입

- 보험대리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손해보험모집인제도 도입의 근거규정 신설

(손보 모집인 제도는 1970. 1. 도입)
- 보험중개인 제도를 신설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신고 없이 직접모집 허용

- 한국보험공사 설립(1978. 3. 2. 업무개시)

1980년대
1980. 12. 31.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협회 위임근거 마련

1990년대

1995. 4. 1. 보험업법 개정 시행

- 대외개방,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변화 반영

-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

- 보험모집인 등록제한사유를 신청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

1995. 4. 28.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대리점의 종류구분 및 등록여건을 규정

인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초급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총괄보험대리점)
- 대리점 영업보증금 한도 증액(1천만원 → 1억원)
1995. 4. 29.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대리점 연수과정 평가 및 수료증 교부기관 변경

(보험감독원→보험대리점 연수기관)
- 보험대리점 등록수수료 인상(1만원→2만원)
1997. 2. 17.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신청, 평가시험, 영업보증금 및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관련 규정 신설

1997. 8. 28. 보험업법 개정

- 시험실시기관으로 보험감독원 규정

- 영업보증금의 목적을 손실배상의 보장 으로 명시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신설

- 보험중개인 허가 취소 사유 신설

-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신설

1998. 1. 13. 보험업법 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1998. 2.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삭제 (보험업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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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1990년대

(계속)

1999. 7. 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

-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제한 폐지 : 보험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및 연수

원 연수과정 이수자만 응시가능 규정 폐지

1999. 7. 23.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반영

2000년대

2000. 1. 21 보험업법 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 보험모집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의 장래예상에 관한 기재사항

2000. 3. 24. 보험감독규정 개정

-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

2000. 6. 2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업무위탁

- 보험협회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

- 보험개발원 : 보험중개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시험업무

2000. 9. 5.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규제개혁위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모집 관련 규정 완화

- 대리점의 계약체결 제한을 폐지

- 모집인정착률·보험계약유지율 제고 의무규정을 삭제

나 . 보험모집조직의 형성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61 이전 - 규제 없음

- 사실상 직급위주의 모집제도

1962 - 손보사의 직급

- 생명보험 모집인

- 손해보험 대리점

1978 - 손해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 생보사의 직급 제도 도입

1980년대 1983 - 생명보험 대리점제도 도입 (대리점의 생손보겸영제 실시)

1990년대

1993 - 손해보험 복수대리점 제도 도입

1994 -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제도 도입

1996 -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

1997 - 생명보험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

- 손해보험중개인 제도 도입

1998 - 생명보험중개인 제도 도입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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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험대리점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0의 손해보험
- 풀(p ool)'을 제외하고는 대리점제도가 유일한 손해보험 모집제도

금융기관 대리점과 흥산사(興産社)
해상보험 대리점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손해보험대리점을 법상 모집제도로 인정
- 보험대리점의 등록제 도입
1964. 3. 26.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제정
- 대리점의 등급별자격제를 도입·시행
- 대리점을 일반대리점과 전업대리점으로 구분
1968. 12. 26.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개정
- 일반대리점, 전업대리점 이외에 특별대리점을 추가
1970. 10. 31.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개정
- 일반대리점과 총대리점 2종으로 축소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대리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생명보험대리점제도 도입의 근거규정 신설
1978. 3. 31.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제정
- 손해보험대리점 허가제 도입
- 일반대리점, 특별대리점, 총대리점의 3등급으로 구분

1980년대

1983. 8.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정
- 초급대리점제 도입
-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의 3등급으로 구분
- 총대리점제도를 사실상 폐지
1983. 11. 1. 생명보험대리점관리규정 제정
- 생명보험 대리점제도 시행.
- 대리점의 생·손보겸영제도 시행.

1990년대

1992. 10. 2.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대리점연수생 제도 도입
- 복수대리점 제도 도입
1994. 3. 30. 생명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
1995. 4. 1. 보험업법 개정 시행
-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1995. 4. 28.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공포
- 대리점의 종류구분 및 등록여건을 규정

인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초급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총괄보험대리점)

1996. 3. 29.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생·손보 독립대리점제도 관련 근거규정의 신설
1996. 4. 1.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시행
1997. 4. 1. 생명보험 독립대리점제도 시행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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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보험모집인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0의 생명보험

- 본사의 임·직원을 이용한 단체보험모집 위주

- 보험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도나 자격규제가 없었음.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생명보험모집인을 법상 모집제도로 인정

- 생명보험모집인의 등록제가 도입

1970. 1. 손해보험모집제도 도입

1971. 5. 손해보험대리점운영요강 개정

- 손해보험모집인 등록제 실시

1971. 9.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실시

- 모집인의 사제영수증 사용금지

- 보험증권의 활자를 크게함.(7포인트 이상)
1972. 2. 18. 생명보험모집인 시험제 실시

1977. 4. 7.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시험규정 제정

1977. 6.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시험 실시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자격제 도입

- 모집인의 등록업무는 한국보험공사에서 관장

- 손해보험모집인제도 도입의 근거규정 신설

1980년대

1980. 12. 31. 보험업법 개정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보험협회 위임근거 마련

1982. 1. 1.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보험협회 위임

1986. 4.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등급별, 인격별, 종목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1990년대

1993. 10. 23.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 모집인의 모집범위 확대(모집인의 모집제한종목에서 사업용 자동차

보험 제외)
1993. 11. 1.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 모집관련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전면 흡수

- 규제완화로 경영자율화 확대 : 인·허가기준 완화

- 모집인 등록사무처리규정 등 일부업무 협회 위임

1995. 1. 5. 보험업법 개정(1995. 4. 1. 시행)
- 보험모집인 등록 거부사유를 신청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

1995. 4. 29.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 폐지된 제도

생명보험회사의 사업연도별 경영효율실적과 연계한 모집인 신규

도입인원 제한

보험모집인 최저수당제(월 100,000원)
비가동 모집인의 정리의무

모집인수당 지급기준의 제정 및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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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1990년대

(계속)

1996. 8. 1. 보험모집질서유지에 대한 상호협정 변경

- 보험모집인 금지사항의 명확화

-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의 강화

1997. 3. 1. 생·손보업계간의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 개정

- 모집인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제재금 상향조정

- 협정위반사항에 대한 제소제도의 활성화 조치

1997. 4. 24.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 불공정한 보험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 보험요율 덤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 보험모집조직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2000년대

2000. 1. 21 보험업법 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보험모집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의 장래예상에 관한 기재사항

2000. 6. 15.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보험모집인 스카우트 협정 폐지

2000. 6. 2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협회로의 업무위탁 : 보험모집인 등록업무

2000. 9. 5.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규제개혁위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모집 관련 규정 완화

- 모집인정착률·보험계약유지율 제고 의무규정을 삭제

2000. 12. 6.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협정 폐지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변경 인가(금감원)
- 모집인 이동제한에 관한 조항 전면 삭제 :설계사 이동의 자율성 부여

- 협정 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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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보험중개인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중개인 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1980년대 -

1990년대

1997. 2. 17.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신청, 평가시험, 영업보증금 및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관련 규정 신설

1997. 2. 17.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정

1997. 2. 27.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7. 4. 1. 손해보험중개인제도 도입

1997. 8. 28. 보험업법 개정

- 시험실시기관으로 보험감독원 규정

- 영업보증금의 목적을 손실배상의 보장 으로 명시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신설

- 보험중개인 허가 취소 사유 신설

-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신설

1998. 2.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 신청 제한사유 삭제 (보험업법에 규정)
1998. 4. 1. 생명보험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1999. 7. 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

-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제한 폐지

1999. 7. 23.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반영

2000년대
2000. 3. 24. 보험감독규정 개정

-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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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직급모집조직

구 분 국 내

1980년대

이전

1945∼1960의 생명보험

- 본사의 임직원을 이용한 단체보험모집 위주

- 보험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도나 자격규제가 없었음.
1962. 1. 20.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법상 모집조직으로 인정됨

1977. 12. 30.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신고 없이 직접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도 모집조직으로 인정

- 보험회사 임직원의 보험모집에 대하여 배상책임 면책규정이 적용 제외

1980년대

1986. 10.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급의 제한 :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의 모집제한

- 1987. 1. 1. 부터 실시

1988. 5. 18.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급제한의 일부 완화 : 자기계열회사 소속 자동차보험 물건 모집 가능

1990년대

1990. 2. 2.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급제한 범위확대 :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이외에 도

난보험 및 주택상공종합보험 추가

1993. 10. 23. 손해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 직급모집범위 축소 : 일반화재 모집 제한

1995. 4. 29.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정

-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의 보험모집제한 폐지

1997. 9. 12.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사고자 의 대상 확대 : 소속회사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

회사 임·직원 포함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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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80년대 이전

가 . 한국

□ 보험 업 법 제 정 이 전

이 시기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미군정, 6·25사변, 그리고 4·19혁명을 거

치는 시대로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음.

미군정하에서 군정청의 지시통첩에 의하여 과도기적으로 일본의 보험업법

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1961년 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

보험업법이 그대로 원용되었음.1)

미군정하에서 보험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책임자들에 의하

여 행정이 이루어졌고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

기업의 안정이 불가능함에도 신규보험회사의 설립이 허가되었음. 또한

정부수립 후 6·25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험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신규설립 그리고 정리 등의 혼란상태가 계속되

었음.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보험회사의 난립은 회사간에 필연적으로 과당경

쟁을 낳게하고 모집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었음.2)

손해보험의 경우 이 시기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물건과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단순

하였음.

그러나 한정된 보험물건을 두고 여러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함에 따

라 리베이트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가 매우 문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

기 위하여 풀(pool)이 결성되었음.

1) 신수식, 한국보험사 , 무역경영사, 1984, p .81
2) 추암대, 보험모집 조직관리 , 보험연수원, 1995.,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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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정과 6·25동란을 거치는 동안 1957년 이

전까지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정립된 모집조직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

며, 1958년 이후부터 모집조직의 형태가 점차 정립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등록제도나 자격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

량채용 위주의 모집인 유치경쟁이 시작되었으며, 무선별적인 모집인의

대량채용은 보험모집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보험 업 법 제 정 이 후

이 시기는 보험업계로서는 새로운 보험관계법령의 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

의 보험회사 특별감사의 실시와 보험회사의 정비통합 그리고 금융기관화재

보험 풀의 결성 등과 같이 보험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등 제도적 개

선방안이 모색되었던 전환기적인 시기였음.

1962년 1월 상법 개정으로 구상법(舊商法)의 총칙편에 속해있던 보험부문이

제4편 보험 으로 독립됨으로써 보험계약법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또한 같은 해에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전까지 원용되었던 일본의 보험관계법령은 폐지되었음.

특히, 보험모집단속법은 보험모집을 할 때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명

확히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모집관계법이었음.3)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의 보험산업은 모집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었으며 모집체제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보험모집단속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집체계는 다음과 같음.

①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

②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

③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

1976년 9월부터 1977년 말까지 보험산업의 근대화작업이 추진되었음. 작업

3) 추암대, 전게서,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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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험관계법이 통폐합되었으며 모집제도에도 일대혁신이 있었음.

1977년 12월말 기존의 보험업법,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보험모집단

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 등 4개의 법률이 보험업법으로 통합되었음.

모집분야의 주요 개정내용

① 보험모집인 등록제 도입

②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강화

③ 손해보험 모집인 제도 및 생명보험 대리점제도 도입

④ 보험중개인제도 도입근거 마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저축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는 생명

보험회사를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개인보험계약이 크게

신장하였으며 아울러 생명보험산업 전체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간에는 모집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이

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음.

한편 1973년 2월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4층 이상의 특수건물과 금융기관 풀 물건이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의하여 영위되게 되었으며, 그 후 정부의 자율경쟁 확대실시 및 헌법재판

소의 위헌결정에 영향을 받아 그 해체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1964년 3월 26일에는 재무부가 화재보험대리점운영요강 을 제정하여 대리

점의 등급별자격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1978년 3월 31일에는 손해

보험대리점의 관리를 위하여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을 제정하였음.

대리점은 그 영업범위, 업무한계, 자격 등에 따라 일반대리점, 특별대리

점, 총대리점의 3등급으로 구분되었음.

나 . 일본

□ 생명 보 험

초창기∼明治中期(본사간부 직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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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 초기 생명보험 창업기에는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부족하

여 생명보험회사를 수명을 보증하는 회사 정도로 생각함.

회사내 모집체제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생명보험회사에서

는 임원, 간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집활동을 수행함.

대리점 중심시대(明治後期∼大正中期)

전국이나 각 지방의 명사·유력인사를 대리점에 위촉하여 그 명망이나

얼굴(인적 채널)을 이용하여 보험판매를 추진함.

대리점 중심→외무원(영업직원)중심제도로 전환(大正末期∼昭和初期)

大正末期傾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44개사로 늘어나 신계약 획득경쟁

이 한층 치열해 짐.

당시는 인연·지연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극히 유력하였던 시대였던 만

큼 영업직원 중심의 판매 조직망을 구축하는 한편 중개기관으로서 대리

점을 병존시켜 옴.

전후 여성 영업직원의 대량진출

전후 大正5년에 창설된 국영 간이보험이 독점하고 있던 소액·무진단·

월납보험이 민간보험회사에도 개방되어 1948년부터 Debit System이 도

입됨. Debit System은 일정한 지역을 분할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며 월

납보험료의 수금과 신계약의 모집을 겸해서 행하게 됨.

□ 손해 보 험

1952년부터 화재보험에 있어서 대리점 자격제도 실시

non m arine대리점 제도 도입 : 1973년, 1974년 2회에 걸쳐 대리점 제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을 추가함.

- 12 -



<표 Ⅰ -1> 일 본 손 해 보 험 대리 점 종 류

대리점 종별 개인자격

特級代理店

특급(일반) 대리점

특급(공장) 대리점

상급대리점

보통대리점

초급대리점

특급(일반) 자격

특급(공장) 자격

상급자격

보통자격

초급자격

다 . 영국

□ 보험 중 개 인 등 록법 (Ins ura nc e B ro ke rs (Re g is tratio n) Ac t 1977) 제 정

제정배경

1970년대를 전후해서 부실 또는 악덕 보험중개인들에 의한 보험가입자

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다수의 성실한 중개인들이

그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

따라서 1976년 당시 4개의 보험중개인협회 대표들은 동 4개 협회를 통

합하여 영국보험중개인협의회(BIBC : The British Insurance Brokers

Council)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서 보험중개인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

로 하는 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1977년 7월29일 보험중개인등록법

(Insurance Brokers(Registration) Act)이 제정됨.

동 법이 시행되게 된 1981년 이후부터는 동 법에 의해 보험중개인으로 등

록하지 않고서는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으며, 등

록요건에 미달하는 보험중개업자 종사자는 보험상담자 혹은 자문인

(consultant or adviser)의 명칭으로 통용됨.

동 법의 제정으로 영국보험중개인협의회(BIBC)는 영국보험중개인협회(BIBA

: The British Insurance Brokers' s Association)로 발족함.

- 13 -



그 후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시행에 따라 1988년 FIMBRA(금융중개·매

니저·중개인 규제협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브로커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

였기 때문에 그 명칭은 영국보험·투자중개인협회(BIIBA : The British

Insu rance Investment Brokers' Association)로 바뀌게 되었음.

□ 보험 모 집 인 의 면 허 · 등 록 : 197 7년 보 험 중 개 인 등록 법 에 의 한 규 제

1970년대 실제로는 특정보험회사의 전속대리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인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 소속 보

험회사가 도산하는 관계로 당해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일이 계기가 됨.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reinsurance broker)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행하려는 자는, 동 법에 의거해 설립된 IBRC 등록 법인의 경우

는 IBRC의 등록부에 게재하지 않으면 형사벌칙이 적용됨.

3 . 1980년대

가 . 한국

□ 시대 적 배 경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유

지하였음. 다만, 1980년도 후반부에는 소비와 투자 등 국내수요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절상과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의 급등 및 선진국의 보

호무역주의 강화로 시장 개방압력이 강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

되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음.

이러한 경제환경과 대내외 보험시장개방 정책 속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1981년도 수입보험료가 1조 4,181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1989년에

는 15조 원을 육박하는 14조 5,043억 원을 기록하여 견실하게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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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87년에는 보험시장이 대내외에 개방됨에 따라 과거의 예를 찾아

보기 힘들만큼 많은 보험회사가 신설되었음. 27개의 생명보험회사와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신설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모집인 스카웃 경쟁이 유발되는

등 적지 않은 모집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었음.

□ 손해 보 험

동 기간동안 우리 나라 손해보험시장은 급성장하여 1980년에 3,877억원이던

수입보험료가 1989년에는 약 2조6,387억 원에 달하게 되었음. 10년 동안 약

6.8배에 이르는 성장을 기록한 것임.

손해보험대리점의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던 손해보험대리점관리규정 이

1983년 8월 20일 보험모집과 인수방법에서의 불완전판매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에

흡수·통합되었음.

대리점은 취급하는 보험종목의 범위에 따라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

괄대리점으로 구분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초급대리점 및 일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와 개인대리점을 법인대리점으로 유도하기 위

한 조치가 있었음.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중 대리점제도에 관한 주요내

용

과거 대리점 허가를 득하기만 하면 해상보험을 포함한 전 손해보험을

영위할 수 있었던 총대리점제도를 사실상 폐지 : 신규정 하에서의 총괄

대리점은 전종목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초급대리점제도를 도입 : 보험사업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5일 이상

의 교육을 받고 초급대리점시험에 합격하면 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여 대리점 조직의 양산체제를 제도화하였음.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 체결시 사전에 보험모집질서를 문란

케 할 가능성이 있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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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조하였음.

동 규정의 1986년 10월 1일 개정 주요 내용

대리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급대리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가

계성 종합보험 이외의 종합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대리점

의 경우에도 종래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관

기계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였음.

초급대리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법인대리점의 경우 유자격자의 수를

종래의 2인에서 3인으로 그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대리점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괄대리점의 유자격자의 수를 종래의 5인

에서 3인으로 허가기준을 조정하였음.

본사 직원은 손해보험사업에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위험관리 등의

고유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직급시장의 제한을 통한 모집조직의 전

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사의 직급을 제한하여 직원은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음.

동 규정의 1988년 5월 18일 개정 주요 내용

직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 직급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자기계열회사

소속 자동차보험 물건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도 모

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 규정의 1990년 2월 개정 주요 내용

직급제한의 범위가 종전의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이외에

도난보험 및 주택상공종합보험이 추가되었음.

한편 대리점수수료는 보험종목에 대하여 등급별, 인격별 및 보험종목별

차등제가 도입되었음.

한편 1987년에는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

었음. 본사의 임직원은 가계성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과 같은 개인

보험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이러한 조치는 직급에 의한 모집활동

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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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보 험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음.

1980년에 6,036억 원이던 수입보험료가 1989년에 이르러 약 11조 8,656억

원을 기록하며 10년만에 19.7배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음.

수입보험료의 성장세만큼 점포 및 모집인의 수도 증가하였음. 1989년 말 모

집인 등록인원은 209,488명으로 1980년의 86,127명에 비해 2.4배 증가하였

음.

보험모집이 대부분 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간에 모집인

스카웃 경쟁이 극심해 졌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주도하에 지나친 모집인 스카웃의 방지

를 위한 업계간 협정이 맺어졌음.

동 협정은 1987년 이후 생명보험회사가 다수 신설됨에 따라 계속 발전

강화되었음.

모집인 등록업무의 협회 위임

1980년 12월 31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의 협회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82년 1월부터 보험공사지도에 의하여 동 업무

가 보험협회에 위임되었음.

1983년에는 생명보험 대리점제도가 도입·실시되었으나 제반여건의 미성숙

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1990년에는 점포의 지나친 증설을 막기 위하여 연간 점포설치 한도가

설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점포를 신

규로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87년 이후 설립된 보험회사는 연간 30

개의 범위내에서 점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그 후 점포설치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1994년에는 연간 점포설

치 한도가 70개로 늘어났음.

한편 보험대리점의 생·손보겸영제가 1983년 11월 1일자로 도입되었음.

이것은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고, 손해보험의 가계성 상

품과 생명보험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함으로써 보험의 잠재수요를 개발

시키는 동시에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확대로 보험대리점의 자립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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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시킬 정책적 의도로 마련된 조치임.

그러나 이 조치 역시 아직까지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나 . 미국

□ 손해 보 험

손해보험의 모집조직별 판매실적을 보면 전국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지역대리점과 직급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기업성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중개인을 포함한 독립대리점이 우위를 점

하면서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주도적 판매채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 림 Ⅰ -1> 미 국의 손 해 보 험 모 집 조 직 별 시 장 점 유 율 추 이

대리점과 직급이 비율이 6:4로 대리점 판매조직이 우위를 보임.

대리점별로는 전국대리점(national agency)은 81년 45% 점유에서 89년

40.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대리점(regional

agency)은 81년 17.6%에서 89년 19.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직급(direct writer)의 경우 37%∼40% 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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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2 > 미 국 손해 보 험 모 집조 직 별 시 장점 유 율 (1980년 대 )

(단위: %)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대리점

전국 45.0 44.0 42.8 42.6 43.4 44.7 43.3 41.8 40.5 38.8

지역 17.6 17.6 17.8 18.2 18.9 18.5 18.6 18.9 19.4 19.8

소계 62.6 62.2 60.6 60.8 62.3 63.2 61.9 60.7 59.9 58.6

직 급 37.4 38.5 39.4 39.3 37.3 36.9 38.0 39.3 40.1 41.3

□ 생명 보 험

생명보험 판매조직별 시장점유율을 개인보험의 신계약보험료 기준으로 살

펴보면, 전속대리점(총대리점·지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80년대 초반에는 전속대리점과 독립대리점의 비중이 6:4정도이나 점차적으

로 독립대리점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직접판매는 2% 내외의 매우 저조한 실정임.

다 . 일본

□ 손해 보 험 : 신 no n-m a rine대 리 점 제 도 시 행

대장성에서 대리점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토록 대리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개정 지침이 발표되어 1980년 10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실시함.

손해보험중 해상보험, 운송보험 및 원자력 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취급

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을 취급하

는 대리점을 일반대리점(종별대리점), 일반대리점 이외의 대리점을 특수대

리점(무종별대리점)으로 구분함.

일반대리점(종별)에 대한 대리점 제도는 개인자격 과 대리점종별 로 구성

됨.

개인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 일본 손해보험협

회에서 실시하는 시험합격을 요건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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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별 에 대한 판정은 해당대리점이 소속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

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일본손해보험협회가 소정의 종별 인정기준에 따

라 행하고 있음.

<그 림 Ⅰ -2 > 신 no n-m a rine대 리점 제 도 (1980년 )

신N on-Marine

대리점제도

특수대리점

무종별대리점

一般대리점

種別대리점

화재, 자동차,

상해보험대리점

대리점種別제도

개인자격제도

자배책보험대리점 ,자배책보험의

모집종사전 교육

화재상호, 상해상호, 건물갱신, 만

기환급, 장기보험대리점

신종보험대리점..신종보험의 모집

전 교육

□ 생명 보 험 : 전 업 영 업 직 제도 의 발 전 과 판 매 채 널 의 다 양 화

1980년대 들어와서 전통적인 주력판매채널인 영업직원층에 대해서도 여성

의 고학력화, 주부의 취업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종래보다도 더 한층 자질

이 높은 노동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

이후 1990년대에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

보험의 판매채널도 다양화됨.

라 . 영국

1) 주 요 모 집 관 련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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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회 사 법 (Ins ura nc e Co m pa nie s Ac t 1982)

현행의 보험회사의 감독규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규는 1982년 보험회

사법이며,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The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1981)과 The Insurance Companies(Accounts and Statements) Regu lations

(1983)이 있음.

□ 금융 서 비 스 법 (The Fina nc ia l S e rv ic e s Ac t 198 6)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은 소위 영국금융 역사상 빅뱅(Big Bang)으

로 불릴 만큼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음.

보통법 체계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해 온 영국은 동 법을 제정하여 자율규제

의 강화 및 (법적)자율규제기관을 신설한 바 있는데, 이는 금융상품의 다양

화와 복잡화라는 현실속에서 규제강화와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일석이조를

얻기 위한 조치였음.

제정배경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영국에서 투자사업을 영위하는데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으며, 1970년대 이후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

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과장설명 등으로 피해

가 극심하게 됨.

따라서 동법은 주로 투자자의 보호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

는 다양한 투자수단의 장점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투자

거래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동 법은 개인·조합 및 단체(회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투자사업을 감독하

게 됨.

투자요소가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생명보험회사는 여전히 영국 商務省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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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투자업무와 연계된 보험상품의 판매활동의 규제는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구의 규제를 받게 됨.

금융서비스법의 규제를 받는 투자사업이란 투자업무, 투자보조업무, 투자관

리, 총괄적 투자업무수행, 투자성 생명보험 및 투자신탁(Unit Trust)을 대상

으로 함.

보험 중에서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 질병보험 등의 일부 보험을 제

외한 1982년 보험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장기보험사업(생명보험)에 해당

하는 보험종류를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

음.

2) 보 험모 집 인 의 면허 · 등 록

□ 1986년 금 융 서비 스 법 에 의한 규 제

1986년 금융서비스법 및 그에 기초한 자율규제는 모집인을 회사대리인

(company representative) 또는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과 독

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y)의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제

함.

회사대리인의 임명, 등록

회사대리인 자체는 PIA의 위원이 아니며 금융서비스법상의 인가도 필요

치 않치만, 그 자를 자사의 회사대리인으로 임명한 PIA의 회원(보험회

사 등)은 그 회사대리인을 PIA등록명부에 등록하여야 함.

임명에 있어서는 그 자가 인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확신

이 있어야 함.

독립중개인의 인가, 등록

독립중개인은 직접 FSA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PIA의 회원자격을 취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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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중개인중 독립부업중개인은 그가 소속한 전문직 종사자단체가 RPB

로서 승인을 받고 있으며 또 그 자가 투자업무에서 얻는 수입이 일정비

율 이하일 경우에는 RPB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음.

□ 생명 보 험 의 모집 은 1社 전 속제 인 양 극 화원 칙 을 채 택

금융서비스법(1986)에 의해 투자업무와 관련한 모든 중개인(투자요소를 갖

고 있는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모집종사자 포함)은 1개 보험회사에 전속하

든지(a seller of a single company's products : Tied Reprsentative) 또는

독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ies)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

소위 양극화원칙(the polarisation principle)을 채택함.

이에 따라 생명보험중개인은 중개인적인 활동을 행하는 완전한 독립중개인

이거나 혹은 1사 혹은 1그룹을 위해서만 보험상품, Unit투자신탁을 판매하

는 완전한 1사전속제 회사대리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함.

또한 이들을 고용한 보험회사는 해당 자율규제기관(PIA)에 등록해야만 합

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함.

<표 Ⅰ -3> 전속 중 개 자 와 독 립 중 개 자 에 대 한 규 제비 교

구분 전속중개인 독립중개인

Best Advice Rule의
적용범위

소속보험회사중에서 고객에

게 최적의 상품을 advice
모든보험회사중에서 고객에

게 최적의 상품을 advice

Commission의

공시
공시 불필요 91.1.1이후 판매후 완전 공개

판매에 관한 책임소재 소속보험회사의 사용자 책임 독립중개인의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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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0년대

가 . 한국

□ 시대 적 배 경

1970년대말에서 1990년대 전반기까지를 한국 보험산업이 고도성장을 구가

하던 성숙기였다고 본다면 1990년대 중반기 이후의 우리 나라 보험산업은

U.R.과 W.T.O.로 대표되는 거대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대외개방의 파고와

싸워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는 책임경영의 시기라 볼 수 있음.

1997년말 이후에는 IMF 구제금융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이어

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구

조조정을 단행하였음.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1998년도에 후순위채의 발행 허

용, 자산운용의 완화, 보험회계처리 규칙의 개정, 보험경영 공시기준 확충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음.

□ 보험 업 법 개 정

1994년 말에는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보험업법의 개

정이 행해졌으며, 이에 따라 모집제도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 점포설

치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

되었으며,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1995. 4. 1. 시행된 개정보험업법은 정부의 보험산업에 대한 자율화 및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제도면에서 뒷받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개정된 보험업법의 모집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회사가

점포를 설치, 이전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재정경제원장관

의 인가(업무위탁에 의거 보험감독원장이 인가)를 필요로 하였으나 신고

만 하면 가능하게 개정함으로써 자율경영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등록여건

에 따라 등록만 하면 대리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종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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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에서도 자격요건만 충족이 되면 허가가 되어왔으므로 실제 운영

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는 점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보험모집인 등록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모집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

모집인등록 신청자는 보험감독원장이 그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과거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 자는 모집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만약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 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은 그 등

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보험업법 이외의 실정법 위반으

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모집인 등록을 제한하였으나 보험업법

에 국한하였음.

보험중개인 제도 도입

1997년 2월에는 보험중개인 제도 실시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험중개인 허가신청, 평가시험, 영업보증금 및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

을 위하여 보험중개인 관리규정과 동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음.

1997년 8월에는 보험중개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법의 개정이 있

었음.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험실시기관으로 보험감독원 규정, 영업보

증금의 목적을 손실배상의 보장 으로 명시, 보험중개인의 허가신청 제

한사유와 허가취소사유의 신설 등이 있음.

1999년 2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

경하였으며, 보험중개인 응시자격의 제한을 폐지하였음.

2000년 6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를 보

험협회에, 보험중개인을 포함한 보험전문인 시험업무를 보험개발원에

각각 위탁하였음.

□ 보험 모 집 제 도 의 선 진 화 와 행 정 규 제 완화

점포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연간 점포설치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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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으며 초과사업비 및 경영효율실적에 연계되어 있던 점포설치 제한

도 폐지되었음. 또한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회사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고 누적손실이 없는 회사는 신고만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해

졌음.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의 가계성보험 모집이 허용되는 등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규제도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보험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및 손해

사정인 등록시의 제출서류 중 신원증명서와 사업계획서가 삭제되어 등록요

건 입증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한편 모집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화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1996년 4월과

1997년 4월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분야에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으

며, 1997년 4월과 1998년 4월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

되었음. 아울러 외국에서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인가의제기준도

폐지되었음.

이처럼 보험모집과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보험회사의 자

유로운 경쟁여건이 마련됨과 동시에 보험중개인제도 등 선진보험모집제도

가 도입되어 바야흐로 우리 나라 모집제도는 완숙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음.

나 . 미국

□ 손해 보 험

대리점 판매조직이 직급에 비해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이 점

차 줄어들고 있음.

90년대 후반들어 전국대리점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역대리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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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판매의 점유율은 90년 41.3%에서 99년 47.5%로 6.2%(p) 증가함.

<표 Ⅰ -4 > 미 국 손 해 보 험 모집 조 직 별 시장 점 유 율 (1990년 대 )

(단위: %)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대리점

전국 38.8 37.0 35.1 34.2 33.3 32.2 31.5 30.9 30.6 30.1

지역 19.8 20.3 20.3 20.9 21.7 22.2 21.3 21.7 21.8 22.5

소계 58.6 56.7 44.6 55.1 54.9 54.3 52.8 52.6 52.4 52.6

직 급 41.3 43.3 44.6 44.9 45.1 45.7 47.2 47.4 47.6 47.5

자료 : Best' s Review, 각 년도

□ 생명 보 험

미국 생명보험모집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1980년대 중

반 이후부터 감소하여 90년대는 57% 수준임.

반면, 보험중개인이나 개인독립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음.

<표 Ⅰ -5 > 미 국 의 생명 보 험 모 집조 직 별 개 인생 명 보 험 신계 약 보 험 료

(단위: %)

구 분 1983 1986 1989 1992 1995 1997

대
리
점

전속대리점
(총대리점, 지사) 62 56 57 57 48 45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 PPGA) 36 43 42 42 50 53

직접판매, 기타 2 1 1 1 2 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LIMRA, LIMRA Research,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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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본

□ 보험 업 법 에 의한 보 험 모 집 규 제

1996년 신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소개대

리점제도가 페지되었으며,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허용되는 등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체제가 급속도로 변화함.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일본의 생명보험회

사의 영업사원 및 생명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손해보험대리점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됨.

□ 생명 보 험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3개년간 개인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시장

의 모집조직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외무원이 86.9%를 차지함으로써 생

명보험모집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그 다음으로 대리점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한 직접판

매가 0.3%를 차지함.

기타 점두판매가 2.8%이며, 은행·생협 등을 통한 판매가 1.2%, 백화

점·슈퍼를 통한 판매가 0.3%를 점유하여 특수판매방식에 의한 판매실

적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함.

<표 Ⅰ -6> 일 본 의 개인 생 명 보 험 모 집 조 직 별 시 장 점 유 율

(단위: %)

구 분 외무원 대리점 점두판매 은행·생협 백화점·슈퍼 통신판매 기타

점유율 86.9 4.2 2.8 1.2 0.3 0.3 4.3

자료: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판매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 보험개발연구 ,

1994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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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보 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특종보험 모두에서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음.

특종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 1990년 82.7%이던

것이 1992년에 91.3%로 크게 증가함.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의 대리점의존도 역시 90%를 상회하고

있음.

직급조직은 주로 기업성 물건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보험중개인제도의 활동여하에 따라 직급조직의 비중은 많은 영향을 받

을 것임.

<표Ⅰ -7> 일 본 의 손 해보 험 모 집 조 직의 보 험 종 목별 시 장 점 유율

(단위: %)

구 분
1990 1991 1992

직급 대리점 직급 대리점 직급 대리점

화재보험
비장기 17.8 82.2 17.0 83.0 17.3 82.7
장 기 15.8 84.2 15.7 84.3 15.5 84.5

자 동 차 보 험 7.2 92.8 7.0 93.0 6.9 93.1
특 종 보 험 17.3 82.7 8.2 91.8 8.7 91.3

계 9.5 90.5 9.5 90.5 9.6 90.4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 주요국의 보험모집제도 , 1994.

라 . 영국

1) 자 율규 제 기 관

□ 금융 감 독 청 발족

자율규제기관을 둘러싼 잡음과 비판이 이어지면서 자율규제기관을 공적규

제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됨.

이에 따라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자율규제기관의 감독업무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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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민간조직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y Investment Board : SIB) 및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을 공적감독기관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이 기관을 중심으

로 은행 및 보험부문에 대한 공적감독기관의 권한을 이관한 금융감독청

(FSA)을 발족시킴으로써 자율규제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법적규제기관으

로 전환함.

□ GIS C(Ge ne ra l Ins ura nc e S ta nd a rd Co unc il) 발 족

전통적으로 순수 자율규제방식이 지배해 온 손해보험 모집규제의 경우 과

거 영국 보험자협회(ABI)와 보험중개인등록법(IBRC)으로 양분되어 운영되

어 왔음.

그러나 보험중개인의 등록과 규제를 담당해 온 보험중개인등록법이 1998년

폐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속에서 영국보험자협회(ABI), 영국보험투자브로커협회(BIIBA), 보험브로

커협회(IIB) 등은 각각 중개인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임.

영국보험자협회는 내부에 GISC를 설치하여 손해보험에 관한한 유일한 자

율규제기관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중개인에 대한 규제권도 확보하고

자 모색하면서 중개인협회의 반발을 사기도 함.

GISC는 그간의 자율규제능력을 인정받아 FSA로부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순수자율규제기관으로 발족함.

2) 보 험모 집 인 의 면허 · 등 록

90년대 들어 SIB에서는 투자업무관련 모집종사자의 활동에 종전보다 더 강

화된 내용의 SIB 신 ru le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 주된 내용은 1995년 1월부터 전속중개자에게도 독립중개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또한 구체적인 상품내용 수수료를 상세하게 소비

자에게 공시하는 것임.

특히 수수료 공시에 대한 신 rule이 발표됨으로써 동 rule에 의한 보험

모집의 판매채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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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공시제도 확대실시로 향후의 보험판매채널은 전속대리점

또는 독립중개자에 의한 판매가 감소하는 한편, 은행과 보험의 제휴형태

인 방카슈랑스와 보험회사가 전화나 Direct Mail에 의한 판매를 하는

Direct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Ⅰ -8> S IB 신 Ru le의 내 용

구분 신 Rule 구 Rule

Commission
공시의 적용범위

전속중개자는 독립중개자와마

찬가지로 Commission을 공시

Commission공시 요건은 독립

중개자에게만 적용

상품내용 설명형식
고객에의 정보제공은 서면으

로 행하여야 함
고객에의 정보제공 형식은 불문

공시해야 할

상품내용의 표시

Keyfeatures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급부금 등

공시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

로 규정되지 않음

90년 이전까지는 독립중개인의 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한 rule(rule에 따르는

협정 참가 생명보험회사에만 적용되지만,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생명보험회

사 및 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중개인에게는 수수료의 실제금액과 최

고한도의 비교가 요구된다)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청 등의 지적에

따라 1990년 1월1일 이후 중립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모두 요구하

게 됨.

그 후 1994년 7월1일 개정되어 수수료의 공시는 독립중개인만이 아니고

회사대리인(영업직원 포함)을 포함한 모든 판매채널에도 요구하게 됨.

과거 대리점과 중개인에 대한 자격시험을 요구하지 않던 영국은 1997년 자

율규제기관(PIA)에서 영국보험연수원(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 CII)에

서 시행하는 의무자격시험을 합격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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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0년 이후

가 . 한국

1998년(금융감독위원회)과 1999년(금융감독원) 통합금융감독기관이 설립됨

에 따라 2000년에 들어 각종 행정규제가 더욱 완화되었음.

- 2000년 1월 21일의 보험업법 개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금

감위가 정하도록 함.

보험모집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의 장래예상에 관한 기재사항

- 2000년 6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와 보

험전문인 시험업무를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하였음.

- 2000년 9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음.

대리점의 계약체결 제한을 폐지

모집인정착률·보험계약유지율 제고 의무규정을 삭제

- 또한 2000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변경 인가함으로

써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협정을 폐지하였음.

모집인 이동제한에 관한 조항 전면 삭제 : 설계사 이동의 자율성 부여

협정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범위 확대

1990년대 후반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

편(direct m ail)이나, 전화(telemarketing), 인터넷(cyber marketing), 무인자

동판매기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자 이러한 판

매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

매지침 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8월 보험감독규정에 편입되었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은 2001년

9월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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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이용자보호 규제는 원칙적으로 유지

하되 규제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금융의 개방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및 자산운용규제는 대폭 완화함.

- 보험모집분야의 주요개선안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판매회사 등을 추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총자산의 2%)와 분리하여 운영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의 활성화

를 위해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의무를 면제함.

손보 모집인에 대하여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을 허용함.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산출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재보험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함으로써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완화함.

손해보험대리점의 등급별 영업구분을 폐지함.

보험대리점 등록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임.

나 . 일본

2000년 5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은행 등에 의한 보험상품의 창구판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시행함.

- 판매대상 보험상품은 은행 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고, 보험계약자 등

의 보호 면에서 문제가 적은 것으로 하되,

- 주택론 관련 장기화재보험, 채무변제지원보험, 신용생명보험, 해외여행상

해보험 등으로 한정함.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계약에 관련된 사업방법서 등의 심사기준(보험계

약자 등의 본인 확인, 정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을 신설하고자 2001년

5월 보험업법 시행규칙(안) 공표함.

다 . 미국·영국

보험모집제도에 관한 특기할 만한 변동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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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각국의 보험모집조직 현황

1) 한 국

□ 보험 모 집 인

보험모집인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보험모집인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음.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짐.

먼저 적극적 요건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연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보험에 관

한 기초지식, 보험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임.

연수를 마쳤더라도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모집인

등록이 가능함. 시험은 매월 실시되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이 됨.

소극적 요건은 <표Ⅰ-9>와 같은데, 사회적으로 신망이 없거나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

와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표 Ⅰ -9> 보 험 모 집 인의 소 극 적 등 록 요 건

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ⅱ)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ⅲ)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ⅳ)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ⅴ)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위의 ⅰ)내지 ⅳ)에 해당하는 자

ⅵ)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서 ⅰ)
내지 ⅳ)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ⅶ)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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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4)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사람일지라도 소극적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거

나 등록 당시 해당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이 취소됨.

한편 금융감독원(보험협회 업무위탁)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거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계속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규정이라

하겠음.

일사전속주의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보험모집인도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할 수 없음.5) 이를 보험모집인의 일사전속주의 라 함.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모집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 모집인이 여러 보험회사

를 중개할 수 있다면 모집인의 성향과 기분에 따라 보험회사의 판매실

적이 좌우되어 보험경영이 불안정해 질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한 보험회사의 상품만 접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있

어 선택의 폭이 좁아짐.

□ 보험 대 리 점

보험대리점은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수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

으로 구분됨. 전자는 하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며 후자는 두개 이상의 보

험회사를 대리함. 손해보험의 경우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의 종류에 따

라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괄대리점으로 구분됨.

4) 보험업법 제147조
5) 보험업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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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보험대리점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감독위원회(보험감독원

업무위탁)에 등록하여야 함.

1995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허가제였으나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

었음.

대리점 등록요건은 보험모집인의 등록과 같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

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Ⅰ-10>과 같음.

<표 Ⅰ -10 > 대 리점 등 록 요 건

구분 적 극 적 요 건 소 극 적 요 건

인
보
험

ⅰ) 인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인보험대리점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ⅲ)‘ⅰ)과 ⅱ)’에 준하는 자격
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ⅳ) 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를 4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ⅰ) 보험모집인의 소극적 등록요건
ⅱ)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ⅲ)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

ⅳ)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투
자신탁회사 단기금융회사 상호신
용금고 및 시설대여회사

ⅴ) ⅳ)의 기관이 출연 출자 또는 투자하였
거나 보조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ⅵ)‘ⅲ)내지 ⅴ)’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ⅶ)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소속
된 임직원

ⅷ)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이
에 소속된 임직원

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
록된 다단계판매업자와 그 임직원

ⅹ)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
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 등 보험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
는 단체

) 기타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고 감독원장
이 인정하는 자

손
해
보
험

ⅰ)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일정기
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급대리점 : 2년
일반대리점 : 5년
총괄대리점 : 8년

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손해보험 초급/ 일
반/ 총괄대리점 연수과정을 이
수한 자

ⅲ)‘ⅰ)과 ⅱ)’에 준하는 자격
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ⅳ) 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를 4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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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보험업법상 등록취소사유6)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이후에 소극적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대리점으로 판명되는 경우와 자기대리점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등록취소 사유7)

업무 등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 등에 관한 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대리점 등록신청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

명된 때

영업보증금

대리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일정금액 이상

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음.8)

영업보증금은 현금 이외에 대용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음.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보호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음.

영업보증금의 수준은 인보험과 손해보험,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름.

총괄대리점이 초급대리점보다 영업보증금이 많은데, 그 이유는 대리하

는 보험종목의 수가 많기 때문임.

그리고 법인대리점이 개인대리점보다 영업보증금이 높은 이유는 일반

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의 대리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임.

6) 보험업법 제150조
7)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2조

8)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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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1> 영 업 보증 금

인 보 험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손 해 보 험

초 급 개인 200만원, 법인 400만원

일 반 개인 250만원, 법인 500만원

총 괄 개인 500만원, 법인 800만원

□ 직급

넓은 개념으로 보면 직급에는 본사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이들이 소속된

부서 및 점포가 포함됨. 보험모집인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서는 협의의 개념인 직급 을 사용코자 함.

따라서 본사의 직급조직이란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과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과거에는 본사 직급조직의 보험모집에

많은 제한을 두었으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직급제한을 축소하여 왔으며, 현

재에는 본사 직급조직의 모집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태임.

1950년대 보험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본사조직을 통한 단체보험 계약체

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현재에도 종업원퇴직보험을 위시한 단체생명보험, 해상보험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점포란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설치한 조직을 말하며, 보험회사가

국내에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점포조직은 크게 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관리점포와 모집활동을 주

된 기능으로 하는 모집점포로 나누어짐.

□ 보험 중 개 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중개인을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음.9) 또한 보험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중개인이란 보험회

9) 보험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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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그에 부수하여 고객

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

을 하며, 이에 대한 권고·조언을 하는 자 10)임.

보험중개인의 자격

우리 나라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종목별로 해서 손해보험중개인과 인보험

중개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취급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종목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조직규모별로는 개인보험중개인과 법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도록 해서

허가기준과 영업보증금 예탁 및 계산서류 제출 등에 차이가 나게 함으

로써 법인보험중개인에게는 영업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용인을 고용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허가기준과 영업보증금 예탁금수준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인의 자격요건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취득한 보험

중개인 자격이나 시험합격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보험중개인의 역할

보험대리점제도와 비교할 때 보험중개인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대리점제도가 보험공급자인 보험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하여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재보험수

요자 등 보험수요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둘째, 그 결과로 보험중개인에게 보험증권 및 요율에 관한 협상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셋째, 클레임 협상 등 보험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은 통

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사실상

종료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이와 관련된 아무런 의무도 없으나, 보험중

개인은 자기가 중개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다 적극

적으로 활동할 것이 요구됨.

10) 보험감독규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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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풀

보험모집풀은 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보험이 도입된 당시부터 활용된 모집

방법임.

한정된 시장 때문에 과당경쟁이 있거나 인수할 보험물건의 위험이 거대

한 경우 주로 이용되었음.

풀을 통한 모집이 생명보험분야보다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도 이 때문임.

풀은 보험회사들 간의 상호협정의 체결로 결성됨.

협정의 체결은 일종의 공동행위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11)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위탁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상호협정에 대한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모집풀은 손해보험 공동인수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원

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협정 등 4개가 있음.

손해보험의 모집풀은 앞으로 계속 축소될 전망임.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공동행위가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권익 향

상을 위하여 공동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강해지고 있기

때문임.

□ 직접 판 매

직접판매(direct marketing)란 기업이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신문, 잡지, 우편, 전화, TV, CATV, 등의 매체 중에서 1가지 이상의 매

체를 이용하여, 고객 또는 예상고객에 대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조회 및 구입신청에 의해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함.12)

11) 보험업법 제17조
12) 박홍민, 생명보험의 직접판매 , 보험동향 , 제9호, 1996. 11., p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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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는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편에 의한 판매(Direct

Mail), 전화에 의한 판매(Tele-Marketing), 인터넷에 의한 판매(Cyber

Market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우편에 의한 판매(DM)란 보험회사가 예상고객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인

쇄물 형태의 인사장, 상품안내자료, 보험청약서 등을 우송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함.

전화에 의한 판매(TM)란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에게

보험상품 및 보험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판

매방식을 말함.

인터넷에 의한 판매(CM)란 보험회사가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가상점포

(cyber m all) 등을 개설하여 일반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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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

식을 말함.13)

보험감독규정에서는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확산 등에 따라 DM, TM,

CM 등 직접판매(direct m arketing)가 늘어남에 따라 제7장 제1절에서 통신

판매 등 의 제목으로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음.

전화·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

매 라 함)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 라 함)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2) 미 국

미국은 각 주별로 보험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모집조직도 州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함.

크게 구분하면 대리점제도와 직접판매제도(direct response system)로 나

눌 수 있음.

13) 생명보험협회, 생보사 신판매채널 운용현황 , 생명보험협회보 , 2000년 제1호

(통권19호), 2000. 6. p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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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제도(agency system)는 대리점과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전속

대리점(Exclu sive agent)과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t)으로 구분됨.

<그 림 Ⅰ -3> 미 국 의 보 험 모 집 제 도

보험모집제도

직접판매
Direct Response

대 리 점 조 직
A g ency Sy stem

독립대리점 전속대리점

PPGA
지구책임자

Managing
총대리점

Broker
Sup ervisor

Broker
총대리점

지 사 총대리점

PPGA Broker 전속Agent/ Ordinary Agent
생손보겸영Agent/ Debit Agent

출처 : 생명보험협회(역), 구미제국의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미국편, p .18-1.

□ 자사 Ag e nc y방식 (전 속 대 리점 )

전속대리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모집조직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總代理店과 支社로 구분됨.

총대리점제도(general agency system)는 총대리인이라는 개인에 의해 대표

되며, 이 대리인이 보험회사와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함.

총대리점은 일정한 전담지역 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신계약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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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유, 기존 계약의 보전, 보험료의 수금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총대리점 중에는 여러 보험회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

음.

총대리점은 주로 중소형 보험회사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임.

支社制度(branch office system)는 보험회사의 종업원인 지사장(agency

m anager)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 내의 조직으로서, 지사장은 회사방침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내 대리점의 관리·지도·교육 등을 담당함.

원칙적으로 점포 및 지사직원 관련 경비 등은 본사가 부담하며, 지사장

(회사의 피고용자)의 급여도 고정급인 경우가 많음.

보험판매는 총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전속모집인(career agent)이 담당함.

지사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회사내의 조직이기 때문에 모집인의 관리

감독은 쉽지만, 반면에 지사경비 등 고정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대형보험회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독립 Ag e nc y방 식 (inde pe nde nt ag e nt)

독립대리점은 특정보험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자를 대리하는 독

립된 사업자로서 개인명의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브로커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독립대리점의 종류는 개인독립총대리점(PPGA : personal producing

general agents)과 중개인(insurance broker)이 있음.

PPGA는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모집활동을 하는 독립

된 보험대리점으로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 기타의 지원은 받지 않

는 것이 일반적임.

PPGA는 다른 판매채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보

험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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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PPGA를 활용하면 판매·교육 등의 경비가 들지

않아 중소보험회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중개인(broker)이란 보험계약자를 대표하여 복수의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중개해 주는 모집조

직임.

보험중개인은 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와 대리관계를 체결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모든 보험자를 상대할 수 있으나 다만 주내에서 허가 받은

보험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됨.

보험중개인은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분야에서는 주로 단체보험의 모집활동에 종사함.

□ 직접 판 매 제 도 (d ire c t re s po ns e s y s te m)

판매사원을 두지 않고 잠재고객과 직접 상대하는 방식을 말함.

이 방식에는 보험회사가 우편, 신문, 방송매체, 인터넷 등으로 잠재고객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모집형태임.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약하기 때문에 Agent에 대한

모집수수료가 불필요함.

□ 직급 (d ire c t w rite r s y s te m)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집제도로서 하나의 보험회사 또는 동일그룹에 소

속된 보험회사의 직급고용인을 통한 모집행위를 의미함.

직급고용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대리점(employee agent) 자격을 가지고 활

동하며 여러 면에서 전속대리점과 유사함.

전속대리점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는데 즉, 고용대리

점은 보험회사의 고용인(employee)인데 비해 전속대리점은 고용인이 아니

라 독립적인 계약자(contractor)이므로 전속대리점은 만기표 소유권을 갖는

데 반하여 직급고용인(producer)은 만기표에 대한 권리가 없고 대신 보험회

사가 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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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본

일본의 보험모집조직의 종류는 크게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직급 및 직접판매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모집인(외무원)이 주된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있고 손

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점 중심으로 판매채널이 운영되고 있음.

생명보험에서 외무원제도가 주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굳이 전문외무원

제도를 지향하고 대리점 제도를 보완적 역할의 위치를 부여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임.

손해보험은 대리점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는데, 그 이유로는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이 발달하여 온 점, 가계보험분야는 계약에

대한 배당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부업대리점이 공헌하여 온 점을 들 수

있음.

가 ) 생 명 보 험

일본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크게 생명보험모집인(외무원), 대리점제도, 보

험중개인 및 직접판매 등의 기타 모집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보험중개인은 1996년 4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모집조직임.

<그 림 Ⅰ -4 > 일 본의 생 명 보 험 모 집 조 직 체 계

모집인

지사제도

내근영업직원

지역제도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기타

지구제도외무원

개인대리점

모집대리점

법인대리점

수금대리점

직접판매, 점두판매, 은행·창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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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보험업법상 등록취소사유14)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이후에 소극적 등록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대리점으로 판명되는 경우와 자기대리점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상 등록취소 사유15)

업무 등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업무 등에 관한 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대리점 등록신청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

명된 때

□ 생명 보 험 모 집 인 제 도

현재 일본의 생명보험의 주된 모집제도로 가계성보험을 주로 담당하는 외

무원과 법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내근영업직원이 있음.

외무원은 보험설계사에 해당되는 모집전문인들로 그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사제도(proper system), 지구제도(debit system), 지역제도(block

system) 등으로 구분됨.

支社制度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표준적인 영업직원 판매조직으로서 지사장이 소

관지역내의 신계약의 모집, 기존계약의 유지보전,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영업직원관리 및 지사사무관리 등의 책임을 짐.

영업직원의 관할 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계약의 모집만

전담하고 주로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14) 보험업법 제150조
15)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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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區制度

1948년경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여성영업직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가계성 월납보험 등을 취급함.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의 근로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의 시장개척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임.

영업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며, 그 지역 내에서 신계약 모집

외에 보험료 수금업무도 담당함.

地域制度

지사제도와 지구제도의 혼합형태로 대상 업무영역은 전국으로 하되, 모

집활동 이외에 보험료의 수금업무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데 남녀 모집

인 모두를 활용함.

□ 대리 점 제 도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권

이 없고 보험계약의 판매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仲介代理店임.

일본의 생명보험대리점은 그 업무의 형태에 따라 紹介代理店, 收金代理店

및 募集代理店으로 구분할 수 있음.

소개대리점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에게 신계약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

로 하는 대리점으로 일종의 회사나 외무원의 후원조직과 같은 성격을

지닌 조직임.

1970년 이전에는 모집단속법에 의한 등록이 필요하였지만 그 이후 부터

는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음.

수금대리점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에 대하여 신계약을 소개함과 동시에 소개계약의

수금까지 하는 대리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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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대리점의 활동이 활발하여 계약고가 높아지게 되면 수금대리점으로

승급하게 됨.

수금대리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 외무원이

모집과 수금을 병행해서 활동하는 Debit외무원으로 육성되고 있어서 모

집과 수금망이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모집대리점

모집대리점은 생명보험 외무원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에 임하는 대리점

이며, 수금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외무원과는 달리 회사로부터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보험회

사와 위임 또는 청부계약관계에 있으며, 생명보험 모집인으로 대장성에

등록하여야 함.

종래의 대리점은 외무원에 의한 수금이 곤란한 지역, 모집활동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오래전부터 회사와

의 관계가 깊은 개인대리점이 많았고, 이들의 기능은 주로 외무원제도

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 옴.

그러나 최근 높은 코스트의 외무원판매의 대안의 하나로서 법인대리점

이 각광을 받고 있음.

위탁주체에 따라 개인모집대리점과 법인모집대리점으로 나누기도 함.

□ 기타 방 식

직접판매는 1982년에 아메리칸 홈사가 보통상해보험과 개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실시되었는

데 그후 국내사들 대부분도 인가를 취득함.

특히 세계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일본생명도 텔레마케팅, 우편판매, 인

터넷 등을 통하여 저렴한 인기상품을 중심으로 한 직접판매방식의 도입

을 예정으로 있는 등 향후 그 비중이 계속 확대될 전망임.

기타 생명보험모집 방식으로는 백화점·슈퍼 등을 통한 점두판매가 활용

되고 있고 은행이나 생보협회 등을 통한 판매방식 등도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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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손 해 보 험

손해보험의 모집조직은 크게 대리점, 직급 및 보험중개인 등 세 종류로 나

눌 수 있음.

이 중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대리점 계약보험료 비중이 90% 이상으로

차지하여 손해보험 모집활동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험중개인 제도

는 1996년 4월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대리점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수에 따라 특정 1개사에 전속되

는 전속대리점과 2개 이상의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승합대리점

으로 구분됨.

<그 림 Ⅰ -5 > 일 본 의 손 해 보 험

대리점

전속대리점

승합대리점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직급

일본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특징은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임.

1995년말 현재 손해보험 대리점수는 국내사 및 외국사를 합쳐 총

476,217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수입보험료 중 90.7%의 영업

실적을 기록함.

대리점을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할 경우 개인대리점이 전체의 72%인

343,065개소, 법인대리점이 133,152개소로 전체의 28% 수준임.

대리점을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으로 구분할 경우 전업대리점은

96,931개소로 전체의 20.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부업대리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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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12 > 종류 별 대 리 점수 (1995)

(단위: 개소, %)

종 류 별 대리점 수 비 율

전 속

승 합

372,061
104,156

78.1
21.9

법 인

개 인

133,152
343,065

28.0
72.0

전 업

부 업

96,931
379,286

20.4
79.6

주 : 내국사 및 외국사 합계

직급사원이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것을 직능으로 하여 고용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며, 회사별로 사용되는 명칭

은 외무사원 , 계약직 사원 , 영업촉탁 등 다양함.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特別練修生을 일정기간 채용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지

식과 실무를 습득케 한 후 장래 전속·전업대리점으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연수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4) 영 국

영국의 모집조직은 일반적으로 독립중개조직, 대리점, 직급(영업직원) 및 직

접판매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독립중개조직(independent intermediary)은 특정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독립중개조직은 보험중개인(in su rance broker)과 미등록보험중개

인(independent non-broker intermediary)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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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Ⅰ -6 > 영 국의 모 집 조 직 체 계

보험회사

독립중개조직

( i n d e p e n d e n t
intermediary)

보험중개인

미등록보험중개인

대리점

직급(영업직원) 및 직접판매

(DM, TM, 인터넷 등)

□ 등록 보 험 중 개 인 (re g is te re d ins ura nc e b ro ke rs )

등록보험중개인은 1977년 보험중개인등록법(Insu rance Brokers (regisration)

Act)에 따라 보험중개인등록위원회(IBRC)에 등록된 개인이나 법인중개인을

지칭함.

영국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시장 구분에 따라 로이드시장에서 활동하는 로이

드중개인(Lloyd' s broker)과 보험회사시장(company m arket)에서 활동하는

보험중개인(in su rance broker)으로 구분되며, 재보험물건만을 전문적으로 취

급하는 재보험중개인(reinsu rance broker)도 있음.

또한 이들 보험중개인의 주 활동범위에 따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보험중개인(international broker), 비교적 소규모로 특수한 종목만을 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전문보험중개인(specialist broker) 및 주로 개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역보험중개인(regional broker)으로 나누기도 함.

- 51 -



□ 미등 록 보 험 중 개인 (inde pe nd e nt no n-bro ke r inte rm e d ia ry)

영국의 특이한 모집조직인 미등록보험중개인 혹은 보험상담자(insurance

consulants)는 IBRC에 등록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을 말함.

주로 보험상담인(consultan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비등록중개인으

로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이들은 주로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투자와 관련된 고객의

재무상담을 주로 하여 생명보험을 유치함.

또한 1986년 금융서비스법(FSA)에 따라 1개 보험회사에 전속되든지(Tied

agent) 또는 독립중개인(Independent intermediaries)의 2가지 중 하나의 범

주에 속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재무상담자(financial advisor)라고 불리우고

있음.

□ 전속 대 리 점 (tie d ag e nt, t ie d inte rm e d ia ry)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리점을 뜻함.

영국에서는 6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독립

된 지위를 가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리점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대

리점이란 5개 이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모집조직을 뜻함.

이 중 1개의 특정보험회사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특약대리점

(tied agent)이라 함.

대리점의 형태에는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의 두가지 형태가 있음.

전업대리점의 형태로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나 영업직원이 운영

하는 대리점과 자영업자인 개인, 대리점, 도매대리점(wholesale agent)

등이 있음.

부업대리점의 형태로는 주택금융조합, 부동산중개업자, 은행, 사무변호

사, 회계사, 주식중개인, 자동차관리협회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특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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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부업으로 보험모집을 영위함.

대리점은 통상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협정수수료율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 받음.

□ 직급 (d ire c t s a le s fo rc e s )

직급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영업직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모집방식임.

생명보험회사 직급조직의 영업직원은 크게 나누어 간이생명영업직원, 정규

영업직원, 그리고 기타 회사직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짐.

간이생명영업직원은 방문판매와 보험료수령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판매인

원당 수입보험료 규모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지만 판매외 여러 업무

를 수행하므로 원가상의 효율성은 높다고 함.

정규 영업직원은 잠재고객 및 목표고객을 방문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

하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함.

기타 회사직원은 회사내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판매도 하는

데 주로 장기상품의 판매를 담당함.

□ 직접 판 매 (d ire c t m a rke ting)

영국에서의 직접판매는 1985년 자동차보험을 전화나 우편을 통해 판매하는

Direct Line사의 설립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 이후에는 손해보험

의 가계성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영국은 자유요율체제이기 때문에 직접판매로 인한 모집비용 감소분을 보험

료 인하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

접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음.

향후에는 대형 보험사가 직접판매 자회사를 설립하여 적극 활용할 예정이

므로 직접판매 방식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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