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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수요 변화, 판매자 전문성 강화 요구, 규제변화를 배경으로 

제판분리가 진행되어 왔음

∙ (수요변화) 미국과 영국에서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비전

속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음

∙ (제도변화) 판매자책임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리스크(Compliance Risk) 관리,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개

선방안(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 일본의 고객의향의무제도 시행 등은 판매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경영환경) 금융기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고비용 판매채널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금융회사들은 자사 판매조직의 효율성과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분투자, 판매자회사 설립, 외

부 판매조직 인수, 판매조직 완전분리 등 다양한 채널운영 전략을 취해옴

∙ 영업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들이 판매조직 분리라는 동일한 대응전략을 취해오지는 않았음

부록 Ⅱ 주요국 제판분리 현황과 대응

<부록 그림 Ⅱ-1> 제판분리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외 주요 보험회사 대응

➊ 소비자 선호 변화 ➋ 규제변화 대응 ➌ 비용 관리

 ‣ 투자형상품 관심 증대

 ‣ 판매자 전문성 강화 요구

 ‣ 다양한 상품비교 요구

 ‣ 판매자책임 강화, 규제준수

 ‣ RDR 제도

 ‣ 고객의향의무제도 시행

 ‣ 고비용 채널 개편

 ‣ 핵심역량 강화

 ‣ 조직운영의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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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독립채널(Independent Agent)54)이 급성장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독립채널을 통한 매출은 ’83년 36%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성장세를 보

이며 ’19년 53%로 증가함

- 동기간 중 전속모집인 매출비중은 각각 62%(’83년)에서 36%(’19년)로 감소함 

∙ 손해보험은 대리점(Agency Writer)과 직판(Direct Writer) 비중이 각각 52.9%, 44.2%임

○ 미국 보험산업에서 제판분리가 확대된 데에는 상품구성 변화, 불완전판매 문제, 보험회사 영업조직 운

영비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55)

∙ (상품구성 변화) ’90년대 이후 보장성보험 매출이 줄어들고 연금이나 투자형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적합한 독립채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56)

- 상품판매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전속모집인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 

자문기능이 필요한 상품에 독립채널이 보다 적합한 채널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판매자 책임문제) ’90년대 초 전속모집인에 의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각되면서 독립채널 활용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규제준수 리스크(Compliance Risk)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함

- 전속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부담함

∙ (운영비용 절감) 채널 운영비용 측면에서 보면 단위당 모집비용은 전속채널보다는 독립채널이 유리함

54) 미국 독립채널(Independent Agent)에는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와 PPGA(Personal-Producing General Agent), 독립

대리점사용인(Subproducer) 등이 포함됨
55) Insurance Journal(2019), “Who’s Investing in the Agency System”
56) Insurance Journal(2019), “Brightway Goes ‘All In’ on Independent Agents, Unveils No-Cost Path to Agency 

Ownership”

<부록 그림 Ⅱ-2> 미국 생명보험 채널구성비 추이 <부록 그림 Ⅱ-3> 미국 생명보험 상품구성 변화

(단위: %) (단위: %)

자료: III(2020); LIMRA(2019) 자료: ACLI(2020), Life Insurers Fac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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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채널 성장에 따른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대응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남

∙ 독립채널 인수 또는 지분참여: Prudential Financial, MetLife 등

∙ 기존 전속영업조직을 고능률화: Northwestern, New York Life, Sun Life Financial 등

∙ 전속채널 분리를 통한 판매자회사 설립: John Hancock 등

○ 최근에는 Brightway,57) Nationwide58) 등이 독립대리점(General Agency)으로의 전환을, Chubb, 

Hartford, Openly, ACT 등은 독립대리점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함59)

2. 영국

○ 양극화 규정(’88년) 시행 이후 영국에서 전속채널이 점차 축소되면서 ’00년을 전후하여 독립채널인 

IFA가 생명보험산업의 대표적인 채널로 부각됨60)

∙ ’88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제정과 양극화 규정(Polarization Rule) 도입 이전에는 

금융회사(직접판매) 또는 전속대리인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었음

∙ 양극화 규정 도입 이후 IFA가 급부상하였으며, ’05년 양극화 규정 폐지 후 판매채널은 IFA 다자간대리

점(Multi-Tied Agent), 전속대리점 등 세 가지 형태로 개편되었으나, IFA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소비자보호 및 경쟁제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자 ’04년 12월 동 규정을 폐지함

○ 영국에서는 금융서비스법 제정, 양극화 규정 도입,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DR) 등이 주요 제도변화

가 제판분리 현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양극화 규정) 금융감독당국은 ’88년 수수료 수취 목적의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양극화제도 도입과 더불어 독립자문업자(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제도

를 도입하면서 금융상풒 판매채널은 IFA와 금융회사 전속채널로 양분됨61)62)

- ’80년대 들어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한 모기지양로보험(Mortgage Endowment)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

- 양극화 규정은 투자상품 판매 시 독립판매와 일사전속 판매 두 가지 방법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동 

57) Insurance Journal(2019), “Brightway Goes ‘All In’ on Independent Agents, Unveils No-Cost Path to Agency 

Ownership”

58) Nationwide Switching to Independent Agency Distribution Model by 2020; Insurance Journal(2020), “Nationwide’s 

Transition to Independent Agency Insurance Company Complete”
59) Insurance Journal(2019), “Who’s Investing in the Agency System”
60) FSA(2011), “Polaris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termediary Regulation”
61) Money Marketing(2017. 5. 25), “Standard Life and Old Mutual reveal how they acquire advice firms”
62) Citiwire(2015. 9. 11), “Life insurer evolution: will vertically integrated models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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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후 소매투자상품시장에서 IFA는 주요 채널로 급부상함63)

∙ (준법감시기능 강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시행으로 준법감시가 강화되면서 전속채널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IFA가 주요 판매채널로 등장함

∙ (비용효율성) 독립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전속채널을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었음

- 독립채널이 전속채널보다 판매수수료(Commission)가 높으나, 교육훈련비 및 관리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독립채널이 전속채널보다 낮음64)

○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독립채널의 성장에 대응하여 대형 IFA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설립된 IFA의 지

분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유통업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대응함65)

∙ 생명보험 유통시장은 양극화 규정 폐지 이후 독립채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킴. 이에 따라 기존 독립채널

인 IFA는 경쟁적으로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금융유통시장에 진출함

- AXA, Friends Provident, Standard Life, AVIVA, Aegon 등 주요 보험회사들이 대형 IFA사를 인

수하거나 지분에 투자하였음

- 양극화 규정의 폐지 이후 미래 보험판매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대형 IFA사에 적극 투자함66)

∙ 최근에는 독립채널이 보험회사와 완전분리되는 형태에서 보험회사의 통제하에 놓이는 경우도 나타남

63) 양극화 규정에 따라 IFA는 모든 금융회사 상품을 취급해야 하며, 전속조직은 다른 회사 상품 취급이 불가능해짐
64) 안철경(2010),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보험연구원
65) International Adviser(2018), “Can IFAs and vertically integrated firms co-exist?”
66) Financial Adviser(2020), “Insurer re-launches advice arm”

<부록 그림 Ⅱ-4>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 채널구성비 <부록 그림 Ⅱ-5> 영국의 독립자문업자(IFAs) 추이

(단위: %) (단위: 명)

자료: 안철경(2010), DATAMONITOR(2011) 자료: FC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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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일본에서는 영업직원을 통한 보험가입은 줄어든 반면, 금융기관이나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

는 승합대리점(乗合代理店)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승합대리점의 영향력 확대) ’90년대 초에는 영업직원(설계사)을 통한 보험가입이 89.3%였으나, 최근에

는 영업직원보다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우체국 등)이나 승합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어남67)

- 특히, 내방형(来店型) 점포를 통한 신계약 체결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8.8% 증가함

○ 일본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모집제도 변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보험가입 경로 변

화 등이 보험산업 제판분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도변화) ’16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① 고객 의향파악의무,68) ② 정보제공의무69)가 도입되면서 모

집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유발은 회사경영에 가중 요인으로 작용함70)

∙ (인식전환) 보험모집인에 대해 ‘고객의 의도 파악’,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되면서 보험모집이

단순한 보험판매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모집시장에 다양한 진입자가 나타남

- 보험 이외의 본업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다루어 온 사업자가 보험 모집 사업에 진출하는 움직임도 나

타나기 시작함

67) 栗山 泰史(2016), “新しい保険募集ルールの下での「近未来予想図」”, 損害保険研究, 78巻 1号
68) (의향파악의무(意向把握義務), 보험업법 294조) 보험모집인은 보험 모집 시 ① 고객의 의향을 파악하고, ②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제안하며, ③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④ 보험계약 시 고객의 의사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를 고

객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69) (정보제공의무(情報提供義務, 보험업법 제294조의3 제1항) 고객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정보(보험금 지급조건,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 고객에 대하여 주요 환기해야 할 정보(고지의무, 책임개시 시점, 계약의 실효 등),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70) 株式会社ワールド, ヒューマン·リソーシス(2016), “改正保険業法施行後の保険業界: 募集新規制への対応状況と制度改正の余波”

<부록 그림 Ⅱ-6> 일본 생명보험 채널구성비 추이 <부록 그림 Ⅱ-7> 내방형점포의 신계약 건수 추이

(단위: %) (단위: 천 건)

 주: 최근 6년 동안 보험가입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임

자료: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

자료: 矢野経済研究所推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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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고객접점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 승합대리점을 소유하거나 업무제

휴를 추진하는 보험회사가 늘어남

∙ 일본생명, 제일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15년부터 내방형 승합대리점과의 업무제휴(지분투자) 또

는 판매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71)72)

- 일본생명은 ’87년 본사직영 보험대리점인 라이프플라자(ライフプラザパートナーズ)를 설립한 후 ’15년 

해당조직을 자회사로 개편하였으며,73) ’17년 4월에는 전국에서 90개 보험샵을 운영하고 있던 ‘보험 

110(ほけんの110番)’을 인수함74)  

- 주우생명(스미토모생명)은 ’17년 7월 내방형 점포인 보험설계(保険デザイン, Insurance Design)를 

인수하고 자회사화 함75)

- 제일생명은 ’18년 4월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내방형 승합대리점인 알파컨설

팅(アルファコンサルティング)을 인수하고 자회사화 함76) 

71) 日本経済新聞(2017. 8. 17), “大手生保、代理店へ出資加速·オフィスの外の顧客狙う”

72) 大沼 八重子(2018), “大手生命保険会社の進出がすすむ保険ショップ”
73) 根本 篤司(2018), “損害保険業の販売チャネルに関する一考察”, 損害保険研究, 80巻 2号
74) 日本経済新聞(2017. 3. 24), “日本生命、「ほけんの110番社」の株式取得で合意”
75) 朝日新聞(2017. 7. 25), “「保険デザイン」、住友生命が買収·乗り合い代理店”
76) 第一生命保険株式会社(2018. 4. 16), “株式会社アルファコンサルティングの 株式取得·子会社化について” 

<부록 표 Ⅱ-1> 일본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승합보험대리점 설립 및 업무제휴 실태

구분 일본생명(日本生命) 주우생명(住友生命) 제일생명(第一生命)

자회사

ㆍ라이프 살롱(내방형, ’15. 5)

ㆍ라이프 플라자(방문형, ’15. 11)

ㆍ보험 110(내방형, ’17. 4)

ㆍ보험백화(내방형, ’09. 10)

ㆍ보험설계(내방형, ’17. 7)

ㆍ알파 컨설팅(내방형, ’18. 4)

업무제휴

ㆍ니토리 보험(내방형, `15.07)

ㆍ도코모보험상담(내방형, `16.09)

ㆍ보험안심라인(내방형, ’18. 1) ㆍ調剤 보험쇼핑(내방형, ’17. 2)

ㆍHOLOS PLANNING(’17. 8)

ㆍ마츠모토 키요시(내방형, ’17. 11)

자료: アドバンスクリエイト(2020); 大沼 八重子(2018), “大手生命保険会社の進出がすすむ保険ショッ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