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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력 추이: 전속채널을 통한 영업에서 비전속채널을 통한 영업으로 전환

<부록 그림 Ⅰ-1> 보험설계사 인력 추이 <부록 그림 Ⅰ-2> 중대형 GA소속설계사 인력 현황

(단위: 천 명) (단위: 천 명, %)

 주: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는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인력이 모두 포함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

주: 1) 중대형 GA는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GA임

2) 인력 비중은 GA설계사 전체 인력 대비 중대형 GA인력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

○ GA시장의 집중도: 대형 GA에 인력 집중

<부록 그림 Ⅰ-3> 기관 수 기준 <부록 그림 Ⅰ-4> 인력규모 기준 

(단위: %) (단위: %)

주: 대형 GA는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중형 GA는 100~499명, 

소형 GA는 100인 미만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 대형 GA는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중형 GA는 100~499명, 

소형 GA는 100인 미만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부록
 Ⅰ GA시장 구조



22 CEO Report 

○ 보험회사 규모별 GA채널 활용도: 생명보험 중소형사 중심, 손해보험 대형사 중심

<부록 그림 Ⅱ-1> 생명보험 <부록 그림 Ⅱ-2> 손해보험

(단위: %) (단위: %)

 주: 모집수수료 기준임 

자료: e클린보험서비스

 주: 모집수수료 기준임 

자료: e클린보험서비스

○ GA시장의 주력 판매상품: 손해보험상품 중심(신계약 건수 기준, 생명보험 16.7%, 손해보험 83.3%)

<부록 그림 Ⅱ-3> GA채널의 개인형생명보험 상품구성비 <부록 그림 Ⅱ-4> GA채널의 손해보험 상품구성비 

(단위: %) (단위: %)

 주: ’21년 말 신계약 건수 기준임 

자료: e클린보험서비스

 주: ’21년 말 신계약 건수 기준임 

자료: e클린보험서비스

부록
 Ⅱ GA시장의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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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Ⅲ-1> 보험회사의 GA(자회사) 보유 현황 

회사명(자회사형 GA) 모회사
설립시점 

(등록일 기준)
인력규모(명)

업무제휴 체결회사 수(개)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 ’21년 04월 17,743 8 9

한화라이프랩(주) 한화생명 ’05년 04월 2,241 16 11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미래에셋생명 ’14년 04월 3,697 14 15

신한금융플러스 신한라이프 ’20년 07월 3,149 18 13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 ’15년 05월 1,808 1 9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 ’16년 03월 738 8 6

라이나금융서비스 라이나생명 ’13년 09월 128 13 11

ABA금융서비스 ABL생명 ’18년 12월 1,018 8 10

마이엔젤금융서비스 동양생명 ’22년 01월 - - -

DB금융서비스 DB손해보험 ’14년 01월 2,219 21 12

DB MnS DB손해보험 ’13년 02월 1,443 1 1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삼성화재보험 ’16년 04월 3,678 1 2

AIG어드바이저 AIG손해보험 ’12년 05월 759 12 11

마이금융파트너 현대해상 ’21년 02월 124 12 12

하나금융파인드 하나손해보험 ’21년 04월 5 9 7

자료: E-Clean 보험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부록
 Ⅲ 자회사형 GA 운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