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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산업 제판분리 개념

○ 제판분리(製販分離)란 상품·서비스의 제조와 판매 과정 분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산업 내 제판분리 

수준은 보험상품 개발주체와 유통자 간 관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함

∙ 광의의 제판분리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에 비전속채널을 활용하거나 본체에서 판매조직을 분리하

여 별도의 자회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현상까지를 포괄함6)

- 국내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은행(방카슈랑스채널), 카드회사, 보험중개

사 등 비전속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판분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협의의 제판분리는 상호독립적 기업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즉, 보험회사는 상품제조 기능만을 담당하고 보험상품 판매는 독립된 외부 유통조직에서 전적으로 담

당하는 완전분리된 형태임 

6) Hughes and Gopalan(2004), “Separating Distribution from Manufacturing”, LI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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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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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판분리는 조직경제학 이론의 ‘수직적 분화(Vertical Disintegration)’에 해당함

∙ (수직분화: 아웃소싱) 경로구성원이 어떤 기능을 직접 시행하는 대신에 다른 경로구성원으로부터 해당 

기능을 구매하는 것으로,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에 대비되는 개념임

∙ (수직결합: 기능통합) 수직적으로 연계된 기능의 전체나 일부를 하나의 본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구조임7)

- 보험회사 임직원, 전속설계사, 직판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은 외부 유통업자의 개입 없이 보험회사 스스

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제조단계와 유통단계가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임8)

○ 기업의 수직분화 또는 특정 기능의 외주화(Outsourcing)는 ① 비용관리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 ② 

자사의 핵심역량 집중, ③ 경로구성원의 특화된 기능 활용 차원에서 논의되어 옴

∙ 고정비용을 줄이고 변동비용을 늘림으로써 사업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불경기 상황에서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경로구성원의 특화된 기능 활용이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제 불확실성 문제가 상존함 

○ 한편, 수직통합 전략은 ① 거래비용, ② 통제권, ③ 운영효율성 차원에서 고려됨 

∙ (거래비용 절감) 수직결합 이전의 두 기업 간 거래가 결합 후 기업 내부거래로 변화되며, 그 과정에서 

과거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였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시킬 수 있음9)

- 거래당사자를 찾기 위한 탐색비용(Searching Cost),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교섭비용(Bargaining 

Cost), 거래상대방의 도덕적 해이 통제를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통제권 확보) 합리성 제약(Bounded Rationality)으로 계약체결 시점에 미래 발생 가능한 모든 요인을 

명시할 수 없어 기업 간 계약이 불완전하며, 거래당사자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일 수 있음10)

∙ (운영효율성 개선) 상·하위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수직결합을 통해 이중마진(Double Markup) 제거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11)

7) 제조업의 생산단계는 제조(Manufacturing), 도매(Wholesale) 및 소매(Retail)로 구분되며, 생산품은 소매단계를 거쳐 소비단계로 

진행됨. 유통은 생산품이 생산단계들과 최종소비자 간 거래를 의미함. 수직결합은 생산단계인 제조와 도매, 도매와 소매를 의미함 
8) 보험유통시장과 관련한 수직결합은 상품개발자(보험회사)가 유통회사(판매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형태(전방결합, Forward 

Integration) 또는 판매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형태(후방결합, Backward Integration) 두 가지로 구분됨
9) Williamson(1971), “The Vertical Integration of Production: Market Failure Consider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Williamson(1975),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Coase(1937), “Nature of the Firm”
10) Simon(1957), “Models of Man, New York: John Wiley”
11) Spengler(1950), “Vertical Integration and Antitrust Poli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그림 Ⅱ-2> 기업의 수직통합·수직분화 의사결정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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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판분리 수준과 영향

○ 국내 보험산업은 보험상품 제조단계와 유통단계가 일정 수준 분화되어 있는 상황임12)

∙ (생명보험) 설계사 중심 판매에서 비전속채널인 방카슈랑스채널로 진화되어 오고 있음

- ’00년 이전에는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판매채널을 유지해 왔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시장

개방, 금융겸업화, 소비자 니즈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방카슈랑스채널의 영향력이 커짐

- 설계사(전속영업조직)를 통한 생명보험 매출비중은 ’95년 99.1%에서 ’19년 49.0%로 감소한 반면, 

동 기간 중 비전속영업조직13) 매출비중은 0.9%에서 51.0%로 크게 증가함

∙ (손해보험) 설계사 및 임직원을 통한 보험판매는 감소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됨

- 비전속영업조직을 통한 손해보험 매출비중은 ’95년 41.9%에서 ’19년 51.6%로 증가함 

- ’19년 기준 GA채널을 통한 개인보험 매출비중이 75% 이상을 초과하는 손해보험회사도 3개사임

○ 비전속영업조직의 성장은 보험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에는 전속판매인력 규모가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었으나, 비전속영업조직의 영

향력이 확대되면서 두 변수 간 관계는 약화된 상황임 

- GA의 영향력이 큰 장기보험시장에서는 GA 소속설계사 수가 전속설계사 수를 추월한 ’16년 이후 상

위 4개사의 시장집중도(CR4)가 하락추세를 보임14)

∙ 다만, 매출 확대를 위한 모집수수료 과열경쟁에 따른 사업비지출 증가는 시장의 과제로 남아있음

12) 제판분리와 관련한 국내 판매채널 제도변화는 <부록 Ⅰ>을 참조바람
13) 본고에서는 방카슈랑스, 대리점, 중개사 채널을 비전속영업조직으로, 설계사 및 임직원은 전속영업조직으로 분류함. 방카슈랑스채

널의 경우 일시납보험료 비중이 높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는 매출 구성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의가 필요함
14) 김동겸·김석영·정인영(2020),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Ⅴ) - 상품 및 채널」, 『CEO Report』, 보험연구원을 참조바람

<그림 Ⅱ-3> 전속조직과 비전속조직의 매출 구성비 <그림 Ⅱ-4> 회사별 비전속채널 활용수준(’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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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