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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국내 보험산업에서는 ’96년 독립대리점 제도가 도입된 이후,1)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

속히 성장하고 있음

∙ ’20년 말 기준 법인보험대리점 수는 총 4,501개이며,2) 이 중 소속설계사가 500인 

이상 대형 GA는 59개임3)

∙ ’15년 GA에 소속설계사 수는 보험회사 소속설계사 수를 넘어섰으며, ’20년 말 기

준 GA 소속설계사 수는 232,762명임4) 

∙ 개인보험대리점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비해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제한적이어서 

’06년 이후 감소 추세임

<그림 Ⅰ-1> 국내 전속 및 비전속 모집시장 현황

<전속･비전속 모집인원 추이>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 현황>

                                (단위: 천 명) (단위: 개)

구분 ’16 ’18 ’20

1만 명 이상  3  3  4

5천 명 이상  7  8  7

1천 명 이상 32 36 38

5백 명 이상 46 55 59

전체 4,530 4,495 4,50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5. 12), “19년 중대형 법

인보험대리점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5. 11),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 영

업실적”; e-클린 보험서비스

1) 재정경제원은 하나의 보험대리점이 다양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GA) 제도의 도입방

안을 마련하고 손해보험은 ’96년 4월부터, 생명보험은 ’97년 4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함

3) e-클린 보험서비스 공시자료 기준임

4) ’20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는 197,418명임(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Ⅰ. 서론 3

○ GA채널의 등장은 소비자에게는 상품선택권 확보에 따른 편익제고를, 산업 측면에서는 보

험회사 간 경쟁 및 산업 역동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줌

∙ GA채널의 경우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 제공이 가능해, 소비자

의 정보탐색비용(Searching cost)을 줄여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한편, 전속영업조직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GA채널을 통해 상품경쟁력 확보 시 대형사와 경쟁하는 것이 가

능해짐

<표 Ⅰ-1> GA와 보험회사 간 업무제휴 현황(’20년 기준)

(단위: 개)

구분 GA 코리아
글로벌

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인카
금융서비스

… 유어즈에셋

생명보험 18 22 20 19 … 8

손해보험 11 14 13 11 … 10

자료: e-클린 보험서비스

○ GA채널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모집시장에서의 과열경쟁 촉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중대형 GA의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25회차 보험계약유지

율은 하락 추세임

∙ GA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작성계약, 부당 승

환계약,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보험료 대납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

∙ 안철경․정인영(2018), 김영국(2019), 김창호(2019, 2020) 등은 GA채널에서의 부당

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해 승환계약이나 고아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6)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 23),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6) 안철경･정인영(2018); 김영국(2019); 김창호(2020); 김창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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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중대형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유지율> <25회차 유지율>
(단위: %)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5. 12), “19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

1. 5. 11),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 영업실적”

○ 일본의 경우도 과거 ‘일사전속(一社専属制)’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96년 보험업법 개정

을 통해 비전속 모집을 허용하였고, 이후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 취급이 가능한 승합대리

점(乗合代理店)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승합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 GA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이 일본에서도 발생하였고, 보험업법 개정과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마련을 통해 승합대리

점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의 승합대리점에 대한 규제체계는 금융청의 공적규제와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임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승합대리점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공적규제 및 보험산업 차원의 

자율규율체계 조사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국내 모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미리 경험한 일본 감독당국 및 

산업 차원의 대응사례와 평가를 통해 국내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Ⅱ장에서는 일본의 보험모집시장의 변화 과정과 보험산업 내 보험대리점의 기능 

및 역할 수준을 평가함

∙ Ⅲ장에서는 보험대리점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공적규제를 분석함

∙ Ⅳ장에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자율규제인 대리점수수료 체계 변화와 제도 시행 

후 시장의 반응을 논의함


