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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전망

○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개별 회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달리 그 수준이 결정될 것임

∙ 전속조직 비용효율성이 낮거나 상품경쟁력이 큰 기업의 경우 제판분리에 대한 유인이 클 수 있음

-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판매채널 구축 및 관리 비용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외부 독립채널 

활용을 통한 고정비 절감으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34) 

- 소규모 기업은 외부 유통채널 활용을 통해 상품종류를 다양화 할 수 있고, 외부 유통채널이 전문성과 

인지도가 높은 경우 해당 채널을 활용하는 보험회사도 양의 외부성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제판분리 수준이 높거나 비전속채널의 영향력이 큰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모집시장 환경변화에 따

른 보험회사의 대응이 일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35)

∙ (해외의 제판분리 동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①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수요 변화, ② 판매자책임 강화

에 따른 규제준수 리스크(Compliance Risk) 관리, ③ 규제변화, ④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비

용 판매채널 효율화 목적 등을 배경으로 제판분리가 진행됨

∙ (상이한 대응전략) 보험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판매조직의 운영효율성 및 유통시장 흐름에 기초하여 판

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의 고능률화 전략 등 다양한 대응전략이 실행되어 왔음

○ 다만, 해외 보험유통시장에서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전속모집조직보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독립된 판매조직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임

∙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상품복잡성이 심화될수록 

독립채널 활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유인이 커지기 때문임36)

34) 해외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전속판매채널 구축 시 발생하는 초기비용 부담 문제로 외부 유통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Regan, Laureen and Larry Tzeng(1999), “Vertical Integration and Ownership Form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Etti Baranoff and Thomas Sager(2003), “The Relations 

among Organizational and Distribution Forms and Capital and Asset Risk Structur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35) 주요국의 ① 제판분리 현황, ② 유통채널 변화 원인, ③ 보험회사 대응사례는 <부록 Ⅱ>을 참조바람

Ⅴ 시장 전망과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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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포화된 보험시장 환경,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등은 보험산업 내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시장성숙 및 경쟁심화) 시장이 성숙될수록 각 기업은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분화(Disintegration)’ 성향을 보임37)

- 시장집중도가 높고 독점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회사들이 업무기능 확대(수직통합) 전략을 취하는 경향

이 있으나, 회사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업무기능이 분화되는 형태를 띔38)

- 해외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종산업 기업들이 상품개발, 유통,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위험관리 

등 보험산업의 여러 가치사슬 내에 진출하면서 산업 전체적으로 업무기능 분화를 촉발시키고 있음39) 

∙ (플랫폼기업 등장) 소비자와의 소통, 양면시장(Two-Sided Market)40)을 지향하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자사의 한 개 상품만을 제공하는 전속영업조직의 영업경쟁력

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소비자들의 탐색비용 축소, 편의성 개선에서 기존 유통망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41)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소비자를 고착화

(Lock-in) 하고자 다각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36) Regan(1997), “Vertical Integration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A Transaction Cost Approach”,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37) Deloitte(2016), “Evolution through dis-integration: How the Future of the Financial Service”
38) Deans et al.(2002), “The Consolidation Curve”, Harvard Business Review; 1990~2001년 동안 1,345회 대규모 합병을 

연구한 결과, 일단 산업이 형성되거나 혹은 규제가 철폐되면 통합의 4단계를 걸쳐 이동이 일어난다는 ‘산업통합곡선(Industry 

Consolidation Curve)’ 이론을 제시함
39)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How Disruptive Innovations are Reshaping 

the way Financial Services Structured Provisioned and Consumed”
40) 양면시장이란 두 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용자들을 연계하여 거래당사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함(Evans(2011), “Platform Economics”)
41) 특정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연결로 얻은 가치와 효용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으로, 네트워크 효과로도 칭함

<그림 Ⅴ-1> 산업통합 주기 곡선 <그림 Ⅴ-2> 보험산업 가치사슬상 혁신기업의 진입

상품개발

↓

보험유통

↓

언더라이팅

↓

보험금 지급

↓

리스크 관리

자료: A.T. Kenarney(2013), “The Merger Endgame 

Revisited”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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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과제

○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 증가도 달성하기 위해

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제판분리를 통해 영업력 강화 및 전문성 확보, 비용효율성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전속모집조직 운영이 어렵지만 상품경쟁력을 갖춘 중·소형사는 인지도가 높은 외부 유통채널 활용을 

통해 영업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과정에서 탐색비용 절감, 전문화된 서비스 혜택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

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상품경쟁력 강화)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회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상품운영전략 마련이 요구됨

- 일본 제일생명은 설계사(전속영업조직)와 승합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하여, 승합대리점 특성에 적합한 보장수준 및 보험료가 책정된 상품공급을 위해 ’19년 4월 대리점 전

용 생명보험회사인 ‘Hanasaku생명(はなさく生命保険)’을 설립함42)

∙ (판매자 전문성 강화 조치)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에 내

재된 위험이나 특성에 대한 보다 전문적 자문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 교육을 강

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추가비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보험회사는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구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

용 등 추가비용에 대한 평가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상품비교설명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6년 9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대형 GA에 대해 모집 시 ‘상품비교설명제도’43)가 도입됨

○ 한편, 보험산업 내 제판분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①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문제, 

②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 (법인보험대리점의 책임능력 확보) 제판분리가 확산될 경우 GA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GA의 배상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내부

42) The Finance(2019. 9. 30), “[はなさく生命保険] 成長する乗合代理店マーケットに特化グループ力で新契約10万件獲得目指す”
4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

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全)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

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9. 27),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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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 강화를 통한 자정기능 제고 유도 등으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이 요구됨

- 보험대리점이 보다 강화된 건전성규제나 영업행위규제를 준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증가와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이 필요함

∙ (판매자책임문제 명확화)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소

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상품비교설명 문제) 고객에게 상품비교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설명으로 소비자의 부적합한 상품

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44) 

- 판매회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것 외에 중립적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45)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

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료 부담 전가, 해촉

강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은 연간 893억 원이,46)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될 경우 1,707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수수료 지급 및 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공제할 가능성도 제기됨

∙ (모집수수료체계 변경 연착륙 유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도 시행이 자회사형 GA 설립 등 제판분리

를 촉진하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44) ASIC(2018), “Financial advice-Vertically integrated institu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FSRC(2019),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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