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검토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General Agency)라 함)1)은 다양한 

상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바탕으로 급성장해오고 있음

〇 2019년 9월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2만 5,238명으로, 보험회사 전속설

계사 수(18만 3,247명)와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2)

<그림 Ⅰ-1>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25), “18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실적 등”

1)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됨(보험업법 제8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4월 이전에는 1개 보험회사만 대리할 수 있는 전속대리점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정부는 1992년 6월 「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한 대리점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의 비교·선택이 가능한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을 추진
함.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 중간 과정으로 1993년 4월과 1994년 4월에 하나의 대리점이 2

개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생명보험 복수대리점과 손해보험 복수대리점을 도입하였음. 이
후 1996년 4월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1997년 4월 생명보험업계도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독립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GA 채널로 자리 잡음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 23),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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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특히,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GA 채널에서 발생하는 등 

GA 채널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

■ 보험시장 내에서 GA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최근 전속 영업조직이 취

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3)

〇 보험회사는 GA 채널과의 제휴를 통해 매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유통망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자

회사형 GA 설립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상품제공자(보험회사)와 상품판매자(GA)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

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양측 사이에 불신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〇 특히, 201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가 허용되어 이들 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 검토가 추진 중임4) 

■ 지금까지 자회사형 GA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으

나, 자회사형 GA 설립 직후에도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거나 판매채널에 대한 투

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 등이 등장하고 있음

〇 GA 채널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리쿠르팅 비용, 지점설

립 및 확대, 운영비, 임차비 등 투자비용이 초기에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

망 구축이 쉽지 않아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림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자회사형 GA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

이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3) 서울파이낸스(2018. 9. 27), “중소보험사 ‘자회사GA’ 설립 검토 줄이어... 대형사 이어 AIA생
명 등 중·소형 보험사 가세 신호탄”; 서울경제(2018. 11. 18), “잦은 설계사 이탈에 고육책... 

흥국생명 ‘자회사 GA’ 추진”; 아시아타임즈(2018. 12. 12), “중소보험사, ‘GA 자회사’ 딜레
마... 꼬여버린 구조조정”; 아시아투데이(2018. 12. 20), “영업환경 악화에 보험업계, ‘자회사
형 GA’로 활로 모색”

4) 뉴스핌(2020. 2. 5), “신한생명, 상반기 ‘자회사형’ GA 설립... 오렌지와 통합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